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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rphology of three-dimensional (3D) cross-linked electrodeposits of copper and tin was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the content of metal sulfate and acetic acid in a deposition bath. The composition

of copper sulfate had little effect on the overall copper network structure, whereas that of tin sulfate produc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in network structure. The effect of the metal sulfate content on the copper and

tin network is discussed in terms of whether or not hydrogen evolution occurs on electrodeposits. In addition,

the hydrophobic additive, i.e., acetic acid, which suppresses the coalescence of evolved hydrogen bubbles and

thereby makes the pore size controllable, proved to be detrimental to the formation of a well-defined network

structure. This led to a non-uniform or discontinuous copper network. This implies that acetic acid critically

retards the electrodeposition of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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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변환 장치와 센서 등으로 대변되는 기능성 전

기화학 소자는 의료용 전자 장비, 정보 저장 장치, 통신

기기 등의 소형화, 다기능화 및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전동 공구 등 신 분야에서의 요구 증대로

인해, 현재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는 핵심 소재의 출현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센서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이 분야는

크게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 소재

의 효율성 및 반응 속도를 높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

는 새로운 구조의 창제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새로운 구조의 창제는 나노 기

술의 발전과 더불어 연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으로, 최근 신소재 개발의 부진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분

야의 침체를 회복시키고, 첨단 다기능 장치의 요구에 부

응할 차세대 전극 소재의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변환 장치용 전극들은 주로 2차원적 구

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 밀

도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전

지의 경우 극판의 두께가 줄어들면 충방전시 반응 이온

의 이동 거리가 짧아져, 전체 반응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순간 출력 밀도는 증가하나, 한편으로는 타 구성 요소들

(집전체, 세퍼레이터, 전해액) 의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하

여 에너지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2차원적 구조를

가지는 연료 전지용 전극의 경우는 반응물인 gas phase

가 전극의 2차원적 면적에만 제한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태로, 계면 저항이 비교적 크고, 이로 인해 전기화학 반

응 효율이 저하되어, 큰 출력 밀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2차원적 전극 재료의 한계는 3차원 구조를 가

지는 나노 전극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

으로 활물질이 3차원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반응 물

질이 3차원적 활물질에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

에, 반응 속도론적으로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또한 더

욱 중요하게는 3차원적 구조가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어

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두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밀도는

물론 출력 밀도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더 이

상 출력 밀도와 에너지 밀도가 trade-off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3차원적 활물질 구조는 졸-겔법,1) 템

프레이팅 법2) 및 MEMS 법3) 등에 의해 만들어져 왔으

나, 그 구조적인 특성상 반응 면적은 넓으나, 3차원적 구

조 내부로 반응 물질이 침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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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되어 왔다. 즉, 고 반응 면적에 기인한 순간적인

고 응답 속도는 얻을 수 있으나, 반응 물질의 투과 원

활성에 의해 결정되는 장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고 응답

속도는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 재

료로 적합한 고 신뢰성의 3차원적 구조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이 분야의 큰 도전 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전 연구에서 3차원 ramification

현상을 보이는 Cu 및 Sn 을 특정한 조건하에서 전착

(electrodeposition) 시켜, 자기지지(self-supported) 가 가능

하고, 열린 3차원적 나노 구조를 가지는 Cu 및 Sn 전

착물을 만들어 내고,4,5) 나아가, 소수성 제어 및 전착 속

도(및 성장 양상) 의 제어를 통해 기공 크기 및 다공성

구조 벽의 미세 구조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

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질 조성에 따른 Cu 및 Sn 의 미세 구조 변화에 대

해 다루었다. 아울러, 전착시 발생되는 수소 기체의 크

기를 조절하기 위해 첨가되는 소수성 첨가제의 농도에 따

른 다공성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착에 의해 제조된 3차원 다공성 구조의 morphology

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실험 방법

기재로 사용된 Cu (Aldrich, 99.98%) 는 묽은 염산

(Aldrich, 37%) 에서 전 처리하여 표면의 산화 막을 제

거한 뒤, 아세톤(Junsei) 과 증류수에서 차례로 세척하였

다. Fig. 1은 Cu 및 Sn의 전착(electrodeposition) 에 사

용된 셀 및 전극의 기본 구성을 보여준다. 작동 전극

(working electrode) 이 되는 Cu 기재는 셀의 바닥에 놓

여 지며, 그 위로 Cu 전착시에는 Cu foil 을, Sn 전착

시에는 Sn foil (Alfa Aesar, 99.9985%)을 대전극(counter

electrode) 으로 위치시켰다. 전착은 1 M H2SO4 (Aldrich,

95-98%)를 기본 전해액으로 하여, Cu 전착시에는 0.1,

0.5, 1.0 M의 CuSO4·5H2O (Alfa Aesar, 98%), Sn 전착

시에는 동일한 조성의 SnSO4 (Alfar Aesar, 95.5%) 를

첨가하여 진행하였다. 소수성 첨가제로는 아세트산(Junsei,

99.7%)을 사용하였고, 1 M H2SO4+ 0.4 M CuSO4 에

0.05~1.0 M 까지의 아세트산을 첨가하여 첨가제의 영향

을 검토하였다. Cu 및 Sn 전착물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1 A 의 캐소딕 전류을 인가하여 제조하였다. 전착 후 전

착물은 증류수로 세척하였고, 건조 후의 morphology 는 주

사 전자현미경(JEOL, JSM-35CF) 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Cu 및 Sn 의 전착시 3차원 네트워크 구조 형성 기구

는 본 연구원의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밝힌바 있다.4) 간

략하게 설명하면, 3차원 네트워크 구조는 전착 과정 중

기판(substrate) 혹은 전착물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가 동

적 템플릿(dynamic template) 의 역할을 함으로써 형성

된다. 즉, 수소 기체의 발생 속도가 금속의 전착 속도와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될 경우, 성장하는 금속 전착물은 수

소 기체가 존재하는 방향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수소 기체를 템플릿으로 하는 3차원 구조가 형성된

다. 또한, 수소 기체는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로 간에 융합(coalescence) 이 진행되므로, 기판에서 멀

어질수록 다공성 구조의 기공이 커지는 소위 경사형 기

공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경사형 기공 구조는 전

기화학 기능성 소자의 전극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 반응

물질의 내부 침투를 극대화시켜 지속적인 고효율, 고반

응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

Fig. 2 는 CuSO4 의 농도에 따른 Cu 전착물의 mor-

phology 를 보여준다. 가장 낮은 CuSO4 농도(0.1 M)에

서 조차 3차원적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이 기공

크기만 현저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단

면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기공의 크기에 비례하여 두께

가 두꺼워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해액 내에서

CuSO4 농도(혹은 Cu2+ 이온의 농도) 증가는 단순히 Cu

3차원 구조의 성장 속도만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3차원적 다공성 Cu 구조가 형성되

기 위한 조건이 CuSO4 의 농도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이한 용액 농도에서 관찰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6)

Fig. 3 은 SnSO4 의 농도에 따른 Sn 전착물의 morphology

를 보여준다. Cu 전착의 경우에 CuSO4 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전체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전착층의 두께(그

에 따른 기공의 크기) 만 변화하였음에 반해, Sn 전착

Fig. 1. Cell configuration for the electrochemical deposition of

copper or tin net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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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copper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the CuSO4 content. (a) 0.1 M, (b) 0.5 M, (c) 1.0 M CuSO4 and

(d) represents the magnified image of the square dot in (c).

Fig. 3. SEM images of tin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the SnSO4 content. (a) 0.1 M, (b) 0.5 M, (c) 1.0 M SnSO4 and (d)

represents the magnified image of the square dot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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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SnSO4 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전체 구조가 크

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Cu

전착물에 비해 동일한 농도에서 전착되는 양이 적은 것

으로 관찰된다. 또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다공성

전착물의 벽의 두께가 두꺼워져 과성장하기 시작하고, 동

일한 조건의 Cu 전착물의 경우(Fig. 2(d)) 와 비교할 때,

Sn 다공성 벽 내의 기공이 점차 막혀버리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Fig. 3(d)). 이는 Sn 전착의 경우 전해액 중

의 SnSO4 농도가 3차원 네트워크 구조에 큰 역할을 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 하에서,

잘 발달된 3차원 Sn 네트워크 구조를 얻기 위한 최적

농도는 0.5 M 에서 1 M SnSO4 인 것을 알 수 있다.

3차원 네트워크 구조 형성에 있어, 위와 같은 Cu 와

Sn 의 상이한 거동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Cu

는 Sn 에 비해 금속 환원 전위(reduction potential) 가

높아,7) Cu 의 교환 전류 밀도(exchange current density)

가 Sn 에 비해 크게 낮지 않는 한, 캐소딕 과전압 하에

서 Cu 전착은 Sn 전착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Cu 의 전착이 Sn 에 비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자면,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

건 하에서 Cu 와 Sn 의 환원 전위 차이를 역전시킬 정도

의 교환 밀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Cu 전착의 경우에는 저 농도의 CuSO4

에서도 충분한 Cu 의 전착으로 3차원 네트워크 구조 형

성이 가능하나, Sn 의 경우는 저 농도의 SnSO4 하에서

전착되는 Sn 의 양이 적어 네트워크의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시키는 전해액 조건 하

에서, 교환 전류 밀도 및 금속 환원 전위가 네트워크 구

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적 템플릿의 역할을 하

는 수소 기체는 3차원 네트워크 구조 형성에 있어 큰 역

할을 한다. 우선, Cu 전착시에 수소 기체는 Cu 기재 및

Cu 전착물 두 부분에서 동시에 격렬하게 발생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이중 Cu 기재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

십 마이크로 크기의 3차원 다공성 골격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Cu 전착물에서 격렬하게 발생하는 수소는

프랙털 형상으로 자라나는 Cu 전착물 사이를 통과하면

서, 반응 이온(Cu2+) 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여, 다공성

벽이 두꺼워 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벽의 다공성 구조

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Sn 전착시에는, Sn 의 높은 수소 과전압과8) 상대적으로

낮은 수소 교환 전류 밀도로 인해7) Sn 전착물 위에서

는 수소 기체가 실재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격렬한 수소

발생 반응은 Cu 기재에서만 일어나게 되며, 이는 실험

중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3차원

네트워크 구조는 CuSO4 의 농도(Cu 전착시) 에는 민감

하지 않으나, SnSO4 의 농도(Sn 전착시) 변화에는 민감

하게 변화하며, 특히 고농도의 SnSO4 하에서는 과성장

양상을 띠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차원 네트워크 구조의 기공 크기는, 기능성 전기화학

소자용 전극으로 적용 시에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

요 인자가 된다. 3차원 네트워크 구조 및 마이크로 기

공의 크기는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구조 형성 메커니즘

을 생각할 때, 동적 템플릿의 역할을 하는 수소 기체의

크기 즉, 발생된 수소 기체의 융합 속도에 의해 결정된

다. 수소 기체의 융합 속도는 수소 기체와 전해액 간의

계면 특성에 관계하므로, 단순히 전해액내의 금속 이온

농도나 산도(acidity), 전류 밀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는 제어가 어렵다.6) 일반적으로 기체의 융합은 기

체간의 소수성 결합력(hydrophobic force) 에 의해 일어

난다고 알려져 있다.9-12) 즉, 기체 방울 사이에 작용하는

소수성 결합력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액상을 밀

어내는 데 필요한 힘(hydrodynamic repulsive force) 이

상인 경우, 기체 방울의 융합이 일어난다. 따라서, 기체

방울의 융합 속도를 낮추어 네트워크 구조의 기공 크기

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체 방울들의 소수성 결합력을 낮

추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네트워크 구조의 기공 크기를 줄

이기 위해, 전해액에 포함되는 소수성 첨가제(아세트산)

가 네트워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즉,

본 연구원에 의한 기존의 연구가 첨가제 농도에 따른 기

공의 크기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던데 반해,6) 본 연구에

서는 소수성 첨가제에 의한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특

히 비 이상적인 구조 형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조사하

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함께, 소수성

첨가제 존재 하에서 전기화학적 전착에 의해 제조된 3

차원 다공성 구조의 morphology 에 대한 정보를 완성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Fig. 4 는 소수성 첨가제인 아세트산의 농도에 따른

Cu 전착물의 morphology 를 보여 준다. 크게 두가지 점

이 주목할만 하다. 하나는 아세트산의 농도가 0.1 M이

상인 경우부터 현저하게 국부적으로 비이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ig. 4(b) 및 (c)의 점선 부

분은 다른 부분이 비해 비이상 성장된 부분으로, 주변부

와의 높이 및 두께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극

대화하여 관찰하기 위해, 0.2 M 아세트산 내에서 90초

동안 전착한 Cu 의 구조를 조사한 결과(Fig. 5), 비이상

성장된 부분의 기공이 막히고 벽 두께가 현저히 두꺼워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아세트산이 전착물의 기

공 크기를 줄이는 순기능을 하기는 하나, 3차원 네트워

크 구조의 균일성에는 악역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주목할 만한 다른 한가지는 아세트산의 농도가 0.2

M 이상인 경우, 수십 초의 전착시간이 지난 후에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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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네트워크 구조가 잘 발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Fig.

4(c) 및 (d)에서 보듯이 20 초의 전착에도 불구하고, 부

분적으로 비이상 성장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연속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고농도

의 아세트산이 Cu 의 전착 속도를 줄여 3차원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의 두가지 현상(비이상 성장과 불연속적 네트워크 구

조) 의 정확한 원인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비이상 성장이라는 결

과를 놓고 보자면, 전착시에 등전위면(equi-potential line)

의 혼란으로 인한 전류 분포의 교란을 이러한 현상의 원

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13) 등전위면의 불균일성이 일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착된 Cu

표면의 전기화학적 활성화도가 국부적으로 주변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금속

위로의 아세트산의 흡착/탈착 및 아세트산을 포함한 용

Fig. 4. SEM images of copper electrodeposits as a function of the content of acetic acid. (a) 0.05 M, (b) 0.1 M, (c) 0.2 M and

(d) 1.0 M CH3COOH.

Fig. 5. (a) Top and (b) inclined (30o) view of copper network structure electrodeposited at 0.2 M acetic acid for 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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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하에서 금속의 전착/탈착을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서

도 아세트산에 의한 금속 표면의 활성화도의 감소 가능

성이 보고되고 있다.14-16) 한편, 본 연구와 같이 수소 발

생 반응을 동반하는 Cu 전착의 경우, 수소 기체의 격렬

한 움직임 및 그로 인한 전해액의 강제 교반(forced conve-

ction) 에 의해 국부적으로 아세트산의 흡착이 적은 부

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주변부에 비해 상

대적으로 Cu 전착이 활성화되어 주변부에 비해 과성장

하게 된다. 아울러, 고농도의 아세트산 첨가시 불연속적

인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도, Cu 표면의 전기화학적 활

성화도 감소로 인한 결과로써, 비이상 성장의 경우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n 의 3차원 네트워크 구조 형성은, Fig. 2 의 결과에

의하면 Sn 전착 속도와 기재에서의 수소 발생 반응 속

도가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는 좁은 전해액 농도 영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첨가제에 의해 최적 구조 형성 전해

액 영역이 바뀔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착(electrodeposition) 에 의한 다공성

막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해액의 농도가 3차원 금속 네

트워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아래와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Cu 3차원 네트워크 구조가 전해액 중의 CuSO4 의

농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데 반해, Sn 3차원 네트워크

구조는 SnSO4 의 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Cu 3차원 구조 형성시에는 Cu 기재 및 Cu 전착물 모

두에서 격렬한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나 다공성 벽에서

의 Cu 과성장이 억제되나, Sn 3차원 구조 형성 시에는

Cu 기재에서만 수소 발생 반응이 진행되어 Sn 다공성

벽의 과성장이 제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수성 첨가제인 아세트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부적으로 Cu 다공성 벽의 비이상 성장이 진행되다가, 고

농도의 아세트산 하에서는 3차원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

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세트산이 3차원 네트워크 구조

형성에 있어 Cu 전착의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

으로, Cu 위로의 아세트산의 흡착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전기화학적 활성화도의 감소, 전류 분포의 교란과 관련

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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