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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chemical deposition characteristics of CdSe nanorods were investigated for hybrid solar cell

applications. CdSe nanorods were fabricated by electrochemical method in CdSO4 and H2SeO3 dissolved

aqueous solution using an anodic aluminum oxide (AAO) template. Uniformity of CdSe nanorods was

dependent on the diameter and the height of holes in AAO. The current density, current mode, bath

composition and temperature were controlled to obtain a 1:1 atomic composition of CdSe. CdSe nanorods

deposited by direct-current method showed better uniformity compared to those deposited by purse-current

and/or purse-reverse current methods due to the bottom-up filling characteristics. H2SeO3 concentration showed

more significant effects on pH of solution and stoichiometry of deposits compared to that of CdSO4. A 1:1

stoichiometry of uniform CdSe nanorods was obtained from 0.25M CdSO4 - 5 mM H2SeO3 electrolytes with a

direct current of 10 mA/cm2 at room temperature. X-ray diffraction and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investigations demonstrate that CdSe nanorods are a uniform cubic CdS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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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화의 가속화와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 천연

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차세대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

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협약이 이행되게 되

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에서 태양전지는 공해가 적고, 자원이 무한적이며 반영

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CO2로 대변되는 온실가스 문

제와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

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II-VI족의 화합물 반도체 중

의 하나인 CdSe는 상온에서 밴드갭이 1.75 eV로서 우수한

광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

가스 센서, 광센서, 태양전지 등으로 개발되어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3) CdSe 합성은 고온에서 고가의 유기 시

약을 이용하여 직접 합성하거나 Atomic Layer Deposition

(ALD)를 이용한 방법, 전기화학적 도금법을 이용하여 합

성된다.1,4) 종래 CdSe의 합성법은 Cd와 Se 직접반응 또

는 Cd 혹은 CdCl2에 H2Se를 통하여 합성되어 왔다. 하

지만 H2Se는 독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취급 시 주의가

요구되며, 유기금속열분해법(MOCVD) 및 분자선에피톡시

(MBE) 등에 의한 결정성장법의 경우 고품질의 CdSe 박

막이 제조되고 있지만, 기상반응에 이용하는 고가 진공

장치 및 기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화의 관점에서 많

은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산성

전해질과 염기성 전해질을 이용하여 CdSe를 합성할 수

있다.5-7) CdSe가 태양전지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나노입

자, 박막, 나노로드 형태로 만들어 지게 되는데 최근 나

노입자, 박막보다 전자이동도가 빠르고 반응면적이 넓은

나노로드가 태양전지에 선호되고 있다.8) 전기화학적인 제

조법으로 나노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알루미늄의 양극산

화 기술을 이용하여 AAO template를 제작하고 나노로

드를 형성하였다.9-11) 본 연구에서는 CdSO4와 H2SeO3를

포함한 산성 전해질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CdSe를 합성하고 나노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AAO template

를 직접 제작하여 제작한 AAO를 이용하여 CdSe 나노

로드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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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제작된 AAO위에 티타늄과 구리를 순서대로 증착하여

전도층을 형성한 후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CdSe 합성

시에 AAO 내부에 도금된다. CdSe를 합성하기 위하여

구리와 티타늄이 증착된 Si wafer(10 × 10 mm) 시편을

10% 황산용액으로 구리 산화막을 제거하고 아세톤, 메

탄올, 증류수를 이용하여 표면의 유기 불순물을 제거하

였다. 용액의 조성은 CdSO4를 0.1~0.5 M H2SeO3 농도

를 0.5~10 mM 변화시키며 CdSe를 합성하였다. 효과적

인 합성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전류타입을 직류전류(direct

current), 펄스전류(pulse current), 펄스-리벌스 전류(pulse-

reverse current)를 이용하여 각각 도금을 실시하였다.12) 1:1

조성비를 가지는 조건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AAO

template를 이용하여 CdSe를 합성하고 NaOH 용액에서

AAO template를 제거하여 CdSe 나노로드를 분리하였다.

또한 도금시 발생하는 반응들을 예측하기 위해 구리와 티

타늄, 금이 증착된 Si wafer(10 × 10 mm) 시편을 황산

20 ml/L을 첨가한 CdSO4, H2SeO3 전해질용액에 각각의

Scan rate에 따라 C-V (Cyclic Voltammetry)를 측정해

보았다. 전기화학적인 분석을 위해 Flat Cell 과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사의 Potentiostat Model

273A를 이용하였고 XRD를 이용하여 CdSe 나노로드가

화합물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FESEM과 EDS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과 단면을 관찰하

고 조성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기화학 실험 및 분석

Fig. 1에서 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Cd와 Se의 전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Scan rate는 2 mV/s이며 보는 것과

같이 위의 농도에서 Cd보다 Se가 귀한 금속임을 알 수

있다. 한계전류밀도가 Se는 대략 7 × 10-4 mA/cm2, Cd는

대략 0.05 mA/cm2임을 알 수 있다. 1:1조성을 가진

CdSe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해주는 전류밀도에서의 포

텐셜이 비슷하게 되면 거의 같은 양의 CdSe를 도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Cd와 Se 모두 농도가 증가할 수

록 한계전류밀도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낮은 전위로 내려간다면 수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2는 용액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인 반응

을 Scan rate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Scan rate는 10 mV/

s에서 100 mV/s까지 주었으며 (a)에서 Peak1는 Cd2+ +

2e-
→ Cd, Peak2는 Cd → Cd2+ + 2e- 로 반응이 발생함을

Fig. 2. Effects of scan rate in cyclic voltammetry of (a) CdSO4, and (b) H2SeO3.

Fig. 1. Polarization plots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a) Cd and (b)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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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었고 (b)에서 Peak1는 H2SeO3 + 4H+ + 4e-

→ Se + 3H2O, Peak2는 Se + 2H+
→ H2Se 로 반응이 발

생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scan rate 가 증가함에

따라 Ip(current peak) 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 볼수 있는

데 이는 아래식에서 보면 다른 상수 값들은 다 일정하

므로 Ip는 scan rate(v)1/2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1)

3.2 성분관찰 및 분석

도금된 반응생성물에 대한 X-선 회절 분석한 결과 Fig.

3에 나타내었다. 반응 생성물은 2θ값이 25.4o, 42.6o,

49.9o 부근에서 회절면 (111), (220), (331)에 해당하는 3

개의 회절피크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도금된 반응생성물

은 CdSe화합물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4과 5는 CdSO4와 H2SeO3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Cd와 Se의 원자구성비의 변화와 더불어 pH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Fig. 4을 보면 H2SeO3의 농도를 0.005 M로

고정하고 CdSO4의 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면 용액

을 만든 직 후의 pH가 3으로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Se함량의 변화 역시 CdSO4의 농도가 증가 할수

록 서서히 Se의 함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소

Ip 0.496 aFA A[ ]
bulk

FD
V

RT
-----------=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CdSe nanorod deposited

under optimized condition.

Fig. 5. The effect of Se concentration on (a) the composition of Se of the deposit and (b) pH of the solution.

Fig. 4. The effect of Cd concentration on (a) the composition of Se of the deposit and (b) pH of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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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세가 느리고 크게 Se의 함량이 50%를 넘기지 않

는다. 그러나 Fig. 5에서 CdSO4의 농도를 0.25 M로 고

정하고 H2SeO3의 농도를 변화 시켰을 때에는 H2SeO3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pH가 급격히 감소하고 Se의 함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0.004~0.01

M H2SeO3 농도에서 Cd와 Se의 조성비가 1:1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결과를 보았을 때 가해

주는 직류전류를 10 mA/cm2 로 고정하였을 때 수용액에

서 1:1 조성비를 가진 CdSe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액

조건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넓게 생성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표면관찰 및 분석

Fig. 6는 1:1 조성비를 가지는 용액의 조건으로 전류

파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상온에서 2시간 30분 동안

AAO template에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한 사진이다. (a)는 직류전류를 이용하여 CdSe 나노

로드를 형성한 사진으로 AAO내에 나노로드가 고르게 도

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3시간동안 직

류전류를 이용하여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한 사진으로 (a)

보다는 다소 길게 나노로드가 성장한 것을 알수 있다. (c)

와 (d)는 펄스전류와 펄스-리벌스 전류를 이용하여 나노

로드를 형성한 것으로 나노로드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고

(d)의 경우에는 나노로드가 끊어져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균일한 높이의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류전류를 이용해야 함을 보였다.

AAO template를 이용한 도금을 실시할 때 펄스전류나

펄스-리벌스 전류를 가해 주었을 때보다 직류전류를 이

용하여 도금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이유는

template에 도금을 하는 것이 바텀-업 방식(bottom-up)으

로 CdSe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아래쪽에 씨앗층에서부터

CdSe가 도금이 되지만 AAO자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

으므로 벽면에는 도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via hole

과 같이 전체가 같이 도금이 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다

른 전류타입보다는 직류전류로 도금을 해주는 것이 보다

나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Fig. 7은 상온에서

약 2시간 30분동안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AAO template

내에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한 후 NaOH 용액으로 AAO

template를 제거하고 난 후의 CdSe 나노로드 형상이다.

Fig. 6. SEM images of CdSe nanorods deposited on AAO template with (a) DC type(150 minutes) (b) DC type(180 minutes) (c)

PC type(150 minutes) and (d) PRC type(150 minutes). 

Fig. 7. SEM images of CdSe nanorods after electrodeposition

under optimized condition for 15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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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 template형상대로 나노로드가 만들어 졌으므로 지

름 약 40 nm에 높이 약 15 µm를 가진 나노로드가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CdSO4와 H2SeO3를 포함한 산성 전해질을 이용하여 전

기화학적인 방법으로 CdSe를 합성하고 AAO template을

이용하여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AO template을 사용하여 지름 약 40 nm에 높이

약 15 µm를 가진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하였다.

2. 전류파형은 직류전류가 펄스전류나 펄스-리벌스 전

류보다 균일한 높이의 나노로드를 형성하게 하며 이는

template에 도금을 하는 것이 bottom-up으로 CdSe가 성

장하기 때문이다.

3. 1:1 조성비를 가진 CdSe 나노로드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0.25M CdSO4와 2.5~5 mM H2SeO3가 혼합된

전해질이 필요하며 전류밀도는 10 mA/cm2 이 최적조건

임을 알 수 있었다.

4. CdSO4보다는 H2SeO3의 농도가 용액의 pH와 도금

층의 조성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재단 (R01-2007-000-20757-0)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참 고 문 헌

1. L. Xi, Y. M. Lam, Y. P. Xu and L. J. Li, J. Colloid

Interface Sci., 320, 491 (2008).

2. S. M. Rashwan, S. M. Abd El-Wahab and M. M.

Mohamed, J. Mater. Sci: Mater. Electron., 18, 575 (2007).

3. V. P. Makhniy, M. V. Demych, M. M. Slyotov, P. P.

Horley, V. V. Gorley, Y. V. Vorobiev and J. G.-H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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