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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rous nickel-tin nano-dendritic electrode, for use as the anode in a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has been

prepared by using an electrochemical deposition process. The adjustment of the complexing agent content in the deposition bath

enabled the nickel-tin alloys to have specific stoichiometries while the amount of acid, as a dynamic template for micro-porous

structure, was limited to a certain amount to prevent its undesirable side reaction with the complexing agent. The ratios of nickel

to tin in the electro-deposits were nearly identical to the ratios of nickel ion to tin ion in the deposition bath; the particle changed

from spherical to dendritic shape according to the tin content in the deposits. The nickel to tin ratio and the dendritic structure

were quite uniform throughout the thickness of the deposits. The resulting nickel-tin alloy was reversibly lithiated and delithiated

as an anode in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Furthermore, the resulting anode showed much more stable cycling performance up

to 50 cycles, as compared to that resulting from dense electro-deposit with the same atomic composition and from tin electro-

deposit with a similar porous structure. From th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highly-porous nickel-tin alloys presented in this work

could provide a promising option for the high performance anode materials for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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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기능성 포터블 전자 기기용 전원, 수송 기계용 친환

경 동력원 등에 적합한 고성능 에너지 변환 장치로써, 고

용량, 고출력 리튬 이차 전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전극 활물질 측면에서는, 고전압 양

극 소재와 더불어, 고유 용량이 높은 주석 및 실리콘 계

합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석

(994 mAh/g)1,2) 은 실리콘 (4200 mAh/g)3,4) 에 비해 이론

용량은 떨어지지만, 합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다른 금

속과의 합금화가 쉬워, 그래파이트 (372 mAh/g) 를 대체

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써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석은 리튬과 합금화가 진행됨에 따라, 즉 충전 시에,

부피 팽창을 하게 되며, 리튬과 최대로 반응할 경우

(Li4.4Sn) 360% 의 부피 변화를 겪게 된다. 부피 팽창에

의한 주석 활물질의 기계적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

튬과 반응하지 않고 부피 팽창의 완충 (buffer) 재료가 될

수 있는 니켈,5,6) 코발트,7) 구리,8,9) 철10) 등을 주석과 합

금화 하여, 용량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활물질로 사용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부 우수한 사이클 특성

을 가진 예가 보고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주석을 기반으

로 한 고용량, 장수명 활물질은 실리콘 기반의 활물질과

함께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연구의 중심에 있다.

한편, 전기화학적 도금법은, 상온 혹은 비교적 낮은 온

도에서 고순도의 금속을 합성할 수 있고, 도금 조건을 조

절함으로써 치밀한 층에서부터 다공성 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구조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표면의 전도성만 확

보된다면 기재의 모양에 상관없이 그 위에 도금 층을 형

성시킬 수 있는 등 재료의 습식 합성법으로서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석을 기반으로 한 합금에 대해서

도, 여러 연구자들이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한 합성 및 이

들의 활물질 특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금속이 수지상 성장 양상

을 나타내는 도금 조건 하에서, 도금 중에 금속 환원 반

응과 수소 (다이나믹 템플릿) 발생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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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도록 함으로써, 금속 나노 수지상으로 구성된 도금 층

의 내부에 마이크로 크기의 경사형 기공이 포함된, 소위

경사형 기공 구조의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다공성 금

속 재료를 최초로 합성한 바 있다.11) 해당 구조는, 마이

크로 크기의 기공을 통해 반응 물질 및 생성 물질이 수

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동시에 나노 입자가 넓은 반응

표면적을 제공하므로, 전기화학 반응시 농도 분극과 활

성화 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재료의 부피 팽

창/수축 및 이에 기인한 재료의 기계적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열린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리튬 이차 전지용

고출력, 장수명 음극 재료로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위의 방법으로 구리-주석 금속간 화합물 (η’-Cu6Sn5)

로 이루어진 다공성 합금을 제조하여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는데, 당

시 합성된 재료는 매우 우수한 고율 방전 특성을 나타

내었으나, 합성 후 건조 과정에서 도금 층이 갈라지는 등

기계적 안정성이 취약하였고, 충방전 시에 사이클링 안정

성이 낮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12) 이러한 문제들은 도금

된 나노 입자의 형태가 구형에 가깝고, 기계적으로 취성

이 높아, 합성 이후의 과정에서 재료에 발생하는 응력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불

행하게도 입자의 형태 및 기계적 특성은 각각 입자 성

장 양상 및 구조 등 재료 고유의 성질에 기인하므로, 개

선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음극 활

물질인 니켈-주석 합금을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다공성 구조로 합성한 초기 연

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니켈-주석 합금의 형성 과

정에서, 마이크로 기공 구조의 다이나믹 템플릿이 되는 수

소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과 발생하는 조건 각각에

서 합금의 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고, 합

성된 재료의 조성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합

성된 재료가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활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방전 특성을 평가하고,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니켈-주석 합금의 합성을 위해, 묽은 황산으로 표면 처

리한 고순도 구리(Alfa Aesar, 99.8%)를 음극 (캐소드)

로, 백금 판을 양극 (애노드, 상대 전극)로 사용하였고, 음

극과 양극 사이의 거리는 대략 1 cm로 유지하였다. 전해

액으로는, 다양한 니켈/주석 비를 가지는 합금을 합성하기

위해 Table 1에 제시한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다. 혼합 용

액 내의 착화제(complexing agent)는 용액 중의 니켈 이

온과 주석 이온의 환원 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첨가

되었다.13-15) 착화제의 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높은 전기

적 구동력 및 도금 중 수소 발생 반응으로 인해, 반응 메

커니즘에 근거한 착화제 농도의 결정이 여의치 않았으므

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착화제 농도 범위에서 니켈-주

석 합금의 구조 및 조성 변화를 관찰하여 (본 논문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용액 중의 니켈 이

온/주석 이온의 비율과 거의 유사한 니켈/주석 비율의 합

금이 얻어지는 0.4 M 을 최적 착화제 농도로 결정하였

다. 또한,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다공성 구조를 가진

니켈-주석 합금의 합성 시에는, 격렬한 수소 발생을 유도

하기 위해 황산이 추가로 첨가된 용액을 사용하였는데, 황

산이 일정 농도 이상 첨가되는 경우, 착화제와 반응하여

석출물을 만들어내므로, 0.1 M 로 그 농도를 제한하였다.

앞서 언급한 셀 구조와 전해액 하에서, EG&G 263A

potentiostat/galvanostat 을 이용하여 2 A/cm2 의 캐소딕

전류를 인가하는 정전류 조건으로 니켈-주석 합금을 합

성하였다. 합성은 전해액의 강제 교반이나 불활성 기체의

퍼징(purging)이 없이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도금 층의 표

면 및 단면 형상은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800, Hitachi, Japan) 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고, 조성은 에너지 분산 분광 장치(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 7593-H EMAX, Horiba, Japan) 를 사용하

Table 1. Composition of the deposition bath for the electro-deposition. 

Solution name NS-10 NS-91 NS-55(s)* NS-37(s)* NS-19(s)* NS-01(s)*

Concentration

NiCl2 (M) 0.225 0.225 0.125 0.075 0.025 -

SnCl2 (M) - 0.025 0.125 0.175 0.225 0.225

Glycine** (M) 0.450 0.450 0.250 0.150 0.050 0.050

K4P2O7 (M) 0.4 0.4 0.4 0.4 0.4 0.4

NH4OH (ml/L) 5 5 5 5 5 5

(H2SO4 (M))* - - (0.1)* (0.1)* (0.1)* (0.1)*

*NS-xx: solution without sulfuric acid. NS-xxs: solution with sulfuric acid

**Glycine content increased with NiCl2 content for its complex formation with nickel ion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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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 분석을 위해 기판 위의 도금

층을 긁어낸 분말에 대해 X 선 회절 패턴을 얻어내었다

(X-Ray Diffractometer, D8 Advance, Bruker, Germany).

합성된 다공성 니켈-주석 합금이 리튬 이차 전지용 음

극 활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극 특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셀은 리튬

금속(Li foil, Honjo Chem., Japan)을 상대 전극으로 한

2 전극 셀을 사용하였는데, 1M 의 LiPF6 를 동일한 부

피비의 Ethylene Carbonate (EC)와 Diethyl Carbonate

(DEC)에 녹여 전해액으로 하였으며, 격리막으로는 Celgard

2400을 사용하였다. 특히, 다공성 전극이 셀 제조 과정

중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프론 링 (500 µm

두께) 내부에 다공성 전극이 위치하도록 하여 전극 구조

를 보호하였고, 테프론 링 위에 차례로 격리막 및 리튬

금속을 올려 시험 셀을 구성하였다. 충전 및 방전을 위

해 상온에서 1C rate (0.87 mA cm2) 의 캐소딕 및 애노

딕 전류를 각각 인가하였으며, 50 회 충방전 동안의 사

이클링 안정성을 관찰하였다. 이 때, 실험 전압 범위는

0~1.1 V vs. Li/Li+ 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황산이 첨가되지 않은 다양한 전해액 하에서

얻어진 도금 층의 표면 사진을 보여준다. 전해액 중에 금

Fig. 1. Top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in an electrolyte with a NiCl2 to SnCl2 ratio of (a) 1:0 (NS-10 in the Table 1), (b) 9:1

(NS-91), (c) 5:5 (NS-55), (d) 3:7 (NS-37), (e) 1:9 (NS-19) and (f) 0:1 (NS-01). K4P2O7 was added to the electrolyte while sulfuric acid,

as a source of the hydrogen bubble, was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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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온으로써 니켈 이온만 첨가되어 있는 경우 (Fig.

1(a), NS-10), 도금 층의 표면은 특이점 없이 치밀하고 편

평한 모습을 보이나, 전해액 중의 주석 이온의 양이 증

가함에 따라, 전체 도금 층의 구조는 다공성이 심해지

고, 고배율의 삽입 그림 (inset)에서 보듯이 미세 조직은

구형 입자에서 수지상 입자로 변화한다. 한편, 도금 층

표면의 니켈/주석 원자의 비율은 전해액 중의 니켈 이온

/주석 이온 비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

는데(Fig. 2(a)), 이는 도금 층의 구조 변화 혹은 도금 입

자의 성장 양상 변화가 니켈과 주석의 혼합 도금에 의

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기존에 보고된 구리와 주석의 혼

합 도금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즉, 구리와 주

석 단독 도금에 있어서는 모두 프랙털(fractal) 혹은 수

지상 성장 양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11) 이들이 대등한 원

자 비율로 합금화되는 경우에는, 입자가 단순한 구형으로

성장한다.12) 주석과 구리가 혼합 도금되면서 금속 고유의

특색을 잃고 전혀 다른 성장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러나, 니켈과 주석의 혼합 도금 시에는, 혼합 도금 층 내

의 주석의 상대적인 양이 증가하는 경우, 미세 구조가 수

지상으로 점차 변화하고, 니켈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수

지상 특성을 점차 잃고 구형 (혹은 치밀한 형태) 으로 바

뀌어 간다. 혼합 도금 층 성장 중에도 니켈과 주석 고

유의 성장 특성이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세 구조가 수지상 성장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은 전체 구조의 기계적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현

상이다. 도금 층이 구형 입자로 이루어져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기존에 보고된 구리/주석 합금이 이

경우에 해당됨),12) 합성 후 도금 층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구형 입자간의 연결이 쉽게 끊어지고, 이는 곧 도

금 층의 균열로 이어진다. 반면, 도금 층이 수지상으로 이

루어져 가지들(branches)이 교차 결합(cross-linking) 을 하

고 있는 경우는 도금 층에 발생하는 응력이 교차 결합

구조 내에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합성 후, 표

면 및 단면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기존

의 구리/주석 합금의 경우와는 달리, 눈에 띄는 어떠한 내

부 균열도 관찰되지 않았다.

위에 제시한 합금들 중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로써 응용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주석이 다량 포함된 합

금(Fig. 1(c)~(f))이다. 이들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도

금 층은 전체적으로 도금 시 소량 발생하는 수소 기체에

의해 마이크로 기공을 가지면서 거품 구조화되어 있고, 동

시에 입자의 수지상 성장에 의해 거품 구조 벽에 나노 기

공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기공의 밀도

(단위 면적당 기공의 개수) 가 작아 거품 벽이 매우 두

터우며, 거품 벽 내의 수지상의 밀도도 매우 높아 (즉, 거

품 벽의 기공도가 매우 낮아), 니켈과의 합금화 및 다공

성화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리튬과 반응할 때 충분한 부

피 팽창 수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도금 시, 수

소 환원 (발생) 반응에 비해 금속 환원 반응이 훨씬 우

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도금 시 수소 기체의 발생을 더욱 촉진시켜, 수소 환

원 반응과 금속 환원 반응이 더욱 경쟁적으로 일어나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용액의 산도 (acidity) 를 효과

적으로 증가시켜 수소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고, 동시에

수지상 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다공성 구조 형

성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황산을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도금 층의 합성하여 보았다.11,12,16,17)

Fig. 3은 0.1 M 의 황산이 포함된 수용액 중에서 합

성된 니켈/주석 합금의 표면 몰폴로지이다. 황산이 포함

Fig. 2. Variation of Sn to Ni atomic ratio on the deposits with a NiCl2 to SnCl2 ratio in the electrolyte. Compos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surface of the deposits created (a) in the absence of (Fig. 1) and (b) in the presence of hydrogen bubble generatio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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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품 구조 내의 마이크로 기공

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기공의 밀도도 매우 증가하

였다. 그 결과, 거품 구조 벽의 두께가 상당히 줄어들었

음이 관찰된다. 또한, 금속 환원 반응 시에 수소 발생 반

응이 더욱 격렬하게 경쟁적으로 일어난 결과, 거품 벽의

니켈-주석 수지상 밀도가 줄어, 거품 벽의 기공도도 매

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석 100% 인

구조의 경우 다른 합금들에 비해 황산 첨가 전후의 구

조 차이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주석의 수지

상 성장 양상이 여타 합금들에 비해 뚜렷하여, 소량의 산

첨가가 (혹은 소량의 수소 버블 발생이) 구조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황

산 첨가에 따른 수소 발생에도 불구하고, 도금 층의 수

지상 구조(Fig. 3의 삽입 그림) 와 표면 조성(Fig. 2(b))

에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면 사진을 분석한 결

과, 이러한 수지상의 구조(Fig. 4) 및 조성(Fig. 5) 은 도

금 층의 전 두께에 걸쳐서도 비교적 균일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수지상 입자의 결정 구조 및 상(phase)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도금 층을 긁어내어 얻어진 분말에 대하

여, Fig. 6 과 같이, X 선 회절 패턴을 분석하였다. 도금

층 내의 니켈과 주석의 원자 비율이 거의 동일한 도금

층(Fig. 3(a) 및 4(a)) 의 경우, 회절 패턴 내에 니켈과

주석의 준안정 합금상인 M15) 의 신호가 관찰되고, 주석

의 비율이 높아져 니켈과 주석의 비율이 3:7 이 되면(Fig.

3(b) 및 4(b)), 거의 주석으로 이루어진 준안정 합금상

M25) 와 금속간 화합물인 Ni3Sn4 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또한, 주석의 비율이 더 높아져 니켈과 주석의 비

율이 1:9 가 되면(Fig. 3(c) 및 4(c)), Ni3Sn4 는 사라지

고, 주석과 M2 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합성된 다공성 니켈-주석 합금이 리튬 이차 전지용 음

극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위의 3가

지 합금들 중 주석의 함량이 높아 많은 양의 리튬과 반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동시에 다량의 니켈

을 함유하여 부피 팽창에 대한 수용도도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니켈/주석 비가 3:7 인 합금에 대해 기본적인

전극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7(a)는 해당 합금을 1C

rate (0.87 mA/cm2)로 충방전 시키는 경우에 관찰되는 시

간 (혹은 용량) 에 따른 퍼텐셜 변화이다. 평가에 사용된

니켈/주석 합금이 리튬과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도금 전과 도금 후의 무게 변화를 통해, 다공성

합금의 무게를 근사적으로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 초기에

400 mAh/g 이상의 무게 당 용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Fig. 3. Top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in an electrolyte with a NiCl2 to SnCl2 ratio of (a) 5:5 (NS-55s), (b) 3:7 (NS-37s), (c)

1:9 (NS-19s) and (d) 0:1 (NS-01s). Both the K4P2O7 and H2SO4 were added to the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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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것은 그래파이트의 이론 용량이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3Sn4 금속간 화합물이

600 mAh/g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험

적으로 측정된 용량은 예상되는 이론 용량보다는 크게 낮

은 값이다. 이와 같이 실제 용량과 이론 용량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준안정 합금상 M2 의 영

향, 다공성 합금의 무게 계산상의 오차 등 여러 가지 가

능성에 대해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이다.

Fig. 4. Cross-sectional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in an electrolyte with a NiCl2 to SnCl2 ratio of (a) 5:5 (NS-55s), (b) 3:7 (NS-

37s), (c) 1:9 (NS-19s) and (d) 0:1 (NS-01s). Both the K4P2O7 and H2SO4 were added to the electrolyte.

Fig. 5. Atomic ratios of Sn to Ni inside the deposits created at

different electrolytes. Compos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lower, middle, and upper parts of the deposit cross-sections, as

indicated in Fig. 4.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electro-deposits presented

in Fig.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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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b)는 50회 충방전 하는 동안의 용량 변화를 나

타낸다. 사이클링이 반복되는 동안, 비교적 안정한 용량

유지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조성을 가지

는 치밀한 니켈/주석 합금 (그림 상의 open circle, 다공

성 구조 합성 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전류 밀도만 낮추

어 합성됨), 동일한 다공성 구조를 가지는 주석 합금 (그

림 상의 open triangle) 의 용량 유지 특성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이다. 주석이 니켈과 적절한 합금 형태를 이루

면서 다공성화 되는 경우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

질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니켈-주석 나노 수지상 전극을 전

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조하고,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

물질로써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다공성 니켈-주석 합금의 제조에 있어서, 용액 중

의 착화제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조성비

를 갖는 니켈-주석 합금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착화제

와 반응하지 않는 일정 수준 이하의 산을 첨가하여 잘 발

달된 마이크로 다공성 거품 구조 및 적절한 기공도를 가

지는 구조 벽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산도(acidity)

의 증가로 인해 금속 환원 반응 시에 수소 발생 반응이

더욱 격렬하게 경쟁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사료된다.

2. 합금 내의 니켈/주석 비율은 합성 용액 중의 니켈

이온/주석 이온 비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였고, 도금 층

내 주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금된 입자의 구조가 구

형에서 수지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조성 및 구조는

도금 층의 전 두께에 걸쳐서도 비교적 균일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3. 다공성 니켈-주석 합금은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

물질로써 리튬과 가역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치밀한 구조

의 니켈-주석 합금 및 유사한 다공성 구조의 주석과 비

교하여 비교적 안정된 사이클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공성 니켈-주석 합금

이 고성능 음극 활물질로서 연구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KRF-2006-331-D00713).

참 고 문 헌

1. I. A. Courtney and J. R. Dahn, J. Electrochem. Soc.,

144(6), 2045 (1997).

2. M. Wachtler, M. Winter and J. O. Besenhard, J. Power

Sourc., 105(2), 151 (2002).

3. B. A. Boukamp, G. C. Lesh and R. A. Huggins, J.

Electrochem. Soc., 128(4), 725 (1981).

4. M. Winter, J. O. Besenhard, M. E. Spahr and P. Novak,

Adv. Mater., 10(10), 725 (1998).

5. T. Watanabe, T. Hirose, K. Arai and M. Chikazawa, J.

Japan Inst. Metals, 63(4), 496 (1999). ISSN : 1880-6880.

Fig. 7. (a) Typical voltage profiles of the Ni-Sn alloy with a Ni to Cu atomic ratio of 3:7, for the three cycles (2nd-4th cycle), at a rate

of 1C rate and (b) dependence of charging capacity retention on the number of cycles at a rate of 1C. Porous Ni-Sn and porous Sn were

the samples presented in Fig. 3(b) and Fig. 3(d), respectively. Dense Ni-Sn was prepared under the same deposition condition as porous

Ni-Sn, except for the application of much lower current density (5 mA/cm2).



리튬 이차 전지를 위한 다공성 니켈-주석 나노 수지상 전극 599

6. H. Mukaibo, T. Sumi, T. Yokoshima, T. Momma and T.

Osaka, Electrochem. Solid-State Lett., 6(10), A218 (2003).

7. N. Tamura, A. Fujimoto, M. Kamino and S. Fujitani,

Electrochim. Acta, 49(12), 1949 (2004).

8. S. D. Beattie and J. R. Dahn, J. Electrochem. Soc.,

150(7), A894 (2003).

9. W. Choi, J. Y. Lee and H. S. Lim, Electrochem. Comm.,

6(8), 816 (2004).

10. O. Mao and J. R. Dahn, J. Electrochem. Soc., 146(2), 414

(1999).

11. H. -C. Shin, J. Dong and M. Liu, Adv. Mater., 15(19),

1610 (2003).

12. H. -C. Shin and M. Liu, Adv. Funct. Mater., 15(4), 582

(2005).

13. V. V. Orekhova and I. D. Roi, Sov. Electrochem., 27(6),

638 (1991). ISSN: 0038-5387.

14. M. Ishikawa, H. Enomoto, M. Matsuoka and C. Iwakura,

Electrochim. Acta, 40(11), 1663 (1995).

15. I. Mizushima, M. Chikazawa and T. Watanabe, J.

Electrochem. Soc., 143(6), 1978 (1996).

16. H. -C. Shin and M. Liu, Chem. Mater., 16(25), 5460

(2004).

17. D. -K. Kang, J. -H. Heo and H. -C. Shin, Kor. J. Mater.

Res., 18(3), 163 (2008)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