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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wer capacitors used as vehicle inverters must have a small size, high capacitance, high voltage, fast response

and wide operating temperature. Our thin film capacitor was fabricated by alumina layers as a dielectric material and a metal

electrode instead of a liquid electrolyte in an aluminum electrolytic capacitor. We analyzed the micro structures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thin film capacitors fabricated by nano-channel alumina and metal electrodes. The metal electrode was filled

into the alumina nano-channel by electroless nickel plating with polyethylene glycol and a palladium catalyst. The spherical

metals were formed inside the alumina nano pores. The breakdown voltage and leakage current increased by the chemical reaction

of the alumina layer and PdCl2 solution. The thickness of the electroless plated nickel layer was 300 nm. We observed the nano

pores in the interface between the alumina layer and the metal electrode. The alumina capacitors with nickel electrodes had

a capacitance density of 100 nF/cm2, dielectric loss of 0.01, breakdown voltage of 0.7 MV/cm and leakage current of 104
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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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해액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전해 캐패시터에

서 구현하기 힘들었던 고 전압화 및 대용량화, 저 등가

직렬저항(equivalent series resistance, ESR), 우수한 주파

수 특성 및 초 저·고온(−70oC~150oC) 사용온도 특성 등

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속전극 알루미나 캐패시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전해 콘덴서의 경우, 채

널 내부에 전해액을 주입하여 전극을 형성하여 콘덴서를

구성하므로 콘덴서의 극성이 있고, 전해액이 얼지 않는 온

도까지 사용 가능하다. 채널 내부에 금속 전극을 채워서

상대 전극으로 사용하면, 사용온도를 낮출 수 있고, 전극

의 극성이 필요 없게 된다. 

나노 채널 구조를 갖는 알루미나 박막 캐패시터 유전체

내부에 금속 전극을 형성하여 캐패시터를 구성하면 무극

성이며, 온도 안정성이 향상된 박막 캐패시터가 된다. 금

속 전극 알루미나 박막 캐패시터는 기존 알루미늄전해 캐

패시터의 화성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

이 있고 전해액 및 크라프드지를 사용하지 않아 소형화,

고성능화 및 칩화가 가능하다.

직경 3 µm와 깊이 20 µm크기 나노 채널을 가진 알루

미나 박막 캐패시터의 경우 니켈 무전해 도금 형성 후

46 nF/cm2의 캐패시터 특성 구현이 가능하다.1) 300 nm 직

경과 20 µm 깊이의 나노 채널의 경우, 기존 무전해 도

금 방법으로는 12 nF/cm2 특성 구현이 가능하다.2) 알루미

나 나노 채널의 직경이 클 수록 금속 내부 전극 충진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전용량 밀도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알루미나 나노 채널의 직경이 300 nm 정도

되는 상업적 알루미나 화성박의 경우, 금속 전극 충진의

어려움으로 적은 정전용량 값을 나타낸다. 

수백 nm 직경에 수십 µm 깊이의 알루미나 나노 채

널을 금속으로 채우는 방법으로는 금속 seed 형성 후 전

해 도금하는 법3,4)과 니켈 무전해 도금법5,6)이 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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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전해 도금을 위해, 금속 씨앗층(seed layer)를 형성해

야 하며,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이

사용된다.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할 경우, 촉매제인 Pd 층

형성 및 입자 크기 제어를 위해 다양한 첨가제를 사용

하며, Polyethylene Glycol (PEG)를 넣어 특성을 개선한

다.7) PdCl2와 섞는 PEG의 양이 증가하면, 형성되는 Pd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나 화성박 내부 나노 채

널에 형성된 금속 전극의 미세 구조와 전기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Pd 촉매의 크기 조절에 의한 무

전해 니켈 도금 전극의 미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향상에 관해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금속 전극 형성은 전극 면적 1 cm2의 크기로 Fig. 4과

같이 5 종류로 실험하였다. Fig. 1(a)의 시편은 나노채널

을 가진 Aluminum 표면에 화성박 처리된 시편 위에 RF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Ni을 증착시켰다. 증착조건

은 아르곤 분위기에서 3.3 m torr, DC 200W이다. Fig.

1(b)는 화성박 처리된 알루미나 위에 Palladium 촉매를 코

팅한 후에 무전해 도금을 수행하였다. Fig. 1(c)는 atomic

layer deposition (ALD)으로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0.5 torr,

400oC, 350cycle을 진행한 후 니켈 무전해 도금을 수행하

였다. Fig. 1(d)는 알루미늄 박판 표면에 화성박 처리를 한

후 Palladium촉매로 Seed layer 형성 후 니켈 무전해 도

금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1(e)는 Aluminum 표면

에 화성박 처리가 된 시편위에 RF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5 m torr, DC 100W에서 Pt

300 nm를 증착시켰다. 

나노 채널을 가진 알루미나 표면에 화성박 처리를 한

시편의 나노채널의 길이는 30~40 µm이고 직경은 500 nm ~

1 µm로 제조 되었으며, 나노 채널 밀도는 약 20 × 106 개

/cm2을 가진다. 

무전해 니켈 도금은 증류수에 황산니켈(NiSO4)과 차아

인산나트륨(2NaH2PO2)을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염

화팔라듐(PdCl2)용액을 사용하여 팔라듐 촉매를 코팅하였

고,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을 PdCl2와 1:1의 질량비로 혼

합하여 코팅하였다. 

무전해 도금액은 증류수 : 황산니켈 : 차아인산나트륨을

17 : 1 : 2의 부피비율로 혼합하여 pH 4.6~5.0을 유지하여,

온도 88~93oC에서 도금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표면 및 단면 미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XL-30 FEG, FEI, USA)와 Focussed Ion Beam(FIB)-SEM

(Nova 600 Nanolab, FEI, USA)를 이용하였다. Impedance

Analyzer (Agilent 4294A, USA)를 이용하여 1MHz에서

capacitance density, 유전손실을 측정하였다. Semiconducting

Parameter Analyzer (Keithley-4200, USA) 장비를 이용하여

전류-전압 특성을 관찰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s of various metal/Al2O3/Al structures to characterize the electrical properties; (a) Nano_Sputter_Ni, (b)

Nano_Ru_ENP, (c) Nano_Pd_ENP, (d) Nfree_Pd_ENP and (e) Nfree_Sputter_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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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알루미늄 박막 전해 콘덴서는 다음과 같은 고압 화성

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 µm 두께 알루미늄 박 양면에

나노 크기 에칭 채널을 형성하고, 표면에 화성처리하면 비

표면적이 넒은 300 nm 두께의 알루미나 층이 형성된다. 실

험에 사용한 삼영전자(주)에서 제조한 알루미나 고압 화

성박은 내부 직경 500 nm~1 µm에 길이 40 µm의 긴 나노

채널로서, 알루미늄박 양쪽에 형성되어있다. 

고압 화성박 알루미나 나노 채널 내부의 종단면의 모

습은 Fig. 2(a)와 같다. 화성박 처리에 의해 형성된 알루

미나 층은 50 nm크기 그레인으로 구성된 형태이고, 채널

내면이 편평하지 않고 굴곡이 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종단면의 경우 Aluminum자체가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시편을 자르게 되면

종단면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없기 때문에 액체 질소에

담근 후 시편을 파괴함으로써 표면을 더 매끄럽게 관찰

가능하다. 또, 표면에서 그레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으

로써 그레인을 가지지 않는 매끄러운 형태보다 비표면적

이 더 넓어지게 됨으로써 정전용량(C)는 면적에 비례하

기 때문에 더욱 이점으로서 작용 할 수 있다.

나노 채널 내부에 Pd를 촉매로 하여 무전해 니켈 도

금을 하면 Fig. 2(b) 와 같이 구형의 금속 입자가 형성

된다. 촉매로 작용하는 Pd 입자의 크기는 함께 첨가한

PEG에 의해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8) 형성된 작은 크기

의 Pd 주위에 촉매환원 반응으로 형성된 니켈은 구형으

로 자란다. 형성된 구형 니켈 입자를 자세히 관찰하면

Fig. 3와 같다. 구형 입자 사이에 선형 알루미나 형태가

보이며, 구형의 니켈 입자가 내면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

다. 알루미나 내측에 형성된 니켈 층의 횡단면 모습은

Fig. 4과 같다. Fig. 4(a)와 같은 알루미나 나노 채널 부

Fig. 3. SEM images of spherical metal layers coated inside the

alumina channels.

Fig. 2. SEM images for inner part of (a) the alumina nano-channel

and (b) the metal coated alumina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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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종단면을 focussed ion beam(FIB)를 사용하여 중간

부분을 깎아내어 횡단면을 보면 Fig. 4(b)와 같다. 알루미

나 채널 내부에 고르게 분포된 구형 니켈 금속층이 형성

되어 있다. ‘D’ 표시 부분은 FIB 공정 중 형태 유지를

위해 FIB-SEM 에 있는 Sputter를 이용하여 Platinum(Pt)

로 코팅한 부분이다. 상세한 미세 구조인 Fig. 4(c)처럼

알루미나 층과 접촉된 구형 니켈 입자 부분은 무전해 도

금 공정 중 형성된 가스 버블에 의한 기공의 모습이 관

찰된다. 이러한 접촉 면적의 저하로 정전 용량이 감소한

다. 그레인이 관찰 되었던 알루미나 부분은 ‘E’ 표시처럼

FIB 공정에 의해 경면을 나타낸다.

상대 비교를 위해 Fig. 1처럼 두 종류의 고압 화성박

으로, 세 종류의 금속 전극을 형성하여 Fig. 5처럼 전류

-전압 특성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그 외의 전기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나노 에칭 터널에 화성 처리한 두께 300 nm인 나노 기

공 알루미나 화성박의 경우(그림에 Nano로 표시), RF

sputtering법으로 니켈 상부 전극을 형성하면(그림에서

Nano_sputter_Ni로 표시) Fig. 1(a)처럼 알루미나 나노 기

공을 채우지 못하고 상부에만 전극이 형성된다. 그러나 하

부 나노 기공 알루미나 층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물

성 저하가 적어, 화성박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RF

sputtering으로 형성된 니켈 금속은 나노 채널 내부에는 코

팅되지 못하여, 면적에 비례하는 capacitance density는

24 nF/cm2로서 전해 콘덴서의 700 nF/cm2보다 작은 값을

Fig. 4. SEM images of (a) the cross section of the metal coating on the alumina nano-channel and (b), (c) the surface by focused ion

beam(FIB) cutting.

Fig. 5.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for the various type of metal

coating processes and the alumina nano structures; (a) Nano_

Sputter_Ni, (b) Nano_Pd_ENP, (c) Nano_Ru_ENP, (d) Nfree_Sputter_

Pt and (e) Nfree_Pd_E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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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지만 알루미나 층의 안정성으로 유전 손실은

0.06으로 우수한 값을 보인다. 화학적 반응에 알루미나 층

의 열화는 방지되나, 나노 채널 내부로의 침입이 필요하다. 

ALD법으로 형성된 Ru 금속을 촉매로 니켈 무전해 도

금한 경우(그림에 Nano_ENP_Ru로 표시), Fig. 1(b)처럼

용액법으로 Pd 층을 형성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코팅된

다. Ru 코팅 공정에서는 화학적 반응을 줄였으나, 무전해

도금 중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적 특성의 열화가 관찰

된다. 내전압은 30 V이고, 누설전류가 1000 µA이지만, Ru

층의 형성이 불완전하여 capacitance density가 4 nF/cm2이

고, 유전손실이 0.3으로 유전 특성이 열화가 심하다. Pd 용

액 법에 비한 화학적 반응이 줄어 전기적 특성 향상이 예

상된다. 

용액 법으로 Pd촉매를 형성하고 니켈 무전해도금한 경

우(그림에서 Nano_ENP_Pd로 표시), Fig. 1(c)처럼 공정 중

화학적 반응에 의해 내전압은 20 V, 누설 전류 104 µA이

지만 유전특성은 우수하다. Pd 촉매 니켈 무전해 도금으

로 알루미나 나노채널 내부를 충분히 채워서 capacitance

density 100 nF/cm2, 유전손실 0.01의 우수한 유전 특성을

나타낸다. 

상대 비교를 위해 알루미늄 박판을 화성 처리한 알루

미나 소재(그림에 NFree로 표시)의 경우, Fig. 1(d)처럼 Pd

촉매로 니켈 무전해 도금 공정을 수행하여도(그림에 Nfree_

ENP_Pd로 표시), 내전압 60 V, 누설 전류 1 µA의 우수한

전류-전압 특성을 보인다. 나노 기공 알루미나와 동일한

Pd/Ni 화학 처리 공정을 수행하여도 우수한 내전압 및 누

설 전류 특성을 나타냄은 나노기공 내부 미세구조의 영

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Fig. 1(e)처럼 RF sputtering법

으로 Pt 상부전극을 형성한 경우도 내전압 50 V, 누설 전

류 10 µA로 우수한 전류-전압 특성을 보인다. 

4. 결  론

금속 전극 나노 기공 박막 알루미나 캐패시터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미세구조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나노 기공

알루미나의 경우, 알루미나 나노 채널을 Pd 촉매 니켈 무

전해 도금 법으로 채운 경우, 우수한 capacitance density

를 나타내지만, 알루미나 층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내

전압 및 누설 전류 값이 크게 감소한다. 나노 기공 없는

알루미나 캐패시터 특성과 비교하면, 나노 채널 내부의 알

루미나 미세구조를 제어하여 내전압 및 누설 전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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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ctrical properties of nano-pore and pore-free alumina capacitors with various metalization processes.

Nano-pore Substrate Nfree Substrate Samyoung 

Electronics

(electrolyte 

capacitor)

(a) (b) (c) (d) (e)

Sputter Ni /

Al2O3/Al

ENP/Pd/

Al2O3/Al

ENP/Ru/

Al2O3/Al

Sputter Pt/

Al2O3/Al

ENP/Pd/

Al2O3/Al

Capacitance 

Density [nF/cm2]
24 60~100 4 2 8 700

tan δ 0.06 0.01 0.3 0.08 0.6 -

BDV [MV/cm] 2.7 0.7 1.2 1.7 2.0 -

Intrinsic BDV of Al2O3 8 MV/cm, ENP; electroless nickel plating, Pd; PdCl2 solution, Ru; A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