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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ngsten oxide films were prepared by an electrochemical deposition method for use as the anode in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Continuous potentiostatic deposition of the film led to numerous cracks of the deposits while pulsed deposition

significantly suppressed crack generation and film delamination. In particular, a crack-free dense tungsten oxide film with a

thickness of ca. 210 nm was successfully created by pulsed deposition. The thickness of tungsten oxide was linearly proportional

to deposition time. Compositional and structural analyses revealed that the as-prepared deposit was amorphous tungsten oxide

and the heat treatment transformed it into crystalline triclinic tungsten oxide. Both the as-prepared and heat-treated samples

reacted reversibly with lithium as the anode for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Typical peaks for the conversion processes of

tungsten oxides were observed in cyclic voltammograms, and the reversibility of the heat-treated sample exceeded that of the

as-prepared one. Consistently, the cycling stability of the heat-treated sample proved to be much better than that of the as-

prepared one in a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experiment.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using electrolytic

tungsten oxide films as the anode in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However, further works are still needed to make a dense

film with higher thickness and improved cycling stability for its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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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의 비약적 발전과 복합 기능화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장시간 구동시킬 에너지 저장 장

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대

부분의 휴대용 전자 장치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차 전지에 적용되는 그래파이트(graphite) 음극 활물질

의 용량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다.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으로 사용될 때 부피당 용량이 그

래파이트(838 mAh/cm3) 보다 큰 물질로 알려진 것으로

는 리튬과 합금화-탈합금화 반응을 하는 실리콘계, 주석

계 물질,1) 소위 conversion 반응을 하는 전이금속(Fe, Ni,

Mn, Co, Mo, W etc.) 산화물 등이 있다.2) 이 중 전이금

속 산화물계는 음극으로 이용될 때, 리튬과의 반응 속도

가 느리고 반응 전위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많은 양의 리튬과 반응할 수 있어 무게당, 부피당 용량

측면에서 차세대 음극 재료로써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텅스텐 산화물도 그 중 하나로, 그래파이트와

텅스텐 산화물간 부피당 이론 용량을 비교했을 때 약 6

배 정도의 에너지 저장 특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텅스텐 산화물을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몰폴로지를 가지

는 텅스텐 산화물 입자를 합성하고 도전제 및 바인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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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합 전극 형태를 구성하여 특성을 평가하거나,3) 건

식법으로 금속 기재위에 텅스텐 산화물을 증착시킨 뒤

순수한 텅스텐 산화물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4) 등이 있

어 왔다. 특히, 건식법을 이용한 텅스텐 산화물 박막의 제

조는 리튬 이차 전지 뿐만 아니라, 광촉매,5) 가스센서,6)

전기변색 장치7)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나, 제작 비용이 비싸고 박막의 몰폴

로지 조절이 용이치않은 등의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법에 비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

도 합성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박막 특성 구현이 가능한

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텅스텐 산화물 박막을 제조하

고,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으로서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

다. 우선, 도금 조건이 텅스텐 산화물 박막의 몰폴로지

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치밀하면서도 크랙 및 탈리가 없는 박막 층을 얻기 위

한 전해 도금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재료로서의 특성 평가를 통해, 텅스

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의 응용 가능성 및 추후 해

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 제조를 위한 도금 조

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도금 용액 제조를 위

해 30 wt% 의 H2O2(Junsei, 30 wt%) 120 ml 에 텅스텐

파우더(Alfa, 99.9 %) 3.6 g 을 넣어 완전히 용해시킨 후,

Pt mesh 를 이용하여 용액 중의 잔류 H2O2 를 24 시간

동안 제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용액을 증류수와 2-

prophanol 이 1:1 부피비로 혼합된 용액과 섞어 텅스텐

산화물 전구체의 농도가 50 mM 이 되도록 하였다.8)

용액 내의 텅스텐 산화물 이온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

식 (1) 에 따라 화합물 형성 반응을 일으켜 변질된다.9)

용액 합성 중에 첨가되는 2-prophanol 은 이러한 화학

반응을 억제하여 용액 내 텅스텐 산화물 입자가 석출되

는 반응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2-

prophanol 이 첨가된 용액을 사용함과 동시에, 모든 용

액을 실험 직전 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보관 중에 있

을 수 있는 용액의 변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험이 수

행되도록 하였다.

  (1)

 

전해 도금을 위해 포화 칼로멜 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기준 전극으로 한 3 전극 셀을 구성

하였으며, 기재(음극) 로는 포일 형태의 304 스테인리스

강(Alfa Aesar, Fe : Cr : Ni = 70 % : 19 % : 11 %), 상대 전

극(양극) 으로는 백금 선을 사용하였다. 양극과 음극간

거리는 반복된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거리인

1.8 cm 로 하였다. 기재인 304 스테인리스 강은 도금 전

10 wt% HCl 로 처리하여 표면의 산화 막을 제거시킨 뒤

사용하였다. 기재의 면적은 2.5 × 10−5 m2 으로 하였다.

Iviumstat(Iviumstat Instruments, Ivium Technologies,

Netherlands) 을 통해 연속 정전압 혹은 펄스 전압을 인

가하여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을 합성하였다. 펄

스 전압 조건은, on-time 시 연속 정전압에서와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였고, 듀티 사이클(on-time 시간(ton) / [on-

time 시간(ton) + off-time 시간 (toff)] × 100) 은 50 % 로

하였으며, 연속 정전압 조건에서와 동일한 시간동안 도

금될 수 있도록 펄스 횟수를 조절하였다. 또한, 펄스 도

금 조건에 따른 몰폴로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on-time

시간과 펄스 횟수를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제조된 시편

은 대기 분위기에서 450 oC 로 6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결정화된 텅스텐 산화물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제조된 텅스텐 산화물 박막의 표면 형상은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RA3, TESCAN,

Czech Republic)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조성은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Quantera

SXM, ULVAC-PHI, Japan)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구조 분석을 위해서, X선 회절 패턴을 얻어냈다(X-

ray Diffractometer, D8 Advance, Bruker, Germany).

합성된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층을 리튬 이차 전

지용 음극 활물질로 평가하기 위해, 리튬 금속을 기준

전극 및 상대 전극으로 한 3 전극 비이커 셀을 구성하

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해액은 ethylene

carbonate(EC) 와 dimethyl carbonate(DMC) 를 1:1 의

부피비로 혼합한 유기 용매에 1 M 의 LiPF6 를 첨가하

여 제작하였다.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 양상을 알아보

기 위한 순환 전위 실험은 0.01~3.0 V vs. Li/Li+ 의 전

압 범위에서 0.25 mV/s 의 주사 속도로 수행하였다. 또

한, 0.1 C 의 방전 속도(전해도금된 시편: 8.68 µA/cm2,

열처리된 시편: 12.92 µA/cm2 의 전류 밀도에 해당) 로

사이클링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텅스텐 산화물의 충방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기 화학 실험을 위한 셀

은 아르곤 분위기의 글로브 박스(MBraun, Germany) 내

에서 조립되었으며, 전기 화학 실험은 VMP3 potentiostat

(Biologics Co., Claix, France) 으로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s. 1(a), (b)는 −1.0 V vs. SCE 의 전압을 각각 15

초, 60초 동안 연속적으로 인가하여 합성한 텅스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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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박막의 표면 사진이다. 15초 동안 코팅된 박막에

서는 부분적으로 표면 크랙이 발생되나, 60 초의 비교

적 긴 시간 동안 코팅되는 경우 표면에 무수한 크랙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텅스텐 산화물의 전해 도금

은 물 안정화 영역 이하의 전압에서 진행되므로 수소 발

생 반응을 동반하고, 아울러 식 (2)에서 보듯이 도금 부

산물로 산소기체와 물 분자가 생성된다. 특히 수소 기체

의 격렬한 방출은 도금 층의 연속적이고 치밀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금 과정 중

에 도금 층 내에 포획된 수소, 산소 기체는 내부 결함의

원인이 되어 이 후 건조 과정에서 도금 층의 추가 크

랙 생성 및 탈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11)

(2)

많은 표면 결함이 존재하고, 기재와의 접합성이 좋지

않은 박막을 리튬 전지용 음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충

방전 과정 중 반복되는 박막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박

막의 탈리가 심화되어 안정된 전극 특성을 기대할 수 없

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균일한 텅스텐 산화물 합성을

위해 연속 정전압을 인가하는 대신 펄스 전압을 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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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face images of the as-prepared tungsten oxide electro-deposits prepared by normal continuous potentiostatic deposition for (a)

15 s and (b) 60 s.

Fig. 2. Morphologies of the electro-deposited tungsten oxides on 304 stainless steels at different pulse deposition conditions. On-time (ton)

and the number of pulse cycles (total on-time duration) of the deposits are given in the figures. Duty cycle was 50 % for al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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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금 중 발생하는 크랙과 탈리를 완화시키고자 하였

다. 전압이 불연속적으로 인가되는 경우, 전압이 인가되

는 동안(on-time duration)에는 연속 정전압 조건에서와

같이 수소, 산소 기체가 생성되나, 뒤이은 개방 전압 시

간(off-time duration) 동안 이러한 부산물들이 도금 층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내부 결함이 비

교적 적은 도금 층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불연속적

기체의 방출은 연속적 기체 방출의 경우보다 전해액의

격렬한 이동(turbulence)을 줄여 상대적으로 산화물 박막

의 연속적이고 치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연속적 정전압 도금

과 동일한 전하량을 소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치밀한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2)

Fig. 2는 총 전압 인가 시간을 15초로 고정시키고, on-

time 시간을 변수로 하여 펄스 도금하면서 얻어낸 텅스

텐 산화물 박막의 표면을 보여준다. 0.06초 이하의 짧은

on-time 조건(Figs. 2(a), (b)) 에서는 매우 균일하고 크

랙이 없는 도금 층이 형성되었으나, 0.1초, 0.5 초의 비

교적 긴 on-time 조건에서는 다량의 표면 크랙이 형성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속 정전

압 도금 층의 크랙/탈리(Fig. 1)의 원인으로 위에 제시

한 도금 부산물들의 영향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

며, 균일하고 치밀한 박막을 얻기 위한 최대 on-time 조

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도금 중 부산물에 의한 충격

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짧은 on-time 조건

(ton = 0.01초)에서, 얼마나 두꺼운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on-time 시간(혹은 펄스 사이클

수)을 증가시키면서 텅스텐 산화물 두께에 따른 박막 표

면의 몰폴로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Fig. 3에

요약하였는데, 총 on-time 시간이 40초 미만일 때는 균

일한 표면을 가지는 텅스텐 산화물을 얻을 수 있었으나,

Fig. 3. Surface and cross-sectional (insets) views of the as-prepared tungsten oxide electro-deposits at different total on-time durations of

(a) 20 s, (b) 40 s, and (c) 60 s. Duty cycle and on-time are 50 % and 0.01 s, respectively. (d) is the variation of tungsten oxide thickness

with total on-time duration.



684 이준우·최우성·신헌철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표면에 크랙이 형성되어 도금 과

정 혹은 후처리 과정에서 텅스텐 산화물 층이 탈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도금 층의 두께는 총 on-

time 시간(펄스 사이클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약

4 nm/s), 304 스테인리스 강 기재 위에 크랙 없이 균일

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텅스텐 산화물의 최대 두께는 약

210 nm 였다(Fig. 3(d)).

Fig. 3(d)에 제시된 시편들 중 총 on-time 시간 20초

(두께: 약 160 nm) 의 시편에 대해 결정 구조 및 성분

을 분석하였다. 전해 도금된 텅스텐 산화물은 비정질 구

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의 가운데 패턴).

또한, XPS 를 통한 성분 분석 결과 도금 층 내에는 텅

스텐과 산소가 존재하며(Fig. 5(a)), 박막 층 내부의 텅

스텐과 산소 비율은 거의 균일하게 2:3을 유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5(b)). 특이한 것은 측정된 텅스텐

과 산소의 비율이 식 (2)에서 예상되는 비율 (1:3) 과 차

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아

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캐소딕 전압이 인가되는 환

원 분위기에서 도금이 진행되고, 도금 중 많은 양의 수

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부터, 식 (2) 에 의해 생

성된 텅스텐 산화물 중 일부가 도금 중 환원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간대에

형성된 도금 층(즉 깊이 방향으로의 도금 층) 의 농도

차이가 거의 동일한 점, 도금 층이 치밀하여 수소 기체

가 박막 내부로의 침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메커니즘의 작동을 의심케 한

다. 도금 중 텅스텐 산화물의 환원 메커니즘, 식(2) 이외

의 부가 반응 등의 관점으로, 비이상적인 텅스텐 :산소 농

도 비율의 이유를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편, 전해 도금된 시편을 450 oC, 대기 분위기에서의 열

처리함으로써, 삼사정계 결정질 구조를 가지는 텅스텐(VI)

산화물을 얻을 수 있었다(Fig. 4의 맨 위 패턴).

합성된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이 리튬 이차 전

지용 음극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

조/성분 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성된 전

해 도금 박막에 대해 기본적인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

하였다. Fig. 6(a)는 열처리 전의 비정질 텅스텐 산화물

박막에 대한 순환 전위 시험 결과이다. 첫 번째 캐소딕

Fig. 5. (a) XPS spectrum obtained from the as-prepared tungsten

oxide electro-deposit and (b) XPS compositional depth profile of

the electro-deposit.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304 stainless steel substrate

(lower), as-prepared tungsten oxide electro-deposits on the

substrate (middle), and heat-treated tungsten oxide on the substrate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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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전압 방향) 주사 시에 0.01~2.5 V vs. Li/Li+ 사이

에서 환원 피크들이 관찰되는데, 피크가 관찰되는 전압

영역대가 텅스텐 산화물과 리튬의 가역 반응이 일어난

다고 알려진 전압 영역 대와 크게 벗어나 있고, 다음 애

노딕(양의 전압 방향) 주사 시에 이에 대응되는 산화 피

크들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극 표면에서의 비

가역적인 전해액 분해에 의한 신호로 판단된다.13) 두 번

째 캐소딕 스캔 시, 1.7 V vs. Li/Li+ 이하에서 다시 상

당한 양의 환원 반응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전이금속 산

화물 계 화합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텅

스텐 산화물과 리튬 간에 소위 conversion 반응이 일어

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첫 번째 사이

클 이후에는 캐소딕 주시시의 전해액 분해에 의한 비가

역 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순환 전위 곡선의 모양도 대

체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해

도금을 통해 제조된 텅스텐 산화물이 리튬과 가역적으

로 반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응의 가역성은 열처리

된 결정질 텅스텐 산화물의 경우 크게 향상되었는데, Fig.

6(b) 에서 보듯이 첫 번째 사이클 이후 산화/환원 반응

이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Figs. 7(a), (b)는 각각 텅스텐 산화물 전해도금 박막

(비정질 텅스텐 산화물) 과 열처리된 결정질 텅스텐 산

화물 박막을 0.1 C rate 속도(비정질 텅스텐 산화물: 8.68

µA/cm2, 결정질 텅스텐 산화물: 12.92 µA/cm2 의 전류

밀도에 해당함) 로 충방전하면서 얻은 전압 곡선이다. 두

시편 모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함에 따라 용량이 점점 감

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순환 전위 실험 결과와 일

관성 있게, 열처리된 텅스텐 산화물 박막 전극의 열화

정도가 열처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Fig. 7(c)). 전해 도금된 박막이 열처리 과정 중에

산화되면서 더욱 치밀해지고, 스테인리스 강 내의 금속

성분들이 텅스텐 산화물 내로 확산해 들어가 기재와 박

막 사이의 접착력이 강해진 것이 사이클 특성 향상의 주

요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을 제조

하고,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로써의 적용 가능

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

Fig. 6. Cyclic voltammograms of (a) as-prepared, (b) heat-treated samples for 5 cycles at a scan rate of 0.25 mV/s.

Fig. 7. Typical voltage profiles of (a) as-prepared and (b) heat-treated samples at a charge/discharge rate of 0.1 C. (c) is the dependence

of the discharge capacity on cyc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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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1) 텅스텐 산화물 전해 도금 박막 제조 시, 연속적인

정전압 도금보다는 펄스 전압 도금을 시행하는 것이 크

랙 및 탈리가 없는 도금 층을 얻는데 유리하였다. 도금

층의 두께는 도금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크랙

/탈리 없이 제조 가능한 최대 도금 층의 두께는 약 210

nm 였다.

2) 전해 도금된 박막은 비정질의 텅스텐 산화물이었으

며,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삼사정계의 결정질 텅스텐 산

화물을 얻을 수 있었다. 비정질 텅스텐 산화물의 조성

비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

데, 도금 과정 중 텅스텐 산화물이 일부 환원되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비정질과 결정질 텅스텐 산화물 박막 모두 리튬 이

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로써 리튬과 가역적으로 반응하였

으며, 특히 결정질 텅스텐 산화물 박막은 비교적 안정한

사이클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텅스텐 산화물 전

해 도금 층이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활물질로서 활용 가

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후, 실제 응용을 위해 더욱 두

꺼우면서도 결함이 없는 박막 전극 제조 방법 및 사이

클링 안정성 개선을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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