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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balt nano-rods were fabricated using a template-free electrochemical-deposition process. The structure of cobalt

electro-deposits strongly depends on the electrolyte composition and on the density of the applied current. In particular, as the

content of boric acid increased in the electrolyte, deposits of semi-spherical nuclei formed, and then grew into one-dimensional

nano-rods. From analysi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under the conditions of continuous and pulsed current, it is suggest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active species around the electrode/electrolyte interface, and their transport,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hape of the deposits. When transport of the active species was suppressed by lowering the deposition

temperature, more of the well-defined nano-rod structures were obtain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well-

defined nano-rods were determined by observing the morphologies resulting from different deposition conditions. The maximum

height of the cobalt nano-rods created in this work was 1 µm and it had a diameter of 200 nm. Structural analysis proved that

the nano-rods have preferred orientations of (111).

Key words cobalt, electrodeposition, nano-rod, boric acid.

1. 서  론

기능성 전기화학 소자용 전극 재료를 설계함에 있어서,

1차원 나노 로드(nano-rod) 구조를 가지는 재료는 넓은

표면적을 통해 활성화 분극을 낮추는 효과와 동시에 전

극 반응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완충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출력, 고효율, 장수명 전극을

실현하기 위한 후보 구조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또한 최근에는 플렉서블 및 웨어러블 전자 장치용

에너지 변환 소자의 전극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연

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1차원 나노 로드 구조를 합성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졸겔 합성법, 전해 도금법 등

기존의 성숙된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속과 세라믹 재

료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산화 알루

미나, 폴리 카보네이트 등의 다공성 템플릿(template) 을

이용한 1차원 나노 구조 합성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1,2) 그러나, 템플릿을 이용한 방법은 템플릿 적용, 템

플릿 기공 내부에 재료 합성, 템플릿 제거 등 적어도 3

단계의 제작 과정을 거쳐야 하고, 템플릿 제거 과정에

서 구조가 무너지는 등 합성된 재료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작 시 주의를 요하고, 또한 전극이 대

형화되는 경우 템플릿 가격으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피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템플릿을 쓰지 않는 단순 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1차원 나노 구조를 가지는 코발트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코발트는 기능성 전기화학 소자용 전

극으로서의 응용 범위가 매우 넓은 금속으로서 센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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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재료로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코발트 산화물은 커

패시터 재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3) 특히, 최근에

는 나노 크기의 전이금속 산화물이 소위 전환(conversion)

기구에 의해 리튬 이온과 반응함이 밝혀짐에 따라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재료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

행 중이다.4,5) 1차원 구조로 제조된 코발트 산화물을 에

너지 저장 장치용 전극 재료로 적용할 경우 표면적의 증

가와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어 출력과 수명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1차원 코발트 나노 로드 합성을 위한 전해 도금 조건

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붕산의 농

도가 코발트 도금 층의 구조 특히 1차원 나노 로드 형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류

인가 방식, 전류 밀도, 도금 시간 등 다양한 도금 조건

하에서 도금 층의 형상을 관찰함으로써 1차원 코발트 나

노 로드를 합성하기 위한 최적 도금 조건을 제안하였다.

2. 실험 방법

전해 도금을 통해 코발트 나노 로드를 제조하기 위한

기재로서, 전기화학적 기능성 소자용 전극으로 활용 가

능하도록 하는 전자 전도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 코발

트 합성 후 기능성 코발트 산화물 제작이 요구되는 경

우를 대비한 열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

테인리스 호일(Alfa Aesar, 0.025 mm thick, Fe:Cr:Ni =

70:19:11) 을 사용하였다. 기재는 실험 전 에탄올과 아

세톤의 혼합 용액(1:1 부피비) 안에서 10분간 초음파 세

척 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고, 이어서 10 wt% 의 염

산으로 전극 표면을 전처리하여 이물질과 산화 막을 제

거시킨 뒤 사용하였다. 도금을 위한 셀은 전처리 된 스

테인리스 강(표면적 0.25 cm2 : 0.5 cm × 0.5 cm)과 백금

선을 각각 작업 전극과 보조 전극으로 하는 2 전극 비

커 셀을 사용하였다. 전해액은 0.05M CoSO4·7H2O 의

수용액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붕산(H3BO3) 의 농도를 0~

0.8 M 까지 변화시켰다. 전해액의 온도는 10, 30 oC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해

액 및 온도 조건을 Table 1 에 정리하였다.

도금은 기본적으로 정전류 조건하에서 시행되었는데, 전

류 인가 시간을 변화시키며 코발트 도금 층의 성장을 관

찰하였고, 비교를 위해 실시한 펄스 전류 실험에서는 1

초간 전류를 인가(on-time) 하고 10초간 개회로를 유지

(off-time)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도금 시 전해액의 강

제 교반이나 불활성 기체 치환은 시행하지 않았다. 전

해 도금을 위해 EG&G 263A Potentiostat/Galvanostat

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코발트 도금층은 증류수로 세척 후 상온에서

건조한 뒤 형상, 성분 및 결정 구조를 분석하였다. 형

상과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 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IRA3, TESCAN) 과

에너지 분산 분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POLLO X, AMETEK, USA), 결정 구조 분석을 위해

서는 X선 회절 장비(X-Ray Diffractormeter, ULTIMA

IV, RIGAKU, Japan) 를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 은 150 mA/cm2 의 환원 전류 밀도 하에서 0.2~

0.8 M 로 붕산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한 코발트 도

금 층의 초기 형상 변화이다. 붕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

우(Table 1의 용액 1) 에는 도금 층이 형성되지 않아 결

과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도금 과정 중 격렬한 개스(수

소) 발생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도금 층의 형성이 매

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붕산을 첨

가한 경우(Table 1의 용액 2,3,4,5) 에는 그림에서 보듯

이 치밀하지 않은 불연속적인 모양으로 코발트 전착물

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붕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소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도 육안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붕산의 전기화학 반응 억제제

(inhibitor)로서의 역할은 니켈 등의 도금을 위한 소위 와

트(Watts) 도금액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 있는데, 붕산 이

온이 금속 기재 표면에 흡착되어 전기화학 활성화 표면

적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코발트 도금 시에

도 붕산 첨가에 따라 수소 발생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

드는 것으로 보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구에 의해

단위 면적당 수소 발생 반응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

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코발트의 도금층 형성을 용이하

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붕산의 농도가 0.2 M 인 경우에는 Fig. 1(a) 와 같이

비교적 불균일한 형상의 전착물이 관찰되었고, 농도를 0.4

M 로 올린 경우(Fig. 1(b)) 불균일성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붕산의 농도가 더욱 증가하는 경

우(Fig. 1(c)와 (d)) 위에서 본 전착물은 매우 균일한 원

Table 1. Electrolyte conditions for the electro-deposition.

Solution number
Concentration

Temp. / oC
CoSO4·7H2O / M H3BO3 / M

1 0.05 - 30

2 0.05 0.2 30

3 0.05 0.4 30

4 0.05 0.6 30

5 0.05 0.8 30

6 0.05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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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모양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코발트 도금에 있어

서 도금 조건, 특히 붕산 농도를 증가시키면 별도의 다

공성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세한 원형 코발트 전

착물을 비교적 균일한 배열을 가지도록 형성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붕산의 농도가 0.4 M 보다 높아

지는 경우 Fig. 1(c) 와 (d) 의 삽입 그림에서 보듯이,

미세한 원형 코발트 전착물 사이에 치밀한 코발트 도금

층이 채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1차원적 성장보다는 거친

표면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 실험은 비교

적 균일한 코발트 초기 전착물 형상이 나타나면서도 1

차원적 성장 양상을 보이는 붕산 0.4 M 농도 하에서 다

른 실험 조건들을 변경하면서 전착물의 성장 양상을 관

찰하였다.

붕산의 영향으로 배열성을 가지는 1차원 코발트 전착

물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구 규명은 본 연구

의 범위에서 벗어나나, 표면에 흡착된 붕산 이온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붕산 이온의 배열화 (혹은 그에 따른

도금 가능한 활성화 면적의 배열화), 붕산을 리간드로 하

는 코발트 착화합물의 비이상적 성장 양상, 확산 제어

하에서의 전기장 집중 등이 원인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확산 제어를 유도하기 위해 전해액 내 활성

물질의 농도를 매우 낮게 하고 반복적으로 산화, 환원 펄

스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금, 은, 구리의 반원 형태 임

계 핵 생성 후 전기장 집중에 의해 (111) 방향성을 가지

는 1차원 성장이 유도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8,9)

뒤에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도 코발트 도금 층의

(111) 우선 방위 성장, 활성 물질의 확산 의존성 등 문

헌에 보고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

어, 유사한 기구로 1차원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붕산에 의한 코발트 원형 전착물 생성의 정확

한 기구를 규명하는 것은 추후 코발트 도금 층의 형상

을 조절하기 위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 방향

이 될 것이다.

Fig. 2 는 붕산의 농도를 0.4 M 로 유지시키면서 다

양한 전류를 20초 동안 인가하여 얻은 전착물의 모양을

관찰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50 및 100 mA/cm2 의

전류 밀도 하에서는 전착물이 옆으로 불규칙하게 퍼져

서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관찰되었다. 반면, 전

류 밀도를 150 mA/cm2 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옆으로 퍼

진 형태의 성장 양상이 크게 억제되면서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류 밀도가 200

mA/cm2 으로 증가하게 되면, 일부 전착물들만 국부적으

로 크게 성장하는 비이상적 비대 성장(abnormal growth)

형태가 관찰되었다.

Fig. 1. Top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at the current density of 150 mA/cm2 for 10 s in the electrolytes of 0.05 M CoSO4·7H2O

and (a) 0.2 (b) 0.4 (c) 0.6 (d) 0.8 M H3BO3(Solutions 2,3,4,5 in Table 1, respectively). Insets are the 45
o
 inclined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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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p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in an electrolyte of 0.05 M CoSO4·7H2O and 0.4 M H3BO3(Solution 3 in Table 1) at

different current densities and deposition times. (a) 50 mA/cm
2
, 60 s, (b) 100 mA/cm

2
, 30 s, (c) 150 mA/cm

2
, 20 s, (d) 200 mA/cm

2
, 15 s.

Fig. 3. SEM image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in an electrolyte of 0.05 M CoSO4·7H2O and 0.4 M boric acid(Solution 3 in Table

1) under the pulsed electro-deposition(on-time: 50 mA/cm
2
 for 2 s, off-time: open circuit for 10 s) for (a), (b) 5 cycles and (c), (d) 10 cycles.

(a), (c): top views; (b), (d): inclined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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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도금 용액 내에서 전류 밀도에 의해 성장 양

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전해액 내에서의 활성 물질

의 농도 구배 혹은 확산이 코발트 전착물의 성장 양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을 확

인하기 위해 환원 반응 사이에 개회로 상태를 주어 (소

위 펄스 도금을 행함으로써) 활성 물질의 농도 구배가

도금 중에 해소되도록 하면서 코발트 도금을 진행해 보

았다. Fig. 3 는 펄스 전류 인가 조건에서 생성된 도금

층을 보여준다. 150 mA/cm2 의 전류를 2초간 인가하고

10초간 개회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 on-time 시간(즉

사이클 수) 을 조절하여, 연속 정전류 조건에서 10초, 20

초간 연속 도금된 것과 동일한 양이 도금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도금층의 형상을 관찰해 본 결과, 연속 도금

된 것이 비해 전반적으로 수평 성장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극 계면 근처의 전해액에 형성된 활성

이온의 농도 구배 및 그에 의한 활성 물질의 확산이 도

금 층 형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전

해질 내 활성 이온의 농도 구배가 커져 확산이 전체 반

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1차원적 나

노 로드 형성이 촉진됨을 시사한다.8,9)

도금 조건에 따른 위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붕산의

농도와 전류 밀도에 따른 코발트의 성장 양상을 Fig. 4

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붕산의 농도가 낮은 경우는

수지상이 형성되며 전류 밀도를 높일수록 국부적으로 불

규칙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붕

산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원형의 코발트

전착물이 1차원 적으로 성장 보다는 거친 표면을 형성

하게 된다. 즉, 전류 밀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불균일한

성장이 일어나는 양상은 동일하다. 가장 균일한 코발트

1차원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은 붕산 0.4

M, 전류밀도 150 mA/cm2 부근이다.

어느 정도 두께까지 균일한 1차원적 코발트 나노 로

드가 성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붕산 농도 0.4 M, 전

류 밀도 150 mA/cm2 하에서 5초에서 20초까지 도금 시

간을 변화시키면서 전착물 형상과 1차원 나노 로드의 길

이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5). 도금 초기 단계에서(Fig.

5(a)) 균일하게 반원 형태의 전착물이 생성되고 이중 일

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차원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
Fig. 4. Change in morphology of electro-deposited cobalt at

different deposition conditions.

Fig. 5. SEM image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at the current density of 150 mA/cm2 in an electrolyte of 0.05 M CoSO4·7H2O and

0.4 M boric acid(Solution 3 in Table 1) at different deposition times of (a), (b) 5 s, (c), (d) 10 s, (e), (f) 15 s and (g), (h) 20 s. (a), (c),

(e), (g): top views; (b), (d), (f), (h): inclined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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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관찰할 수 있다(Fig. 5(b,d,f,h)).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초 이상으로 도금 시간을 늘리면 수지상 형

태의 불균일한 성장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제작 가능한 균일한 1차

원 코발트 나노 로드의 길이는 대략 1 µm 수준이었고,

이때의 지름은 대략 200 nm 였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의 마이크로 크기 이하의 파우더 또는 산화물 박막 전

극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미세 전자 소자

용 전극으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10) 그러나, 기능성 향

상을 위해서는 나노 로드의 길이 및 지름에 관여하는 핵

심 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도금 과정 중 전해질 내의 활성 물질의 농도 구

배가 작아져 1차원 나노 로드 형성이 억제된다는 위의

펄스 실험 결과(Fig. 3) 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활성 이

온의 활동도를 낮추어 농도 구배를 크게 하는 경우 더

욱 잘 발달된 1차원 나노 로드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도금 온도를 낮추어 전착

물의 성장 양상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Fig. 6 은 전해질의 온도를 30 oC 에서 10 oC 로

낮추어 도금을 진행하여(Table1 용액 6) 얻는 도금 층의

단면 및 기울인 사진이다. 동일 조건의 30 oC 에서 얻

은 도금 층(Fig. 5(h)) 과 비교할 때, 나노 로드 지름의

길이 방향 균일성 등에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합성된 나노 로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Fig. 7(a)), 기

재 성분인 철, 니켈, 크롬과 코발트 만이 검출되어, 나

노 로드가 순수한 코발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구조 분석 결과(Fig. 7(b)) 붕산을 첨가하지

않은 전해액에서 합성된 평평하고 치밀한 코발트 도금

층은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220) 방향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고(Fig. 7(b) 내부 삽입),11) 붕산을 첨가한 전

해액에서 합성된 코발트 도금층에서는 (111), (220) 방향

성이 함께 관찰되었다. 즉, 나노 로드가 형성된 기판에

서 관찰된 (220) 방향성은 기재 표면의 치밀한 코발트

도금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111) 방향성이 나노 로

Fig. 7. (a) Compositional(EDS spectra) and (b) structural(XRD pattern) analyses of the as-prepared cobalt nano-rods. Inset in (b) is the

XRD pattern of the electro-deposited cobalt prepared in the electrolyte without boric acid.

Fig. 6. (a) Top and (b) inclined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created at the current density of 150 mA/cm2 for 20 s in an electrolyte of

0.05 M CoSO4·7H2O and 0.4 M boric acid at 10
o
C(Solution 6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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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고유한 방향 특성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이와

같은 우선 방향 성장이 1차원적 나노 로드 형성과 관

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템플릿 없이 전해 도금법에 의

해 1차원 나노 로드 구조를 가지는 코발트를 합성하였

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코발트 전해 도금 시 붕산을 첨가하는 경우, 수소

기포의 발생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코발트의 도금이 용

이해지며, 동시에 1차원적 성장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붕

산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1차원 구조

사이가 코발트로 채워지면서 나노 로드가 잘 발달되지

못하였다. 나노 로드 형성을 위한 최적 붕산 농도는 0.4

M 로 결정되었다.

2) 낮은 전류 밀도 하에서는 수평 방향으로의 성장이

촉진되고, 높은 전류 밀도 하에서는 비이상적 비대 성

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균일한 나노 로드가

형성되는 최적 전류 밀도는 150 mA/cm2 수준이었다. 도

금 층 형상의 전류 밀도 의존성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전

해질 내 활성 이온의 이동도 혹은 농도 구배가 나노 로

드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펄스 실험

으로 수평 방향의 도금층 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통해 이

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온도를 낮추어 활성 이

온의 이동도를 낮춘 결과, 상대적으로 더 잘 발달된 나

노로드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3) 균일한 나노 로드가 성장하는 최적 붕산 농도, 전

류 밀도하에서도 긴 시간 도금을 진행하여 나노 로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수지상 성장 양상으로 바뀌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금 조건으로 합성 가능했던 코발

트 나노 로드의 최대 높이는 1 µm, 이 때의 나노 로드

직경은 200 nm 였다.

4) 합성된 도금 층은 순수한 코발트인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나노 로드는 (111) 방향으로 우선 배향하여 성

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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