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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테인레스 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철의 합금으로 니켈과 크롬을 포함하여

높은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다. 또한, 최근에는 스테인레

스 강에 포함된 철과 니켈의 고유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기능성 촉매나 지지체, 또는 전극

의 집전체 등으로의 응용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촉매 특성으로 인해 수

전해 전극으로의 응용을 위한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에서의 활성화 표면 처리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본 총설은 수전해 전극 응용을 위한 스테인레스 강의 수전해 전극 응용 표

면처리 기술 자료를 정리 및 요약하였으며,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처리 방법에 대한 특징 및 이

를 통해 스테인레스 강이 저비용 고효율의 수전해 전극 활용을 위한 촉매 물질로써 응용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Stainless steel, which includes Ni and Cr with Fe balance, is most often applied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structure and equipment material. It is not only suitable

for use in these applications due to its good corrosion resistance, but also can be applied to

catalyst, supporting material, and current collector due to intrinsic properties of Ni and Fe con-

tained in stainless steel. Therefore, in recent years, a lots of surface treatment methods have been

studied to activate stainless steel, developing application of water splitting system. In this review

paper, the research on the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of stainless steel for water splitting is

summarize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pose the diverse surface treatment approaches of

stainless steel for application to low-cost and highly efficient water splitting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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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급등함에 따라 화석 연료의

고갈, 환경 오염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다. 수소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밀도 (~120 MJ

kg-1)를 가지며 연소 반응에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생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친환

경적인 에너지 저장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1, 2) 이미

수소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

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매년 3.5 %씩

성장하여 2018년 기준으로 2,900억 m3 가량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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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3) 하지만, 현재 이용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

가스의 steam reforming 방법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

으며, 이는 탄소 연료의 연소와 마찬가지로 CO2를

발생시켜 환경 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순수한 수

소 뿐만 아니라 CO와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여 전극

표면의 피독으로 인해 연료전지의 촉매 성능이 감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4, 5) 이에 수소 발생 반응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과 산소 발생

반응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수전해를 통해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얻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6-8) 수전해는 이론

적으로 1.23 V의 과전압을 가지며, 아래와 같은 반

응을 통하여 물이 불순물 없이 순수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9-11)

산성 전해질 내에서,

Anode: 2H2O → O2 + 4e- + 4H+ (1)

Cathode: 2H+ + 2e- → H2 (2)

알칼리성 전해질 내에서,

Anode: 4OH- → O2 + 4e- + 2H2O (3)

Cathode: 2H2O + 2e- → H2 + 2OH- (4)

그러나 수전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와 내부 저항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더 높은 과전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현재는 수전해 반응의 과전압이 낮은 백금,

이리듐과 루테늄 같은 귀금속 촉매를 상용으로 사용

하고 있으나, 가격과 안정성 등에서 한계점이 드러나

고 있는 실정이다.12-14) 게다가, 산성 전해질에서는 강

한 부식성을 견디기 위해서 귀금속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

서, 알칼리 전해질 수전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귀금속 촉매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니켈

과 철이 가장 높은 촉매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5-17) 최근에는 니켈 및 철 촉매의 이종 원소 도

핑을 통하여 수소 발생에는 백금에 상응하는, 산소 발

생은 루테늄과 이리듐의 성능을 상회하는 촉매들이 개

발되었다. 수열합성법을 통해 Ir을 도핑 한 NiFe

hydroxide는 HER에서 Pt/C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

었으며 (30 mV@10 mA cm-2), 간단한 침전법을 통하

여 제조한 NiFe oxalate의 경우 OER 반응 시

50 mA cm-2의 전류에서 낮은 과전압 203 mV를 보여

주었고, Ru를 소량 도핑 한 NiFe-layered double

hydroxide (LDH)는 수열 합성되어 HER과 OER 모

두에서 귀금속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18-20) 하지

만 연구된 철, 니켈 촉매의 경우 대부분 상용화와 대

형화에 어려움이 있는 수열합성, 황화, 질화, 인화 열

처리 등의 공정이 이용된다.21-25) 이에 저비용이면서 가

공 공정이 쉬운 실용적인 소재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

히, 철의 합금 종류인 스테인레스 강(stainless steel)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금속으로, 이미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되었기에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4) 또한, 수전해 분야에서 앞서 언급했던 높은 촉

매능 서열을 지닌 물질인 철과 니켈을 포함한 합금으

로써 고촉매능 수전해용 전극 소재로 저렴한 구축 비

용을 통해 수전해 시스템에 쉽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26,27)

이에 본 총설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의 수전해용 전

극 응용에 대한 본 연구 그룹에서 연구하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연구 동향 및 최신 기술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실용화에 접근 가능한 스테인레스 강 기반의 수전해

응용 기술에 관한 연구들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와 성질

스테인레스 강은 철을 기반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크롬을 합금화하여 철의 내부식성을 매우 높인 금속

소재이다. 이에 합금화가 되면 주로 austenite, ferrite

또는 martensite 계열의 구성을 가지게 되며, 실제 상

품명에서도 스테인레스 강 3XX type (austenite),26-29)

그리고 4XX type (ferrite 또는 martensite)로 많이

Table 1. Overview of chemical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 types.

Crystalline Common type
Composition
(Fe: balance)

Ref.

Austenite

304 2 % Mn, 10 % Ni, 20 % Cr 26), 28)

316 1 % Si, 2 % Mn, 2 % Mo, 13 % Ni, 18 % Cr 27)

321 1 % Si, 2 % Mn, 9 % Ni, 17 % Cr 29)

Martensite 410 12% Cr 30)

Ferrite
430 16 – 18% Cr, 1% Si 31)

434 18% C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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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고 있다.30-32) 이 스테인레스 강에 대한 규격은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에서 규격화

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주로 AISI 3XX type, 혹은

4XX type으로 명명하기도 한다.4) Table 1은 각 스테인

레스 강 종류와 구성 성분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ferrite나 martensite 계열인 4XX type은

철과 크롬이 주 구성 성분이며, austenite 계열인 3XX

type은 4XX type에서 니켈의 농도를 10 wt% 이상으로

포함시킨 합금을 뜻한다. 4XX type은 니켈을 포함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여 구조용 강재로 사용량이 늘어나

는 추세이다. 그러나 결정 조직이 열처리에도 변하지

않아 이를 통해서 경도향상 등의 성능 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매우 안정한 상태의 합금이다. 3XX type은

니켈이 포함됨으로써, 상온에서 존재하지 않는 austenite

결정 조직을 존재하게 하며, 4XX type에 비해 용접성

과 경도가 높으며 염분과 산성에 대한 내부식성이 강

한 합금종이다. 또한, 3XX type은 니켈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스테인레스 강보다 좀더 수전

해 전극 응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스테인레스 강의 수전해 응용 기술 동향

3.1 스테인레스 강의 Cr leaching 표면 처리

대개 수전해용 전극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종은 니

켈이 포함된 austenite 계열인 3XX type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테인레스 강을 수

전해에 응용할 시, 기존 귀금속을 사용한 시스템에 비

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Fig. 1(a) – (d)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이루어진 스

크러버를 활용한 전극의 수소 발생과 산소 발생 성능

을 나타내었다. 순수한 스테인레스 강 스크러버를 사

용했을 때, HER과 OER의 과전압이 10 mA cm-2에

서 각각 418 mV와 360 mV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a) and (b)). 각 상용 전극을

가지고 비교하였을 때에도 스테인레스 강의 수전해 성

능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c) and

(d)). 그러나 Table 2에서는 스테인레스 강과 귀금속

재료의 상대적 가격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 재료가 나

타내는 수전해 성능 차이에 비해 상용 전극이나 귀금

Fig. 1. Ohmic resistance-uncorrected cyclic voltammetry of SS scrubber for (a) HER and (b) OER polarization in 1 M

KOH. (c) Ohmic resistance-corrected linear sweep voltammetry of SS scrubber and Pt/C/CFP for HER polarization and

(d) those of SS scrubber, Ni(OH)2/CFP, and RuO2/CFP for OER polarization in 1 M KOH at scan rate of 5 mV s−1.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2.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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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비하여 스테인레스 강이 수만 분의 일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 격차를 볼 수 있다.32) 이는 스테인레스

강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로써

이미 생산 공정이나 모든 관련 기간 산업들이 최적화

가 되어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스테인레스 강

을 활용한 수전해 응용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강의 장점인 높은 내부식성은 그

만큼 표면에서의 전기화학 활성도가 낮다는 의미를 지

닌다. 이는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물질인 크롬에 의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롬은 스

테인레스 강에서 표면의 부동태(passivation layer)를

형성하여 전기화학적 활성을 방해하기도 하며, J. Park

의 연구에 의하면 리튬 이차 전지 반응에서도 부동태

로 작용하는 비가역적 반응을 진행하여 전기화학적 성

능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였을 때 이차 전지

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전처리 과정을 통

해 크롬의 용출을 진행하는 표면 처리 후 사용할 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8) 또한 실제 물

분해 과정에도 크롬을 제거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S. Anantharaj의 연구 그룹에 의해 밝혀졌다.

Fig. 2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을 표면 처리하여 크롬은

용출시키고 철, 니켈만 표면에 남겨 활성화시키는 표

면처리 과정을 거쳐 수전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

여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크롬은 KOH와 NaClO가

1:2로 혼합된 용액에서 수열처리 (hydrothermal)를 하

게 되면 NaClO로 인해 철을 제외한 합금 원소들이

선택적으로 용출되어 철 산화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표면을 만들 수 있고, 이후 전기화학적 활성화를 통

해 크롬을 제외한 철, 니켈 및 소량의 망간으로 이루

어진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Fig. 2에서는 표면 처리된 스테인레스 강이 일

반적인 스테인레스 강에 비해 매우 향상된

426 mV@100 mA cm-2의 수소 발생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3) 따라서, 위 연구들은 스테인레

스 강의 수전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표면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앞선 연구들과 같은 산세나 수열법과 같은 방법 이

외에도 전해를 통한 단순 표면 처리만으로 수전해 성

능을 향상시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농도의 알칼리 전해질 내에서

양극산화 처리를 하는 것으로, 표면에 얇은 산화 피막

과 나노 사이즈의 표면 식각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양극산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34,35)

Fe + 3h+ → Fe3+ (Fe2O3) (5)

Fe3+ + 3OH- → Fe(OH)3 (6)

Fe3+ + 3h+ → FeO4
2- (7)

4OH- + 4h+ → 2H2O + O2 (8)

Table 2. Comparison of relative cost of the materials.32)

Process Catalyst
Relative cost of the material

(US $)

HER
Stainless steel 0.00012

Pt/C 32.52

OER

Stainless steel 0.00012

Ni(OH)2 0.58

RuO2 12.35

Fig. 2. HER activity of SS-304, and SS-304-Ox-ECA by linear sweep voltammetry with ohmic compensation.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3.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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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극산화는 기본적으로 식 (8)같은 산소 발생

반응을 수반하는데,  알칼리 전해질을 사용하면

reversible hydrogen potential (RHE) 값에 의해 과

전압이 낮아져 더 높은 비율로 산소 발생 반응이 수

반된다. J. S. Sagu의 연구에 의하면 10 M NaOH를

통해 양극산화를 했을 때, sponge-like 구조를 얻었는

데, 양극산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막이 불안정해져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계적 강도의 저하

도 수반하여 갈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35) 이에 알칼리 양극산화를 통한 표

면 처리는 피막을 적절히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필

요하며, H. H. Farrag 연구 그룹에서는 에틸렌 글리

콜, 메탄올, 물과 황산의 혼합 용액에서 표면처리를 진

행하여 sponge-like Fe2O3의 안정적인 산화막을 얻었

고, EDX 분석을 통해 표면처리를 진행했을 때, 표면

의 구성이 스테인레스 강 대비 거의 변하지 않으나

산소 포함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3(b)).

이 때, 표면은 α상과 γ상의 Fe2O3임을 알 수 있고, 다

양한 방법으로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 (Fig. 3(c)).34) H. Schäfer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한 표면처리의 최적화를 통해 산소 발생 성

능을 매우 높게 향상시킨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7.2 M NaOH를 50oC 전해욕 하에서 양극산화를 진행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스테인레스 강보다 200 mV가

량의 과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a)에

서는 성능 지표와 함께 철과 니켈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기존 스테인레스 강이 갖는 70 %Fe 와 10

%Ni에 비해 알칼리 양극산화를 하게 되면 그 비율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최적화된 비율에 의하

면 Fe:Ni이 1:2 정도로 변화하며, 산소 발생 반응에서

약 270 mV의 낮은 과전압을 갖게 된다 (Fig. 4(b)).

또한 Tafel 도시에서도 38.3 mV dec-1을 보여주며 귀

금속계 산소 발생 촉매에 가까운 활성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4(c)). 이 연구에 의하면 이는 전

하이동(electromigration)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표면의

상태가 변화하며, 고농도의 NaOH 전해질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 강의 양극산화를 진행할 때 금속 원자가

고체 전해질인 금속 내에서 표면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외에도 여러 스테인레스 및 철 합금

강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었다 (Fig.

4(d)).36) M. Kim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알칼리 양극

산화를 이용한 표면 처리에 의해서 발생된 전하 이동

현상이 수소 발생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5(a)-(c)에서는 25 wt% NaOH 전해질에서

Fig. 3. (a) Top-view SEM image of NASS316L (a cross sectional view is shown as inlet), (b)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spectra for sample a (SS316L) and b (NASS316L), and (c) XRD pattern of NASS316L.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4.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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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산화 처리된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 SEM image이

다. 양극산화 된 표면은 양극산화에 의해 거칠기가 증

가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Fig.

6(d)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정질의 형태로 되어,

이로 인해 XRD에서는 기판인 스테인레스 강이 가지

고 있는 austenite (JCPDS card: #33-0397)만이 검출

된다. 하지만 Fig. 5(e)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에 따라 수

소 발생 성능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Fig.

5(f)에서 Tafel 기울기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 반응

속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Fig. 5(g)에서

측정된 EIS는 수소 발생 과전압에서의 저항 차이가 극

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서

는 각 표면 처리된 스테인레스 강의 표면 성분을 XPS

로 확인한 at%이다. 이 때, 양극산화의 시간이 증가할

Fig. 4. (a) The dependence of the electrocatalytic oxygen evolution properties of the Ni : Fe relation using Fe and the

other FeNi alloys. Blue arrows indicate the overpotential value for each sample. (b) A comparison of cyclic voltammetry

of Elox300 and SS304. (c) Tafel plot of Elox300 in 5 M KOH. (d) Illustration of the enrichment of nickel on the surface of

electro-oxidized SS304 steel under harsh conditions. Published b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36)

Table 3. Comparing composition of SS, HA-60, and HA-300.37)

Element

SS HA-60 HA-300

at%
Normalized
Contribution

at%
Normalized
Contribution

at%
Normalized
Contribution

O K 45.3 - 52.91 - 49.36 -

Fe K 7.23 0.73 7.43 0.42 5.06 0.27

Cr K 1.75 0.18 0.76 0.04 2.32 0.12

Ni K 0.92 0.09 9.6 0.54 11.61 0.61

Fe:Ni Fe0.89Ni0.11 Fe0.44Ni0.56 Fe0.3Ni0.7

(Fe+Ni):Cr (Fe, Ni)0.82Cr0.18 (Fe, Ni)0.96Cr0.04 (Fe, Ni)0.88Cr0.12



전기화학회지, 제 24권, 제 2 호, 2021 19

수록 니켈의 농도가 증가하여 수소 발생 성능이 향상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양극산화 시간이

길어지면 니켈의 농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

지만 이를 통해 나중에는 크롬의 농도도 증가하는 현

상이 발생하는 것을 밝혀냈으며, 함께 늘어난 크롬의

농도 때문에 비활성도도 증가하여 수소 발생 전극 성

능의 최적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7) 이

는 전하이동을 하는 니켈과 크롬이 유체역학 현상에

의해 전하이동 시 발생하는 항력(drag force)의 크기가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와 같이 단순한 표면 구성을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높

은 성능 향상을 이루어 냈으나, 반응이 지속될수록 크

롬 농도의 증가에 의해 전극의 성능을 감소시킴으로

이를 극복할 방법이 새로이 요구된다. 

3.2 산화물 코팅 표면 처리

스테인레스 강의 단순한 Cr leaching 표면처리에서

는 넓은 표면적을 얻는 것이 어려웠으며, 차후에는 기

판의 Cr로 인해 degrad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M. Kim의 연구에

서는 스테인레스 강에 비교적 치밀하고 넓은 표면적

을 가지는 다공성 피막을 제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

식의 양극산화법을 고안하게 되었다.38) 스테인레스 강

의 원 금속인 철의 양극산화는, 불소 이온을 포함한

Fig. 5. Top-view SEM images of (a) Bare-SS, (b) HA-60, (c) HA-300. (d) XRD patterns, (e) linear sweep voltammetry

curves, (f) corresponding Tafel slopes, and (g) EIS shown as Nyquist plots for the samples. All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with 1 M KOH.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7. Copyright 2020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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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글리콜 전해질 기반의 타이타늄 양극산화와 유

사한 메커니즘으로 양극산화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스테인레스 강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따르며, 양극

산화를 진행할 때, 화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해 생성과 용출이 발생한다.39)

2Fe → 2Fe3+ + 6e- (9)

Fe3+ + 3OH- → Fe(OH)3 (10)

2Fe(OH)3 → Fe2O3 + 6H2O (11)

Fe2O3 + 12F- + 6H+ → 2FeF6
3- + 3H2O (12)

Fe(OH)3 + 6F- → FeF6
3- + 3OH- (13)

Fe3+ + 6F- → FeF6
3- (14)

이와 같은 생성과 용출 반응의 메커니즘은 Fig.

6(a)의 시간-전류밀도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다.40) 메커

니즘을 살펴보면 전기장이 가해질 때, 장벽층의 산화

물이 먼저 생성되기 때문에, 초기에 전류밀도가 급격

히 하강한다 (stage I). 이후에는 전류밀도가 소폭 상

승하게 되는데 이는 표면에서 깊이 방향으로 용출이

발생하며, 산화막에서 기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항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stage II). 이후, equilibrium에

의한 steady-state가 되면서 용출과 생성이 반복되며

Fig. 6. (a) Time-current density curve of general anodizing process. (b) – (e) Schematic illustration of anodizing process

with fluoride ion, generally represented by Ti anodization. Reproduced by permission of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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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게 된다.40-43) Fig. 6(b)-(e)에서는 이와 같은 메

커니즘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43) 생성된 양극산화 피

막은 Fig. 6(e)에서 그려진 것과 같은 튜브 형태의 나

노 구조를 갖는다.43) 이와 같은 양극산화 기법은 알칼

리 전해 등과 같은 방법에 비해 균일하고 치밀한 철

산화물 나노 구조를 만들어 모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촉매인 동시에 지지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44,45)

일반적으로 합금의 양극산화를 진행하였을 때, 피막

에는 합금 성분의 일부가 남아있게 된다.46,47) Fig. 7

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을 양극산화하여 만든 피막의

cross-sectional view의 EDS mapping profile을 보여

준다. 이 때, 양극산화 피막 내에 합금 성분인 크롬과

니켈도 함께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 이는

일반적으로 합금의 양극산화에도 기본적인 주재료 금속

의 양극산화 기법을 따라가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스테인레스 강의 양극산화에서는 니

켈의 농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Y.

Wang의 연구에 의하면 양극산화 메커니즘이 진행되면

서, 산화물 내에 크롬은 남아있게 되나, 니켈의 경우

에는 용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농도가 더 낮게 나타

나는 것이다.48) 그리고 양극산화 피막의 응용에서 중

요한 것은 열처리 환경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다. Fig. 7(a)를 보면 air에서 열처리를 진행했을 때

양극산화 피막과 모제 사이에 두꺼운 산화 피막이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 확산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의 양극산화 피막을 열처리를

할 때 발생하게 된다. 특히, 철 또는 스테인레스 강의

Fig. 7. TEM images and EDS-mapping of (a) and (b) EASS-air; (c) and (d) EASS-Ar/H2.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8. Copyright 2020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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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산화에서는 Fig. 7(a)의 detached region처럼 부착

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전기전도도를 저하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Fig. 7(c)와 같이 아르

곤이나 Ar/H2와 같은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열처리를

하게 되면 산소 결함의 발생을 통해 전기전도성을 높

이고 촉매 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모제와의 부착성

을 높이고 두꺼운 열 산화막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a)에서는 양극산화 피막

에 대한 수소 발생 성능을 확인하였고, 양극산화 표면

처리 이후 비활성 가스에서 열처리되었을 때 모제인

스테인레스 강 금속보다 향상된 수소 발생 성능을 보

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내구성 테스트를 진

행하였을 때, 성능이 오히려 향상되는 결과값을 보여주

었다 (Fig. 8(b)-(c)). 이는 Fig. 9(a)-(d)의 XPS 결과에

서 확인된 것처럼 수소 발생 반응이 진행되면서 산소

결함이 증가하며, 일부 산화물이 수산화물로 변화하면

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

여 고전류밀도에서도 수소 발생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며 전극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38)

3.3 산화물 코팅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타 표면 처리

기술

양극산화 피막을 전기화학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얇은 다공성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산

화물과 산화물 grain 사이에 전도성이 좋지 않기 때문

인데, 접착제와 전도성 물질을 쓰지 않는다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H. Asoh의 연구

에서는 황산과 과산화수소 전해질을 이용하여 매우 얇

은 다공성 피막을 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

은 피막에 크롬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남아있어 수전해

기술에 응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49) 다른 방법으로 J. Lee 연구 그룹에서는

고온 글리세롤 기반의 불소를 포함하지 않는 전해질

에서도 양극산화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다. V.

Fig. 8. (a) polarization curves of ESS, EASS-air, and EASS-Ar/H2, (b) polarization curves of EASS-Ar/H2 before and

after linear sweep voltammetry for 10,000 cycles. (c) Long-term stability test as measured by chronopotentiometry for 24

h at 10 mA cm−2. All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 were carried out with 1 M KOH.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8. Copyright 2020 Elsevier.



전기화학회지, 제 24권, 제 2 호, 2021 23

Klimas의 연구는 글리세롤과 같은 높은 점도의 전해

질은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은데,50,51) 고온을 통해서

이를 활성화하여 양극산화로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

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양극산화 기법에

비해 두께가 얇은 피막을 형성하여 계면 반응 응용

기술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는 양극산화 피막에 다른 물질을 도핑하여 성능

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H. Yoo의 연구에서는

타이타늄에 루테늄과 이리듐 등을 도핑하여 내구성을

매우 향상시킨 DSA를 연구하였다. 타이타늄의 양극

산화에 루테늄과 이리듐의 단일공정 양극산화 기술을

도입하여 Fig. 10(a)-(d)에 나타나는 것처럼 타이타니

아 나노튜브 내에 루테늄과 이리듐을 각각 1.12, 0.53

at%가량 도핑하였다. 특히, 이리듐의 경우에는 음이온

전구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나노 입자화하여 전

하를 띠게 함으로써 단일공정 양극산화가 적용되게 하

였으며, Fig. 10(e)와 (f)를 보면 일반 양극산화된 타

이타늄 전극에 비해 매우 높은 산소 발생 성능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공정 양극산화는

앞선 연구 이외에도 음이온 전구체를 이용하여 양극

산화 시에 도핑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52,53) M. Kim의 연구에서는 앞

Fig. 9. XPS spectrums of EASS-Ar/H2 by different number of operating cycle. (a) Ni2p, (b) O1s, (c) Fe2p, and (d) Cr2p.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8. Copyright 2020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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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타이타늄 양극산화에 사용하는 단일공정 양극산화

법을 스테인레스 강의 양극산화에 적용하여 텅스텐을

도핑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44) Fig. 11(b)-(d)에서는

텅스텐이 도핑된 양극산화 피막에 대한 profile을 보여

준다. 이 때, 텅스텐은 양극산화 피막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압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도핑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Fig.

11(a)).44) 이와 같은 기술들은 향후에도 스테인레스 강

Fig. 10. The results of TEM-EDS mapping for IRNTs. Ti, Ru, and Ir are marked as blue (b), red (c), and green (d) spots,

respectively. (e) and (f) The results for OER activity, where f is a high magnification of e near overpotential region.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53. Copyright 2017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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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극산화나 다른 표면 처리에서 수전해 성능을 향

상할 수 있는 기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스테인레스 강은 저비용의 수전해용 소재로서 다시

금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스테인레스 강의 수전해 성능을 향

상시켜서 실용화에 도달하기 위한 표면 처리 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보다 더 나은 응용 기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극산화 또는 표면 처리 기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

지 못하여 다른 수전해용 촉매 물질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용화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을 비롯한 많은 연구진들이 스테

인레스 강을 통한 수전해 촉매 연구에 있어서 실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테인레스 강은 표면 처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제의

성질만으로 실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전해 전극을

개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

에 관한 특성을 규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많은 공동연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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