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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새롭게 등장한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 (Energy storage device)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에너지 저장 장치 중, 

리튬 이온 전지는 고용량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휴대용 

전자기기의 배터리로 사용되지만, 슈퍼커패시터는 빠른 

전하 이동으로 충·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출력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2-3]. 특히 슈퍼커패

시터를 부하 응답이 비교적 느린 친환경 에너지원이나 

대형 발전기의 저장 장치에 적용시키면 생성된 전력과 

부하 상태의 전력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슈퍼커

패시터는 동작 메커니즘에 따라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전착법으로 제작한 Ni(OH)2 나노 시트의 핵 형성과 성장 거동에 미치는 
헥사-메틸렌테트라민(HMT)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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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DLC)와 의사커패시

터 (Pseudocapacitor)로 분류할 수 있다. 전기이중층 커

패시터는 충전 시에는 전해액 계면에 이온이 전기이중

층 형태로 축적하고, 방전 시에는 흡착되었던 이온이 

전해질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만 전하가 축적되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의사커패시터는 전극 활물질과 전해

액 상호간의 산화·환원 반응 (Redox reaction)을 통해 

전하를 축적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이중

층 커패시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5]. 이러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비정전용량 

(Specific capacitance)이 높은 전극 소재와 비표면적 

또는 기공도를 높일 수 있는 다공성 구조 제작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6]. 특히 금속수산화물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여 전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특히 다공성 

나노 구조화를 통해 표면적을 높이면 전해질 이온의 확

산 거리 축소와 위상 변환이 억제되어 고속 거동을 할 

수 있다[7]. 또한 슈퍼커패시터는 소재 고유의 특성뿐 

아니라 제작 공정에 따라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맞는 방법으로 전극을 제조하

여야 한다. 슈퍼커패시터전극의 제작 방법으로는 수열

합성법 (Hydrothermal), 기상화학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졸겔법(Sol-gel), 공침법 

(Coprecipitation), 전착법 (Electrodeposition)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전착법은 저렴하고, 

전극 제작이 간단하며, 합성 시 전극활물질의 성장 인자

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합성 방법이다[8]. 

본 연구에서는 의사커패시터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다공성의 금속수산화물을 형성시켰으며, 금속 

소재는 높은 비정전용량과 빠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전도성이 높은 니켈 (Ni)을 전극 소재로 채택하였

다. 또한 금속수산화물의 구조, 결정 크기, 형태에 영향

을 주는 인자로 보고되고 있는 헥사-메틸렌테트라민 

(Hexa-methylenetetramine, 이하 HMT)을 음이온 첨

가제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장 제어가 가능한 전착법

을 이용하여 전극 활물질을 합성하였으며, HMT 농도에 

따른 Ni(OH)2의 성장 거동 및 속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나노 구

조와 합성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의 기판 소재는 전기전도도가 높고, 비표면

적이 높은 Ni foam을 사용하였으며, 합성 전 Ni foam을 

초음파 탈지기를 이용하여 아세톤 (Acetone), 이소-프

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탈이온수 (D·I wa-

ter)로 각각 10분간 세척 후, 실온 건조하여 준비하였다. 

니켈 전구체 용액은 질산 니켈 (Nickel(II) nitrate 

hexa-hydrate, Ni(NO3)2·6H2O)을 탈이온수 50 mL에 

용해하여 0.2 M의 농도로 제조하였다. Ni(OH)2의 핵생

성 및 성장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니켈 전구체 용액에 

헥사-메틸렌테트라민 (Hexa-methylenetetramine, 

HMT)을 free, 3 mM, 7.5 mM, 10 mM 순으로 증가시켰

다. 합성 전, 제조한 니켈 전구체 용액을 85℃에서 30분

간 400 rpm으로 교반하여 활성화시킨 후, 작동 전극 

(Working electrode)에 10 × 10 × 1 mm 크기로 제작한 

Ni foam, 상대 전극 (Counter electrode)에 백금(Pt), 

기준 전극 (Reference electrode)에 Ag/AgCl을 사용하

여 3-전극 시스템으로 전착하였다. -0.85 V vs. 

Ag/AgCl, 무교반 상태로 Chronoamperometry 모드로 

3분간 전착을 실행하였으며, Potentiostat-Galvanostat 

(Versastat 3, AMETEK scientific instruments, UK)를 

사용하였다. 합성 후, 탈이온수로 전착한 시료를 세척하

였으며, 25℃, 진공 분위기에서 건조하여 Ni(OH)2 전극

을 제작하였다. 표면 분석은 HMT free, 3 mM, 7.5 mM, 

10 mM의 시료를 각각 FE-SEM(Hitachi S-4800, 

Japan)의 SE 모드로, 100,000 배율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a)는 Chronoamperometry 모드로 전착 시,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먼저 환원 전

류가 상승하다가 감소하는 경계(변곡점)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착 시간이 10초일 때

와 전착이 끝난 180초일 때의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하여 나타내었다. 전류 변화가 가장 빨랐던 HMT 

10 mM 시료의 전착 시간 10초와 180초의 표면을 비

교한 결과, 전류가 증가하는 10초에서의 Ni foam은 

Ni(OH)2 핵이 형성되었지만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표

면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전류가 감소하는 180초에서

는 Ni foam 표면에 Ni(OH)2 나노 시트 형태로 완전

히 성장하여 표면을 뒤덮은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림. 1(a)의 그래프와 FE-SEM 이미지를 

Gugliemi의 2단계 흡착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9]. 

Gugliemi의 2단계 흡착 모델에 따르면 전착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처음 낮은 전류의 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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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은 금속 이온이 표면에 약하게 흡착되고, 흡착된 

입자가 전극 표면의 활성 작용 site에서 확장함에 따

라, 감소된 이온 수가 증가하여 음극 전류가 증가한

다. 그 후 금속 입자가 활성 반응 부분을 완전히 덮게 

되면 전해질이 전극/용액 계면으로의 확산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음극 전류는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활성 표면적 관점에서 보면, 

Ni foam 표면에 Ni(OH)2 핵이 생성되고 성장하면서 

전착할 수 있는 활성 표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든 

활성 표면적에 의해 환원 전류가 점차 감소하는 메커

니즘이다. 표. 1은 최대 환원 전류와 그 값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나타내었다. HMT를 첨가하지 않은 

HMT free 시료의 경우 최대 전류는 76.9 초에서 

-19.9 mA·cm-2, HMT 3 mM 시료는 38.2 초에서 

-12.74 mA·cm-2, HMT 7.5 mM 시료는 23 초에서 

-10.18 mA·cm-2, HMT 10 mM 시료는 12.5 초에서 

-10.14 mA·cm-2에서 최댓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HMT를 첨가할수록 최대 전류의 시간이 점차 빨라졌

는데, 이는 전극 표면의 활성 핵 형성 site가 증가했기 

때문에 핵 형성 구간이 빨라지고 성장 구간이 길어졌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b)는 Ni foam 위에 

HMT 7.5 mM의 농도로 전착했을 때의 Ni(OH)2 나노 

시트 단면을 나타내었다. Ni(OH)2의 나노 시트의 두

께는 약 57.3 nm에서 97.4 nm로 관찰되었다. 

Table 1. Maximum current and time at maximum current 
density

  그림. 2는 Ni(OH)2 전극의 형상 및 표면 분석을 위

해 HMT 농도 증가에 따라 Ni(OH)2의 표면을 

FE-SEM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그림. 2 (a)는 HMT 

free, (b)는 HMT 3 mM, (c)는 HMT 7.5 mM, (d)는 

HMT 10 mM 시료의 Ni(OH)2 나노 시트 표면을 

100,000배로 관찰하여 나타내었다. HMT free 시료는 

Ni(OH)2 나노 시트가 Sphere 형태로 성장하였고, 크

기와 두께는 작고 얇게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0]. 작고 얇게 성장한 Ni(OH)2 나노 시트는 유연하

지 않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HMT 3 mM 시료는 HMT free 시료처럼 크랙은 발생

하지 않았지만 나노 시트의 크기와 두께는 증가하였

다. 그러나 여전히 Sphere 형태로 성장한 Ni(OH)2 나

노 시트가 관찰되었다. HMT 7.5 mM 시료는 나노 시

트의 크기와 두께가 HMT 3 mM 시료보다 크고 넓게 

성장하였고 Sphere 형태는 없었으며 평활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HMT 10 mM 시료는 HMT 

7.5 mM 시료와 나노 시트의 크기와 두께는 비슷했지

만, 시트 간의 빈 공간(void)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핵 성장 반경의 증가로 인해 시트 간의 

척력이 발생하고 간격이 넓어져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FE-SEM 표면을 관찰한 결과, HMT 7.5 mM 

시료의 표면에 크랙이나 빈 공간 없이 나노 시트 상호

간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 채 균일하게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 (a) Time vs. current curves of Ni(OH)2

electrodeposited on Ni foam with the concentration of 
HMT free, 3, 7.5, and 10 mM samples under constant 
voltage mode of -0.85 V vs. Ag/AgCl, (b) cross section 
image of HMT 7.5 mM sample.

Sample
condition

Maximum current 
(mA)

Time at maximum 
current 
(sec)

HMT free -19.9 76.9

HMT 3 mM -12.7 38.2

HMT 7.5 mM -10.2 23.0

HMT 10 mM -10.1 12.5

Fig. 2. FE-SEM images of Ni(OH)2 grown on Ni foam 
with the HMT concentration of (a) free, (b) 3 mM, (c) 
7.5 mM, and (d)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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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Chronoamperometry 모드로 Ni(OH)2를 

전착했을 때의 전류의 실험값과 핵 형성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Scharifker-Hills 이론 모델을 

식 (1)와 식 (2)으로 계산 후 매칭하여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11]. S-H 모델에 따르면, 핵 형성 이론 메커

니즘은 순간적 (Instantaneous) 핵 형성 모델과 점진

적 (Progressive) 핵 형성 모델로 정리한다. 순간적 핵 

형성 모델은 전위가 인가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핵 생성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때 전착된 핵의 성장 속도는 핵 생성 속도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난다. 반대로 점진적 핵 형성 모델

은 활성 표면에 핵이 생성되고, 그 위로 새로운 핵이 

계속 생성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두 이론 모델의 메커

니즘 차이를 그림. 4로 나타내었다[12]. 이러한 새로

운 핵의 지속적인 생성은 핵의 빠른 성장 속도를 초래

하기 때문에 점진적 핵 형성 모델이 순간적 핵 형성 

모델보다 그래프 곡선이 더 뾰족하게 나타난다. 순간

적 핵 형성(식 (1))과 점진적 핵 형성 모델(식 (2))은 

다음 식과 같다[13].


max



= m ax

 


exp m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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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x



= m ax

 


exp m ax

 










     (2)

  식 (1), (2)에서 imax과 tmax은 최대 환원 전류의 전

류와 최대 전류일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식 (1), (2)

는 실험 데이터의 전류와 시간의 비선형 피팅을 통해 

전착과정에서의 매개 변수를 계산하는 관계를 가진다. 

핵 형성 모델의 이론 계산 값과 실험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론적 모델은 매끄러운 음극 표면

에서 발생하는 핵 생성 및 성장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전착 시 발생하는 저항과 실제 전극 표면에 있는 전위

와 같은 미세한 결함, 굴곡진 표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면에 있는 결함들은 추가적인 활성 핵 생

성 site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값의 시간에 대

한 전류의 감소는 이론 모델보다 작게 나타났다[14]. 

또한 핵 성장 구간에서 이론적 모델과 큰 차이를 보였

는데 이는 핵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가 핵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론적 핵 성장 매커니즘과 비교한 결과 모든 실험 데이

터는 점진적 핵 형성 메커니즘보다 순간적 핵 형성 메

커니즘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HMT가 증가함에 따라 

핵 성장 속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앞서 계산한 순간적, 점진적 핵 형성 이론 모델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확산 계수 (D)와 핵 형성 site의 

밀도 (N0)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핵 형성 이론 모델

의 확산 계수와 핵 생성 site의 밀도의 계산에 앞서 

전착이 가능한 핵의 수 (N(t))와 핵 형성 site의 밀도

의 관계는 식(3)과 같다.

Fig. 4. Illustrations of the nucleation and 
growth process in the Scharifker-Hills theory 
model.

Fig. 3. Dimensionless i2/im2 vs. t/tm plot curve comparing 
the experimental value with the theoretical nucleation 
mechanism of the Scharifker-Hill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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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 N0[1 - exp(-At)](3) [15]

  N(t)는 핵의 수, N0는 핵 생성 site의 밀도, A는 활

성 site 당 핵 생성 속도 상수, t는 과전위를 적용한 

후의 시간을 나타낸다. S-H 모델에서의 순간적 핵 형

성 모델은 At >> 1, N(t) = N0 조건이며, 점진적 핵 형

성 모델은 At << 1, N(t) = N0·At 조건을 전제로 한

다.

  순간적 핵 형성 메커니즘 (N(t) = N0)의 이론적 imax

과 tmax을 식 (4)와 식 (5)에 나타내었다. 이론적 imax

과 tmax에 대한 두 방정식을 병합하여 정리하면 순간

적 핵 형성 메커니즘의 확산계수 방정식 (식 (6))과 

핵 생성 site의 밀도 (식 (7))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순간적 핵 형성 메커니즘은 전위가 부하함과 동

시에 핵 활성 site에 핵이 달라붙기 때문에 용액 내 

감소하는 핵의 수를 표면에 전착할 수 있는 핵의 활성 

site 밀도 (N0)와 같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max   
      (4)

max        (5)

  max
2 max

              (6)

  (/maxmax)
2   (7)

  F는 페러데이 상수 (96,500 C·mol-1), z는 전착종의 

전하 수, D는 확산계수(cm2·s-1), Vm은 몰 부피 

(L·mol-1), N0는 핵 생성 site의 밀도 또는 활성 부위

(cm2), C0는 용액 벌크에서의 화학종의 초기 농도 (M)

로 나타낸다. 

  점진적 핵 형성 메커니즘 (N(t) = N0·At)의 이론적 

imax과 tmax을 식 (8)와 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점진

적 핵 형성 메커니즘은 핵 형성과 성장이 반복하기 때

문에 전착 시 용액 내 감소하는 핵의 수를 핵 형성 

site 밀도 (N0)에 핵 형성 속도 상수와 전착 시간을 곱

하여 나타낸다. 위와 같이 식 (8), 식 (9)을 병합하여 

정리하면, 점진적 핵 형성 메커니즘의 확산계수 방정

식 (식 (10))과 핵 형성 site의 밀도를 (식 (11))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x    
 

    (8)

max   
 (9)

  max
2 max

            (10)

  
 




 
    (11)

  HMT 농도 변화에 따른 시료 각각의 imax과 tmax를 

대입하여 순간적 핵 형성 메커니즘의 확산 계수 (D)

와 핵 형성 site의 밀도 (N0), 핵 형성 속도 (AN0)를 

표 2로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실험값은 순간적 

핵 형성 매커니즘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점진적 

핵 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확산 계수와 핵 형성 site의 

밀도는 나타내지 않았다. HMT 농도 증가에 따라 순

간적 핵 형성 매커니즘의 확산 계수와 핵 형성 site 

밀도를 계산하였을 때, 확산계수는 작아지고, 핵 형성 

site 밀도는 증가하였다. 확산계수의 감소는 환원종인 

Ni 이온과 복합체인 HMT 결합이 많아질수록 전극에 

도달하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7]. 

Table 2. Diffusion coefficient and island density of 
instantaneous nucleation mechanis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착법에 의해 제작된 Ni(OH)2 나

노시트의 핵 형성과 성장 거동에 미치는 헥사-메틸

렌테트라민(HMT)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착

법은 성장 인자를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Ni(OH)2의 핵 형성 및 성장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합성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아민계 고분자 첨가제인 

HMT가 Ni(OH)2 나노 시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HMT가 증가할수록 Ni(OH)2 나노 시트

의 크기와 두께는 증가하였으며, 나노 시트가 sphere 

D (cm2s-1) N0 (cm2)

HMT free  ×
   ×

HMT 3 mM  ×
   ×

HMT 7.5 mM  ×
   ×

HMT 10 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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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HMT 

7.5 mM 시료와 같이 Ni(OH)2 나노 시트가 일정한 

배열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HMT를 더 

첨가한 HMT 10 mM 시료의 표면에서는 시트 간의 

빈 공간이 발생한 것을 관찰되었다. 실험 데이터를 

Scharifker-Hills 이론 모델에 피팅한 결과, 이론 메

커니즘과 완전히 매칭 되지 않았지만, 모든 실험 데

이터는 순간적 핵 형성 메커니즘에 더 가깝게 나타

났으며, HMT 농도가 증가할수록 핵 형성 구간은 점

차 감소하고 성장 구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핵 

성장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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