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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휴 용 IT 장비와  hybrid 

electric vehicles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energy storage device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엇다. 다양한 en-

ergy storage device 중 supercapacitor는 높은 에너지 

저장성능과 긴 수명 그리고 낮은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맞춰 이 분야에 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upercapacitor의 가장 큰 장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훨씬 큰 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 짧은 충방전 속도를 가지는 것이다.1-4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메모리 백업시스템, 크레인, 지게차 , 전기자동차5 

등의 일반용 또는 산업용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 빈도는 점점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6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supercapacitor들은  높은 

비표면적, 낮은 가격, 쉬운 가공성 등으로 인해 

activated carbon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6 하지

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activated carbon들은 입자크

기의 수십 um이상이기 때문에 잉크화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activated carbon

들은 부분 슬러지 타입의 잉크로만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잉크 타입의 제약은 이를 코팅할 수 

있는 코팅 방식의 제약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슬러

지 타입의 잉크는 잉크의 점도가 매우 크고, solid 

contents의 함량이 매우 커서 bar coating의 방법 

말고는 코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수백 nano size의 activated carbon을 이용하여 전극

용 잉크를 제작하였고, 기존의 bar coating 기법이 

아닌 간편하고 균일한 coating이 장점이 spray coat-

ing 기법을 도입하였다. coating이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stage가 움직이는 타입의 spray coating 장비를 

실제 제작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해보았다.

 

2. 시료의 준비

activated carbon 잉크의 경우 polymer 계열의 분

산제를 이용하여 분산시켰다. 분산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해 약 1.5 wt%의 묽은 잉크로 제작하였다.

spray coating 장비의 경우 고정밀 liner LM guide 

stage를 활용하여 장비를 제작하였다. spray coating 

장비의 경우 에어로졸 타입으로 잉크가 분사되기 

때문에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 Fume hood 내부에 

장비를 설치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프레이 노즐에서 나온 에어로졸이 Hood 내부

로 빨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노즐과 기판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밀착시켰고, 

노즐과 기판 사이의 거리가 짧아 carrier gas가 직접 

기판에 닿게 거리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스프레이 노즐에서 나온 에어로졸은 carrier 

gas의 guide로 인해 hood 내부로 빨려가지 않고 

기판까지 잘 이동되게 하였다.

코팅되는 기판과의 노즐의 거리가 가깝고, 기판

에 고팅되는 스프레이의 폭이 12 mm 정도로 좁아 

3 mm 간격으로 겹쳐서 코팅하는 방법을 도입하였

다. 또한 코팅의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좌우로 코팅

한 후, 상하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중복 코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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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박막의 균일성을 최 한 살리는 방향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3. Energy Storage Device의 제작

이상의 방식으로 제작된 energy storage device용 

잉크와 자체 제작한 spray coating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표적인 energy storage device인 super-

capacitor 전극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전극

을 전해질액에 담궈 실제 소자 성능을 확인해보았

다. 측정 결과 본 실험과정을 거쳐 제작된 전극은 

supercapacitor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다.

4. 결론

본 실험에서는 사용한 spray coating 장비는 en-

ergy storage device를 만들기에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실험에서 사용한 저점도의 묽은 잉크 

역시 spray coating 장비에 쓰기에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실험 방법으로 제작한 

supercapacitor 전극이 매우 잘 구동하는 것을 확인

함으로써, 본 실험에서 제작한 spray coating 장비가 

energy storage device를 제작하는데 매우 유용한 

coating 기법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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