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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그린 코크스 상의 메조카본 마이크로비즈를 이용하여 약품 및 전기화학 부활 법을 적용하여 23 F/cc 급의 신형 고밀
도 활성탄을 합성하였다. 전기화학 부활과정 중에 고성능을 발현하기 위한 전기화학 거동을 순차적인 전압인가법을 이용하
여 검토하였다. 전기화학 부활의 유효전압은 높은 비표면적 활성탄의 표면활성 저하에 의해 적용전압에 무관하게 2.7∼3.2
V로 확인되었다.
23 F/cc grade new type of high density activated carbon from crystalline green cokes type of mesocarbon microbeads has
been synthesized by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activation. In order for these materials to have high performance, electrochemical behavior during electrochemical activation has been investigated by sequential voltage applying scheme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ive voltage for electrochemical activation was about 2.7∼3.2 V irrelevant to applying voltage due
to the decrease of surface activation of activated carbon with high specific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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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존의 물리, 약품 부활 방법에서 셀 제조 후에 2차로 전기화학 부활 방
법이 시도되고[6,7],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스템들이 연구되면서[8] 단
순한 비표면적을 사용한 용량발현을 벗어난 연구가 활발히 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된 코크스 계열 탄소재를 알칼리 약품으로 1
차 활성화을 실시하여 전기화학 활성화가 가능한 비다공성 활성탄을
제조하고, 순차적인 전압인가를 통하여 산화 환원을 반복함으로써 전
기화학 부활을 실시하여 고밀도 고성능 활성탄의 제조를 시도하였다.

최근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
한 장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역적인 충방전이 가능
한 에너지 저장장치 중 높은 출력밀도와 반영구적인 수명 등으로 최
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초고용량 커패시터이다[1,2].
초고용량 커패시터는 전극활물질인 활성탄, 전해액, 분리막 및 외장
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초고용량 커패시터의 핵심기술은
바로 축전용량의 발현과 및 주요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전
극활물질인 활성탄에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반응공간
확보를 위한 넓은 비표면적과 높은 전기전도도, 그리고 부반응이 적
은 전기화학적인 안정성 등이 전극활물질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었
으며, 때문에 넓은 비표면적을 바탕으로 활성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3].
2003년에 일본전자에서 일명 나노게이트 커패시터가 발표되고[4]
파워시스템즈에서 약품 부활을 통한 고용량 소재의 합성[5] 등이 새롭
게 선보이면서 전극 활물질용 탄소재의 재발견이 이루지고 있다. 기

2. 실

험

2.1. 전구체 제조 및 약품 부활

전극활물질 합성을 위한 원료로 그린 코크스 상의 메조카본 마이크
로비즈(Green Mesocarbon Microbeads, Osaka Gas, Japan)를 사용하였
고, 부활용 약품으로는 수산화칼륨(KOH, 시약급 ≥ 90% flakes,
Sigma Aldrich, USA)을 사용하였다.
메조카본 마이크로비즈를 관상로에서 승온속도 5 ℃/min로 1300 ℃
까지 승온하여 2 h 동안 유지시켰고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알곤 가스
3
를 0.5 m /h로 흘려주어 비활성 분위기를 유지시켰다. 제조된 전구체
와 수산화칼륨을 1 : 4 무게비로 칭량한 뒤에 기계적으로 분쇄 및 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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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약품 부활이 진행되면서 알칼리 금속으로 인한 강한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응용기 및 반응기의 재질은 모두 니켈로 제작하였
다. 약품 부활을 위한 열처리 조건은 5 ℃/min로 850 ℃까지 승온하고
1 ℃/min로 900 ℃까지 승온시킨 뒤에 서냉하였다. 반응이 진행되는
3
동안 알곤 가스를 0.2 m /h로 순환시켰다. 합성된 활성탄을 불순물 제
거를 위하여 1 몰 염산 수용액으로 가열 교반하여 세정한 뒤에 pH가
7 ± 0.4가 될 때까지 증류수로 반복하여 세정하였다. 세정된 시료는
91.2 kPa, 150 ℃에서 12 h 동안 진공 건조하여 초고용량 커패시터용
전극활물질로 사용하였다.
합성된 전극활물질은 Brunauer, Emmett, and Teller 방식으로
ASAP2020 (Micrometrics, USA)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전기화학 부활 조건과 전기화학 실험
전극제조를 위하여 합성된 전극활물질을 퍼니스 블랙 계열의 소재
(Ketjen Black ECP-600JD, Mitsubishi Chemical, Japan), 폴리테트라플
루오르에틸렌(PTFE D-60, Daikin, Japan)과 함께 각각 90 : 7 : 3의 질
량비로 혼합하여 가열형 롤 프레스와 환류형 오븐에서 연신/건조 공

정을 거쳐 전극을 제조하였다. 이때 전극은 반복적인 연신공정을 통
하여 평균 180 µm 두께로 가공하였으며 직경을 φ12 mm로 천공하여
셀 제조용 전극으로 하였다.
전기화학 부활 및 충방전 특성 측정을 위한 셀은 코인형 제품을 사
용하여 2전극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으며 셀의 규격은 직경 φ18.5 mm
에 높이가 2 mm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전해액은 프로필렌 카보네이
트에 1 몰의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르보레이트가 용해된
것(1 M TEABF4/PC, Honeywell, Germany)을 사용하였고, 분리막은
50 µm두께의 셀룰로오스 계열(TF4050, NKK, Japan)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공히 셀을 3개씩 테스트하여 평균값
을 취하였고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주는 셀의 것만 수집하였다. 알곤
분위기에서 제조된 셀은 24 h 동안 상온에서 안정화시킨 뒤에 전기화
학 부활 및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부활 효과의 정확한 관찰을 위하여
별도의 에이징은 실시하지 않았다.
전기화학 부활은 충방전시험기 BTS-100 (Human Technology,
Korea)로 실시하였으며 2.7부터 3.7 V까지 0.1 V씩 순차적으로 충전
전압을 올리면서 충방전을 실시하여 셀을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충전
은 5 mA의 전류로 충전목표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정전류를 인가하
고 목표전압에 도달한 뒤에 정전압충전으로 진행하여 누설전류 값이
0.5 mA가 되면 충전을 종료하고 방전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방전전
류는 1 mA로 0 V를 종료전압으로 하였다. 이 때 전압별 충방전 용량
의 변화를 관찰하여 전기화학 부활 효과를 측정하였고, 충전중의 누
설전류 곡선을 통하여 부활 공정이 일어나는 주요전압 및 부활 거동
을 살피고자 하였다. 여기서 시도한 전기화학 부활의 기본 개념은 다
른 연구에서 설명한 것[9,10] 같이 전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극의 상태와 전해액에 존재하는 전기화학 활성 종(electroactive species)의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적인 특성에 치중하기 위하며 전해액은
1 M TEABF4/PC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구체는 실험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사
카 가스에서 만든 메조카본 마이크로비즈의 그린 코크스 상이다. 대
부분이 이방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정성과 적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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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계 이방성 코크스 계열이라 구분할 수 있다. 이 전구체를 1300 ℃
에서 1차 탄화를 시켜서 사용한 까닭은 유분 제거와 함께 코크스의
이방성과 적층성을 더 발달시키기 위함이다. 부활된 코크스를 초고용
량 커패시터의 활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부활
방법은 다단계 복합 부활 법에 해당한다. 이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1차적으로 수산화칼륨을 이용한 약품 부활(chemical activation)
을 실시한 뒤에 2차 전기화학 부활(electrochemical activation)를 이용
한 다단계 부활을 통하여 고성능의 초고용량 커패시터용 전극활물질
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2
1차 약품부활을 진행한 결과 전극활물질의 비표면적은 40 m /g, 수
율은 70%를 나타내었으며 제조된 전극의 밀도는 1.07 g/cc이다. 본 연
구에서는 약품량을 코크스량의 4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어
진 1차 부활 활성탄의 비표면적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전구체를 전처
리함으로써 유분 제거와 동시에 결정성이 증대되면서 약품과의 반응
시 활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번아웃된 양이 30% 정도인 것으로 보아, 약품 부활을 통해 비표면
적 증대보다는 표면 에칭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정성이 높은 전구체는 약품 부활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초고용량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비
2
표면적이 1500 m /g 내외이고, 전극밀도가 약 0.5 g/cc인 것[11]을 감
안할 때 본 실험에서 합성된 탄소재는 비다공성 전극활물질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다공성 활성탄에 추가적인 전기화
학 부활 공정을 실시하여 고밀도 고성능 활성탄으로 개조하였다.
전기화학 부활 공정에서 구동전압보다 높은 값을 인가하여 셀을 에
이징시키고 용량을 증대시키는 연구[6,7]는 있었으나 전기화학적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활물질이 부활되도록 한 후의 거동에 대한 분석과
충전 시 누설전류의 변화를 분석함에 따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
다. Figure 1은 2.7부터 3.7 V까지 0.1 V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승압하
면서 충방전을 되풀이하여 셀을 구성하고 있는 전극활물질을 전기화
학 부활시킬 때에 측정된 충전전압 곡선이다. 충전은 종지전압까지
정전류를 인가한 후, 종지전압을 정전압으로 인가하여 반응을 종료시
키는 패턴으로 진행하였다. 정전류가 인가되는 동안의 곡선을 보았을
때, 전압의 증가에 따라 2.7 V 이상에서도 전기화학 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곡선의 형태를 보았을 때 2.7 V 이상에서 보이는
전기화학 활성의 원인도 근본적으로 전기이중층의 충전에 의해 발생
하는 것이다[7]. 처음에 사용한 셀을 2.7 V 인가한 후 재방전시킨 셀
을 2.8 V로 인가하였을 때는 종지전압까지 전압을 높이는 데 소모되
는 전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전기이
중층에만 관련되는 반응이라면 전압에 따라 선형적인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급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기이중층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커진 이유는 전기이중층의 형태 혹은 형성되는 탄소재의 기공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8 V 이상에서 전기
2
화학 부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1500 m /g 정도
의 비표면적을 가지는 활성탄으로 제조된 초고용량 커패시터에서는
용량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관측할 수 없고 오히려 부반응으로 인해
표면이 망가져 용량이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다[12]. 순차적으로 일
어나는 실험에 사용한 셀은 초기 부반응이 제거된 상태이며 연속적인
부활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전압의 상승에 따른 충전 용
량의 급격한 증가는 전기이중층과 연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3.3 V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초고용량 커패시터에서 관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12], 3.3 V 이상의 곡선에서는 소
모되는 전하량이 일정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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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2nd Charging profiles of full cell during electrochemical
activation.

Figure 2. Time elapsing profiles of stray currents of full cell after applying constant current during electrochemical activation.

있는데, 이는 고비표면적 활성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고전압 인가에 따른 표면의 활성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누설전류의 경
시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이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3.1 V까지 곡선
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모전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3.2 V를 전환점으로 3.3 V 이상의 전압에서는 다시 누설전류가
감소하는데. 2.7∼3.2 V까지의 현상은 일반적인 고비표면적의 활성탄
전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12]으로 전기화학 부활에 의해 전기

연구 개발에서 발견한 것은 탄소재의 전기화학 부활 전압은 3.2 V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전기화학

이중층의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활성탄 모재의 표면구조가 개질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3.3 V 이상에서 보이는 누설전
류의 패턴은 Figure 1의 충전 곡선에서 일반적인 고비표면적의 활성
탄전극으로 만든 초고용량 커패시터에서 관측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전형적인 고비표면적 활성탄의 누설전류 경시
변화 곡선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Figures 1, 2의 전기화학 거동 분석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결정성이 있는 메조카본
마이크로비즈로부터 약품부활을 통해 제조된 활성탄은 2.7∼3.2 V 사
이의 셀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전기화학적으로 부활되면서 전기이중
층 커패시턴스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3 V
이상에서는 더 이상 부활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고비표면적 활성탄을
이용한 초고용량 커패시터 셀과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ure 3은 종지 전압별 순차적인 방전곡선으로써, Figure 1에서의
충전용량의 증가와 함께 방전용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방전용량이 충전용량과 비슷한 경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
아 위의 전기화학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전기이중층 반응은 전기화학
적으로 가역성이 우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3 V 이상에서 방전
곡선에서 볼 수 있는 변화로는 방전 초기의 IR 강하가 종지전압 증가
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전압 인가의 영
향으로 전극 혹은 전해질의 파괴로 인한 등가직렬저항(equivalent
series resistance)의 증가로 귀결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으로부터 본

부활이 더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화학 부활이 유효한 전압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탄소 전구체의 표면 상태나 준비 조건
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전기화학 부활을 3.2 V까지 마친 뒤
에 다시 종지 전압을 2.7 V로 낮추어 충방전을 실시한 결과 22.5 F/cc
의 축전비용량을 보였는데 이것은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화
학 부활을 진행하기 이전의 방전용량인 6.0 F/cc에 비하여 약 3.7배 증
가한 값에 해당하는 데, 전기이중층 반응에 의해 저장되는 전하량이
증가된 이유는 전기화학 부활을 통해 비다공성 소재의 전기이중층 반
응의 활성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정성 소재의 경우
전해액의 용매와 염에 따라 음이온의 인터컬레이션에 의해 층간이 확
대되거나 새로운 표면이 나타나게 되어 전기이중층 형성에 기여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약품 부활에 의해 생성된 표면과 달리 전기화학 부
활에 의해 형성된 표면은 그 전해액에 최적화된 전기이중층 형성용
표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1은 전기화학 부활이 진행되기 전후의 특성 비교표이다. 전기
화학 부활에 따라 3.2 V 부활 시 축전용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3.5
V 부활 시 축전용량은 3.2 V 부활 기준으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역시 전계부활에 필요한 적절한 전압대를 넘어서
면 전해액 분해 및 전극 표면 파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역효과
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12]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극에 함침된 전해액
이 전기화학 부활이 진행됨에 따라 전극이 팽윤을 일으키고 입자 자
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전극밀도가 1.07에서 0.98 g/cc
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표면적은 전기화학 부활
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축전용량의 증가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화학 부활은 비표면적 및 기공
적의 확대보다는 전극표면의 활성화 및 최적화를 통하여 전기이중층
반응의 이용률 및 활성도를 극대화한 부활 법이라 할 수 있다. 전기화
학 부활 법은 초고용량 커패시터의 신규 활물질용으로 사용하기에 적
합하고, 특히 이용률이 낮은 표면을 많이 가진 고비표면적 저밀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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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Chemical Properties of Dried Electrodes of Fresh
and after Electrochemical Activation at 3.2 and 3.5 V
Sample Status

BET
Surface
Area (m2/g)

Electrode
Density
(g/cc)

Specific
Capacitances
F/cc

F/g

Fresh Electrode

78

1.07

6.0

5.6

That after Electrochemical
Activation at 3.2 V

90

0.98

22.5

23.0

That after Electrochemical
Activation at 3.5 V

92

0.97

21.9

22.0

하는데 성공하였다. 개발된 신형 활성탄의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기화학 부활까지 진행된 다단계 부활 법의 결과는 22.5 F/cc의
축전비용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품 부활만 진행한 소재
가 약 6.0 F/cc의 값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약 3.7배 정도로
확인되었고 이 용량 증가의 원인은 전기화학 부활에 의해 활성 표면
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메조카본 마이크로비즈는 약 3.2 V까지 전기화학 부활 반응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곡선의 모양과 누설전류의 감쇄 패턴을 보았을
때 전기화학 부활 반응 자체는 이온의 인터컬레이션을 통한 전기이중
층 형성 반응 자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3) 3.3 V 이상에서는 전기화학 부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일반
적인 고비표면적 활성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망가지는 것으로 보였
다. 이로부터 전기화학 부활은 적절한 전압대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였으며 메조카본 마이크로비즈의 적절한 전기
화학 부활 전압대는 2.7∼3.2 V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밀도 활성탄은 모바일 분야 용도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신규 응용분야에 유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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