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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기이중층캐패시터 이하 로(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 EDLC

표기는전극활물질이화학적으로반응하지않아사이클수명이매우)

길고 전하를띤입자의이동및흡 탈착의물리적과정을통해전기, ⋅

에너지를 저장 방출하므로 출력밀도가높은 재래식캐퍼시터와 에너,

지밀도가 높은 차전지의 중간 특성을 지닌 에너지 저장장치이다2

이러한 의 성능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는 분극성 전극 물[1,2]. EDLC

질이며 활성탄소는그 대표적인재료이다 이는활성탄소가 비표면적.

이높고 전기전도도가크며전기화학적으로안정하기때문이다 따라, .

서 활성탄소의 물성이 에 적합하도록 제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EDLC

한 일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3-13].

활성탄소의기공구조와 의성능과의관계는아직도명확하게EDLC

규명되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으나 최근의 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표면적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더 이상,

의 용량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전체세공 중 일정량 이EDLC ,

상의 가 존재할 때 의 방전용량이 증대된다는 된다는meso-pore EDLC

보고가다수나오고있다 활성탄소의물성및성능을 의[14-16]. E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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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관련지을 때 활성탄소의 기공구조와 더불어 활성탄소의 형상

은또하나의고려의대상이라고볼수있다 실제활성탄소의형상은.

전극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분말 또는 섬유상 활성탄소, [5,6]

의 경우각각의 기공특성에따라 전극소재로 사용된여[17,18] EDLC

러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입상 활성탄소나 특히 구형 활성.

탄소를 에 적용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EDLC

것으로 보인다 구형 활성탄소를 에 적용하는 경우 전극 내부. EDLC ,

입자간의 공극이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으므로 전극 구성 입자 사이

로이온 확산속도를 높일수 있어충 방전 속도가향상되며 내부저⋅

항이 감소될 것이고 전극물질의 충진 효과가 커지므로 전극의 밀도,

를증가시킬수있어 의단점으로지적되는단위부피당낮은에EDLC

너지밀도를향상시킬 수있을 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미세구형으로.

구조를 지닌 고비표면적의 활성탄소는 의 성능을 개meso-pore EDLC

선할 수 있는 전극물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 로부터 합성한resorcinol formaldehyde R-F

을 탄소원으로 하며 원리를 이용하여 미세xerogel micro-encapsulation

구형화한 후 의 구조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천이금속산화물meso-pore

코발트촉매하에서 를활성화제로사용하여 구조를지KOH meso-pore

닌 미세구 형의 활성탄 제조를 시도하고 제조된 미소구(micro-sphere)

형 활성탄을 의 전극물질로 적용하여 기존 활성탄소 전극물질E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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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중층 캐패시터의 성능향상을 위한 전극물질로서 수지를 탄소원으로 사용하여resorcinol-formaldehyde meso-pore

비율 의 기공특성을 지니며 직경 의 미세구형 활성탄을 제조하였다 이 활성탄을 전기이중층에 적52 64% 2 10 µm .∼ ∼

용한 결과 구조의 미세구형활성탄은 전하전달저항의 저감 및 충방전율 수용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meso-pore

나타내어 전기이중층 캐패시터의 성능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극물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micro-spherical activated carbon with meso-pore structure of 52 64% and particle diameter of 2 10 µm was prepared∼ ∼

for the improvement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ctivated carbon as electrode material for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Resorcinol-formaldehyde resin was used as a carbon source in this preparation. According to electrochemical analysis of

EDLC using this activated a carbon with showing effects to reduce charge transfer resistance and to increase rate capability,

it was found out that micro-spherical activated carbon could be a good method as well as a material for enhancing the per-

formance of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Keywords: double capacitor, activated carbon, micro-sphere, meso-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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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개선의 방향 및 그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2. 시료 및 실험

2.1. microsphere형 활성탄의 제조

시료2.1.1.

미세구 형의 활성탄 제조를 위해서는 전구체의 성형과(microsphere)

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합성소재인 수지를 원료물질로 선phenol

정하였다 출발물질로 과. resorcinol (aldrich) formaldehyde (37% sol-

덕산공업을사용하였으며 중합반응에서의 촉매로ution, ) , sodium car-

활성화시 형성을 위한 촉매인 천이금속bonate (Aldrich), meso-pore

원으로 를사용하였다 또한에멀젼형성을위해cobalt acetate (Aldrich) .

균일상으로 유화제로서 을 사용하였다cyclohexane (Aldrich), span-80 .

미소구체형 활성탄의 제조2.1.2.

탄소전구체를제조하기위해기존에알려진방법 과같이[19,20] re-

을물에 녹인후 촉매와 를 일정비율로혼합하여sorcinol formaldehyde

용액을 제조하여 중합반응을 시켰다 이때 에 대한R-F . Resorcinol

의 비 및 첨가촉매의 몰비 를 각각 및formaldehyde mole (F/R) (C/R) 2.0

로 고정하였으며 물의 첨가량은 의 단위 당 의0.01 , resorcinol g 2.0 mL

비율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준비된 용액을 초기 의. R-F pH = 7.0

조건하에 상온에서 교반하여 중합반응 및 반응 생성물의 화를 지gel

속시키다가 미세구형을 형성하기 위해 의 원리를micro-encapsulation

이용 하여용액의유동성이사라지기직전에 과 으[21] cyclohexane span

로구성된유기상용액에분산시켜 형의 을형성시켰다, W/O emulsion .

에멀젼의전체구성은부피비로 용액R-F 1, cyclohexane 3.6, span- 80

로 하였다 사용된 물질에 대한 각각의 물질량은 최종 목적하는0.4 .

구조의 미세구형 활성탄의 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meso-pore

으로사료되는변수이므로여러차례시행착오에의해서일단구형상

이 잘 생성될 수 있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선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을 용액이 완전히 화될 때까지 상온에서교반emulsion R-F gel

하여 을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을R-F hydrogel . hydrogel ace-

에 침적하고 여과하는 과정을 회 이상 반복하여 세척 및tone 3 hydro-

내부의 물을 로 치환한 후 의 진공오븐에서 수일간gel acetone , 70 ℃

건조하여 미소구형의 을 얻었다 얻어진 미소구형의 을xerogel . xerogel

일정온도의 질소분위기에서 동안 열분해하여 탄화된 미세구형체1 h

를 얻고 이를 를 이용하여 활성화하여 활성탄을 얻었다 이상의KOH .

과정을 에 나타내었으며 탄화 및 활성화는 분위기를 조절할Figure 1 ,

수 있는 관형반응기에서 진행하였다.

제조된 활성탄의 물성 분석2.1.3.

N2 흡착시험을 통해 제조된 구형활성탄의 비표면적 기공부피gas , ,

를 구하였다 제조된 활성탄의 형상 및 입PSD (pore size distribution) .

자 크기 등을 전자주사 현미경 을 통해 관찰하였다(SEM) .

2.2. EDLC전극에 대한 적용

복합전극 및 의 구성2.2.1. test cell

제조된 활성탄을 전기이중층 캐패시터의 전극 물질로서 사용시 성

능을 조사하기 위한 전극의 제조는 와 같은 공정에 따라Figure 2

에서 실시하였다 제조된 미세구형 활성탄소를 도glove box . 85 wt%,

전재로 을 로 를 의 비율로 하여KJ-black 10 wt%, binder PTFE 5 wt%

에탄올을 이용하여 점성이 생길 때까지 혼합한 후 를 이rolling press

Figure 1. Preparation procedure of micro-spherical activated carbon

with meso-pore structure.

Figure 2. Flow diagram for the preparation of electrode for the EDLC.

용하여 일정한 두께 의 전극을제조하였다 제조(150 250 µm) EDLC .∼

된 얇은 판상의 전극은 진공 건조기에서 동안 건조한 후80 24 h℃

정사각형 모양으로절단하여집전체로쓰인 에(1 × 1 cm) Al-mesh 100

, 200 kg℃ f/cm
2
로 압착하였다 집전체에 압착한 두 개의 전극 사이의.

로separator celgard
Ⓡ

을 사용하였다 안쪽 표면이 폴리에칠렌으로3501 .

코팅된알루미늄봉지를이용하여전해질을충진한후알루미늄봉지

의가장자리를 전기접착기로접착하여 공기를차단하였다 이와같이.

제조된 의 구조는 과 같다EDLC Figure 3 .

에 적용 시험2.2.2. EDLC

유기전해질은 수용액계 전해질보다 점도가 높고 전기전도도가 낮

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작동전위 가 높기 때문에(operating voltage)

수용액계전해질에 비해매우 높은에너지 밀도를얻을 수있다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성은 높지만 비교적 전기.

전도도가 우수한 1 M LiClO4 전해질을 사용하였다/PC + DME (1:1) .

제조된 전극에 대하여 계면저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를AC impedance

조사하고 특성을 통하여 에너지밀도와 전류밀도를 조사하였다, C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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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 bag (polymer coated, 3×3 cm)

2. Current collector (Al mesh)

3. Separator (Celgard
Ⓡ
3501, 2×2 cm)

4. Electrode (1×1 cm)

5. Organic electrolyte

Figure 3. Structure of EDLC unit cell using organic electrolyte solution.

Figure 4. TG analysis of micro-spherical xerogel.

는 사의AC impedance Solartron SI1255 high frequency FRA (Frequen-

를이용하여주파수 범위에cy Response Analyzer) 10 mHz 100 KHz∼

서측정하였으며 는 을이, CV Potentiostat/Galvanostat (EG&G ; 273A)

용하여 의 로 범위 내에서 측정하였다5 mV/sec scan rate 2 V .

3. 결과 및 고찰

3.1. 제조된 전구체의 열적 특성

제조된 탄소 의 탄화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의 열적xerogel xerogel

특성을 조사하였다 는 제조된 을 의 승온속. Figure 4 xerogel 10 /min℃

도로 까지 가열하여 얻은 열중량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1000 .℃

열중량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중량 감소는 정도이며 중량 감소65% ,

는 상온 그리고 의 세 구간에서 다90 , 100 300 300 700∼ ℃ ∼ ℃ ∼ ℃

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중량 감소가 없, 750 ℃

음을알수있다 첫번째구간에서는수분이 두번째구간에서는. , xe-

내에잔류하는유기물이분해되고세번째구간에서는탄화반응rogel

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된. xero-

을 에서 탄화하여 활성탄을 제조하였다gel 750 .℃

3.2. 활성탄의 제조

약품활성화법을이용하여미세구형활성탄을제조하였다 전KOH .

구체로서의 은 촉매로서 의 양을 에 대해 몰비xerogel cobalt resorcinol

로 첨가하고 중합반응 시 용액의 초기 는 의 고정 조0.001 , R-F pH 7.0

건하에제조하였다 제조된 을 에서 동안탄화한후. xerogel 750 4 h ,℃

(a) Carbonized Precursor (b) KOH wt ratio=1.0

(c) KOH wt ratio=2.0 (d) KOH wt ratio=3.0

(e) KOH wt ratio=4.0 (f) KOH wt ratio=5.0

Figure 5. Surface morphologies of prepared activated carbons.

를탄화시료에대해중량비로 되게가하여 의침적KOH 1.0 5.0 KOH∼

이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 에서 동안 차열처리한후400 1 h 1 800℃

에서 활성화하였으며 얻어진 활성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2 h .℃

제조된 활성탄의 형상3.2.1.

는 제조된 활성탄의 특성 분석의 하나로서 그 형상을 확인Figure 5

하고자 으로 관찰한 것이다 에 제시된 사진 중 는 활SEM . Figure 5 (a)

성화 전의 탄화된 상태의 이며 나머지는 의 첨가량을precursor KOH

탄화된 에 대한 중량비로 부터 까지 달리한 조건에서precursor 1.0 5.0

활성화된 활성탄의 형상이다.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성화 결과 제조된 활성탄은Figure 5

공히평균적으로직경 의크기를갖는미세구형의활성탄으2 10 µm∼

로제조되었음을알수있다 의첨가량이미세구형활성탄의크. KOH

기에미치는 영향등은 명확히확인이 되지않으나 활성화전 탄화된

상태의 인 와 비교해보면 의 첨가량이 무게비 이precursor (a) KOH 4.0

상에서는 활성탄의 구형상이 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나친 과량의 의 첨가는 구형으로 뭉쳐진 탄화물. KOH

의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으로 고려되며 비표면적을 비롯한 기공

특성 등 활성탄의 본질적인 특성이 문제가 없다면 양산화과정에서,

제조된 활성탄의 형태상 구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량비로서 4.0

이상 과량의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KOH .

활성탄의 기공 특성3.2.2.

및 은 에서탄화하여얻어진탄화물에대해Figure 6 Figure 7 750 ℃

의 첨가량을 중량비로서 부터 까지 변화시키면서 활성화KOH 1.0 5.0

하여 얻어진 미세구형 활성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N2 가스 흡착

곡선을나타낸것이다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조사된 가. Figure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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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N2 gas adsorption isotherms of prepared activated carbons.

Figure 7. Pore size distributions of prepared activated carbons.

지의 활성탄 모두 의 흡착곡선을 나타내어 가 발달type meso-poreⅥ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KOH

흡착 부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흡착부피.

의 증가가 대부분 낮은 상대압력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

가된 부피의 대부분이 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첨micro-pore , KOH

가량의 증가는 비표면적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의meso-pore

증가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ure

은7 N2 기체 흡착실험을 통해 얻은 활성탄의 기공 크기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 첨가량이 증가함. KOH

에 따라 반경 이하의 는 증가하였으나 는10 micro-pore , meso-poreÅ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는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활성탄의 비표Figure 8 Figure 9 KOH

면적 총 기공부피 부피 및, average pore diameter, , micro-pore meso-

부피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과 에서볼수있pore . Figure 8 Figure 9

는바와같이 의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활성탄의비표면적 총KOH ,

기공부피 및 부피는증가하며 는 감micro-pore , average pore diameter

소하나 의 부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so-pore .

를 이용한 활성탄의 제조공정에서 의 영향은 일반적으로KOH KOH

의첨가량이증가하게되면탄화된시료의KOH CO2 가스화가활발히

이루어져 기공의 크기가 커져 비표면적 및, average pore diameter

의 부피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meso-pore [22-24].

Figure 8. Effect of weight ratio of KOH to carbonized sample on

specific surface area and average pore diameter of prepared activated

carbons.

Figure 9. Effect of weight ratio of KOH to carbonized sample on total,

micro and meso-pore volume of prepared activated carbons.

에서는 의 첨가량이증가됨에따라비표면적이증가되어기존연KOH

구의경향성과 일치되나 는오히려 반대로감소average pore diameter

되었으며 는증가되나 는큰변화가없거나오히, micro-pore meso-pore

려 약간 감소되어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KOH

이 커지는 현상과 기공이 깊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나,

본연구에서는 촉매의작용과전구체의 제조시 의영향으로cobalt pH

인한전구체구조의영향및 로부터물이제거과정 등 활성hydrogel ,

화 이전의 공정 또한 활성화과정에서의 기공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

나 본 연구는 비표면적의 향상을 위해 약품활성화법을 적용하KOH

고 의 발달을 위해서 유기겔의 탄화 및 촉매활성화 법, meso-pore Co

을 적용하여 전극물질로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EDLC

되는 구조의 미소구형 활성탄 제조를 그 목적으로 하는 바meso-pore

조사된 조건하에서 제조된 미세구형 활성탄을 대상으로 우선 EDLC

전극물질로서의성능향상의가능성을조사하고자하였다 이에. Table

은 이상과 같이활성화제 의 첨가량을달리한 조건에서 제조된1 KOH

미세구형 활성탄 의 기공특성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A E) .∼

에서 시료 는 비구형인 일반적인 활성탄 으로 본 연구에Table 1 F [25]

서 제조된 활성탄과 성능 비교를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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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Nyquist polts of various EDLC with various activated

carbons.

3.3. 제조된 활성탄의 EDLC에 적용

제조된 구조의미세구형활성탄을 전극물질로서의meso-pore EDLC

적용시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비구형 및 구조의 활성탄을, micro-pore

사용한경우와함께 를제작하여 및 특성을조사EDLC impedance CV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의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표면적은. Table 1 F A

에 비해 월등히 크지만 구조를 지니고 비구형인 활성E micro-pore∼

탄과 본 연구에서 제조된 미세구형 활성탄 중 비표면적이 가장 적으

나 가 가장 발달된 그리고 보다 구조 비율이meso-pore A, A meso-pore

조금 낮으나 비표면적은 보다 상대적으로 큰 를 대상으로 활성탄A C

의형태적인특성인구형과기공구조적인특성인 의영향을meso-pore

조사하였다 그결과는 및 에나타낸바와같다. Figures 10, 11 Table 2 .

먼저 은 상기 및 시료를 대상으로Figure 10 A, C F 1 M LiClO4/PC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여 조립된 의+ DME (1:1) EDLC cell impedance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측정은 에서 의 범위, OCV 100 mHz 100 kHz∼

에서이루어졌다 이들의물리적특성과상관관계를살펴보면 활성탄. ,

의 형상이 구형으로 됨에 따라 또 같은 구형활성탄에서 의, meso-pore

함량이 증가할수록 계면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효과는 에 나타낸 이들 경우의 전하전달저항Table 2 (charge

의값을보면구형과 의구조특성을지니transfer resistance) meso-pore

고 있는 경우의 활성탄의 경우에 비해 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1/2

로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은 조립된 을 의 범위에서 의Figure 11 EDLC cell 0 2 V 5 mV/s∼

로 특성을조사한것이다 그림에서볼수scan rate cyclic voltammetry .

있는바와같이 활성탄 의경우그비표면적은활성탄 의 의수C F 1/2

Figure 11. Cyclic voltammograms of various EDLC with various

activated carbons.

Table 2.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EDLC with Various Acti-

vated Carbons

Sample

Charge transfer

resistance

[ /cmΩ
2
]

Discharge

capacitance

[F/g]

Rate

capability

[%]

A 6.09 53.6 82.8

C 6.18 77.6 77.1

F 12.18 77.0 762

준이지만 정전용량이나 충방전율 수용능력 는 오히려(rate capability)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어 구형과 구조의 영향이 의meso-pore EDLC

성능 개선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사.

된 종의 활성탄 중 비표면적이 가장 작은 활성탄 의 경우 낮은 비3 A

표면적으로 낮은 정전용량반전지 기준으로 을 나타내고 있( 53.6 F/g)

으나 에나타낸바와같이가장높은충방전율수용능력을나, Table 2

타내고 있어 활성탄의 구형과 의 구조가 전극 성능을 향상meso-pore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향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이상의결과를살펴보면 미세구체형 활성탄은낮, mesopore

은비표면적으로인해 전극물질으로서단위중량당정전용량은EDLC

낮아질수도 있으나 전하전달저항의 감소와충방전율 수용능력의증,

가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 구조meso-pore

를 지닌 미세구형의 활성탄은 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EDLC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Prepared Activated Carbons and Reference

Sample
KOH content

[wt. ratio]

Specific surface

area

[m
2
/g]

Average pore

diameter

[ ]Å

Total pore

volume

[mL/g]

Micro

pore volume

[mL/g]

Meso

pore volume

[ml/g]

Meso

pore ratio

[%]

Shape & poretype

A 1.0 875 39.49 0.864 0.307 0.557 64.47 sphere/meso

B 2.0 1075 33.20 0.892 0.380 0.512 57.39 sphere/meso

C 3.0 1112 34.95 0.972 0.406 0.565 58.13 sphere/meso

D 4.0 1213 32.91 0.998 0.442 0.556 55.71 sphere/meso

E 5.0 1354 30.09 1.019 0.479 0.540 52.99 sphere/meso

F - 2096 20.71 0.952 - - - non sphere/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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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수지를전구체로사용하고 촉매하에 를활성화제로1) R-F Co KOH

하여비표면적 875 1354 m∼
2
세공용적/g, 0.57 1.02 cm∼

3
/g, micropore

부피 0.307 0.479 cm∼
3

부피/g, mesopore 0.512 0.565 cm∼
3
평균세/g,

공경 으로 비율이 를 가지며 직30.09 39.49 meso-pore 52 64.4%∼ Å ∼

경 의 미소구형 활성탄을 제조할 수 있었다2 10 µm .∼

제조된 구조의 미세구형 활성탄은2) meso-pore 1 M LiClO4/PC +

전해질에서반전지 기준으로 이상의 정전용량을나타내DME 70 F/g

어 전극 물질로 사용가능하며 또한 전하전달저항이 감소하고EDLC ,

충방전율수용능역이증가하는효과를제공하므로 의성능향상EDLC

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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