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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크라프트 리그닌-polyacrylonitrile (PAN)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전기방사 나노섬유매트를 열처리와 이산화망간

(MnO2) 전기증착법을 이용하여 리그닌 기반 탄소나노섬유 매트(lignin based carbon nanofiber mat, LCNFM)로 

제조하고, 슈퍼캐퍼시터용 전극소재(electrode)로의 응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기증착 처리시간이 길수록 

MnO2-LCNFM 표면의 흡착되는 이산화망간양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탄소나노섬유의 직경과 이산화망간 흡착층

이 증가하였다. MnO2-LCNFM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순환전압전류측정(cyclic voltammetry)을 통해 평가하였

고, 최대 168.0 mF⋅cm-2의 비축적용량을 보였다. MnO2-LCNFM를 이용하여 H3PO4/Polyvinyl alcohol 겔 전해질로 제

작한 하이브리드 슈퍼캐퍼시터(hybrid supercapacitor)는 약 90%의 전기용량 효율(capacitance efficiency)을 보였으며, 

1,000회의 충⋅방전 시험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나타냈다.

ABSTRACT

The MnO2 electrodeposited on the surface of the carbon nanofiber mats (MnO2-LCNFM) were prepared from elec-

trospun lignin-g-PAN copolymer via heat treatments and subsequent MnO2 electrodeposition method. The resulting 

MnO2-LCNFM was evaluateed for its potential use in a supercapicitor electrode. The increase of MnO2 electric deposi-

tion time was revealed to increase diameter of carbon nanofibers as well as MnO2 content on the surface of carbon 

nanofiber mats as confirmed by scanning electon microscope (SEM) analysis.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MnO2-LCNFM electrodes are evaluated through cyclic voltammetry test. It was shown that MnO2-LCNFM electrode 

exhibited goo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ith specific capacitance of 168.0 mF⋅cm-2. The MnO2-LCNFM super-

capacitor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the gel electrolyte (H3PO4/Polyvinyl alcohol) showed to have the capacitance 

efficiency of ∼90%, and stable behavior during 1,000 charging/discharg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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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그닌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 함께 식

물세포의 약 20∼40%를 차지하는 주성분으로써 자

연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고분자들 중 하나

이다(Pandey et al., 2011; Fengel and Begener, 

1989). 그러나 펄프산업의 부산물로써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기와 함께 복잡한 3차

원적 네트워크 구조로 인한 구조적 복잡성, 반응성, 

열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용

되지 못하고 대부분 저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Gellerstedt et al., 2010; Kleinert and Barth, 2008). 

최근 친환경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리

그닌으로부터 화학약품, 플라스틱 및 탄소섬유 소재화 

원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Gordobil, 2014; Kim and 

Kim, 2013; Norberg et al., 2013). 이런 관점에서 이

전 연구에서 크라프트 리그닌을 Polyacrylonitrile 

(PAN)과 함께 그라프팅 중합법을 사용하여 공중합

체를 제조하였고, 전기방사와 열처리를 통해 제조한 

리그닌-g-PAN 공중합체 기반의 탄소나노섬유 매트

(carbon nanofiber mat from lignin-g-PAN copolymer, 

LCNFM)를 제조하였다(Youe et al., 2016; Kim et 

al., 2015).

리그닌 기반의 탄소나노섬유매트는 화학적⋅열적

으로 안정하고 높은 비표면적을 가질 뿐 아니라 우

수한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캐퍼시

터와 같은 전극소재로서 잠재성이 있다. 전기⋅화학 

축전기(electrochemical capacitor)는 보통 슈퍼캐퍼시

터(supercapacitor)라고 불리며 급속⋅고효율의 충방

전, 고출력 및 반영구적인 사이클 수명을 가지는 특

징이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원리에 따라 

전기이중층 캐퍼시터(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DLC)와 유사 캐퍼시터(pseudocapacitor)로 분류된

다(Simon and Gogotsi, 2008). 전기이중층 캐퍼시터

는 주로 탄소 기반의 다공성 활성탄을 전극재료로 

사용하여 표면의 미세기공에 전기이중층을 형성하여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전하의 흡⋅탈착으로 전기에

너지의 저장과 방출이 이루어지고, 반면 유사 캐퍼시

터는 전도성 고분자 및 금속산화물을 사용하여 패러

데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Simon and Gogotsi, 2008). 그러나 최근 들어 고

성능의 슈퍼캐퍼시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hybrid)하여 성능을 개선시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MnO2, Co3O4, 

NiO, VOx, CuO 등의 전이 금속 산화물이 이용되고 

있다(Huang et al., 2014; Dubal et al., 2013; Zhao et 

al., 2012; Zhang et al., 2012; Qu et al., 2012; Xia 

et al., 2011). 특히 이산화망간(MnO2)은 값이 싸고 

독성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충⋅방전 특성

으로 인해 슈퍼캐퍼시터 전극 소재로써 탄소 소재 

기반의 나노시트, 나노전극 및 나노도선, 박막, 나

노튜브 등 다양한 성능개선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Yu et al., 2013; Kai et al., 2012; Yan et al., 

2012; Li et al., 2011; Yuan et al., 2011). 순수하게 

LCNFM로 캐퍼시터를 제조한다면 기존의 탄소 소

재 기반의 전극소재와 같이 전기이중층 캐퍼시터가 

될 것이지만, LCNFM은 미세기공과 섬유의 비표면

적을 미세하게 제어하여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기⋅화학적 특성이 일정하게 분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LCNFM에 MnO2의 전

기증착 반응시간을 증가시키면서 MnO2-LCNFM 전

극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슈퍼캐

퍼시터(이하 슈퍼캐퍼시터)를 제작하였다. 상기 제조

된 MnO2-LCNFM 전극은 SEM 분석을 통해 이산화

망간의 전기증착에 따른 형태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H3PO4/Polyvinyl alcohol (PVA) 겔 전해질 기반

에서 MnO2-LCNFM 전극과 슈퍼캐퍼시터의 전기⋅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lignin-g-PAN copolymer, MnO2, carbon nanofiber mat, super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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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 슈퍼캐퍼시터용 전극소재로서 LCNFM 

제조를 위한 원료는 선행연구 방법에 따라 메탄올 

가용성 크라프트 리그닌(methanol-soluble lignin)과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polyacrylonitrile, PAN)을 그

라프팅 라디칼 중합하여 합성한 lignin-g-PAN 공중

합체를 사용하였다(Youe et al., 2016). 그라프팅 

중합법을 이용한 lignin-g-PAN 공중합체의 합성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PAN의 중합을 위해 

250 mℓ의 둥근 플라스크에 아크릴로나이트릴(AN, 

Aldrich, USA)과 반응 개시제로서 α,α’-azobisisobu-

tyronitrile (AIBN, Aldrich, USA) 혼합물을 dimethyl 

sulfoxide (DMSO, J.T. Baker, USA)와 함께 첨가한 

후 밀봉하고 200 rpm으로 교반하면서 15분 동안 질

소 치환을 실시하였다. 상기 반응물을 70℃ 항온유

조에서 2시간 반응시킨 다음, 리그닌과 첨가제를 

DMSO와 함께 첨가하여 15분 동안 교반한 후 질소 

가스로 치환하고 70℃ 항온유조에서 24시간 동안 반

응시켜 lignin-g-PAN 공중합체를 제조하였다. 

2.2. 리그닌 기반 탄소나노섬유 매트

(LCNFM)의 제조

Lignin-g-PAN 공중합체를 사용한 LCNFM의 제조

는 선행연구 방법을 따랐다(Youe et al., 2016). 먼저 

Lignin-g-PAN 공중합체를 N,N-dimethylformamide 

(DMF, J.T. Baker, USA) 용액에 17 wt%의 농도로 

첨가하여 60℃에서 24시간 동안 교반시켜 방사용액

을 제작한 후, 전기방사 기법을 이용하여 나노섬유 

매트를 제조한 다음 열 안정화(thermal stabilization) 

및 탄화처리 하여 탄소 원소의 함량이 98% 이상인 

탄소나노섬유 매트를 제조하였다. 전기방사를 위해 

고전압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금속바늘이 부착된 주사

기에 (+) 12 kV, (-) 0.5∼1.0 kV의 전압을 인가하였

으며, 주사기로부터 방사용액의 사출속도는 정밀 시

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8.0∼10.0 µℓ/min로 조절하였

다. 방사된 섬유의 수집은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유

리판을 이용하였으며, 방사거리는 15 cm로 고정하였

다. 열 안정화 처리는 일정크기로 절단한(10 × 15 cm) 

나노섬유 매트를 테플론 시트로 감싼 다음 250℃ 

GC-oven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열 안정화 

처리가 끝난 나노섬유 매트는 일정 크기(3.0 × 8.5 

cm)로 절단한 다음 흑연 시트에 감싸 관상로(tube 

furnace, Nabertherm RHTH, Germany)에 넣고 질소 

분위기에서 1,400℃에서 30분 동안 탄화하였다. Fig. 

1에 LCNFM 제조 공정 순서를 나타냈다. 

2.3. 전기증착에 의한 MnO2-LCNFM 전극

제조

슈퍼캐퍼시터용 전극소재 제조를 위해 망간 이온

을 함유한 수용액에 탄소나노섬유 매트를 침지시킨 

후 Yuan et al. (2012)의 방법에 따라 전기증착법을 

이용하여 MnO2가 흡착된 탄소나노섬유 전극을 제조

하였다. Fig. 2와 같이 전위차계(potentiostat, VSP, 

BioLogics Science Instrument, France)의 양극에 일

정크기로 절단한 탄소나노섬유 매트(0.5 × 2.5 cm)를 

연결, 음극에는 백금 와이어(Pt wire)를 연결한 후 

Fig. 1. Schematic process of LCNFM production by 

electrospinning and 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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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M manganese acetate (MnAc2, Aldrich, USA)와 

0.02 M ammonium acetate (NH4Ac, Junsei chem-

icals, Japan) 10% DMSO를 함유한 수용액에 침지시

켜 0.5 mA 전류를 일정하게 가하여 전기증착을 실

시하였다. 전기증착 시간은 각각10, 30, 60, 90, 120, 

180분간 진행하였으며 온도는 70℃로 유지하였다. 

전기증착 종료 후, MnO2-LCNFM는 탈 이온수로 수

세하여 105℃에서 건조하였다.

2.4. MnO2-LCNFM 전극을 이용한 슈퍼

캐퍼시터 제조

MnO2-LCNFM를 이용한 슈퍼캐퍼시터의 제조는 

Yuan et al. (2012)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60 

mℓ의 탈 이온수에 H3PO4 (Junseichemicals, Japan)와 

polyvinyl alcohol (PVA, Mw 30,000-70,000, Aldrich, 

USA)를 각각 6 g 첨가한 다음 85℃로 가열 교반하

여 완전히 용해시켜 수계 겔(gel) 전해질을 제조하였

다. 일정 크기(1.0 × 3.0 cm)로 자른 MnO2-LCNFM 

2매를 상기 전해질에 3분간 침지시킨 후 1.5 × 3.5 

cm로 절단한 여과지(Advantec No. 5A, Japan)를 분

리막으로 사이에 두고 대항시킨 구조로 조립하였으

며 진공 데시케이터에서 약 24시간 동안 경화하여 

슈퍼캐퍼시터를 제조하였다. 양⋅음극의 단자(tab)는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였다. 

2.5. MnO2-LCNFM 전극과 슈퍼캐퍼시터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전기 증착 시간에 따른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해서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UHR-SEM, S-4800, 

Hitachi, Japan)으로 표면을 관찰하였다. MnO2-LCNFM 

전극과 슈퍼캐퍼시터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VSP 

potentiostat/galvanostat system (BioLogics, Franc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nO2-LCNFM 전극의 순환

전압전류측정(cyclic voltammetry, CV)은 3전극법

으로 실시하였다. 백금 전극(Pt wire)을 상대전극으

로, Ag/AgCl 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 

RE-1CP, BioLogics, France)을 기준전극으로 이용하

고, 0.5 × 2.0 cm으로 재단한 MnO2-LCNFM 전극을 

작동전극으로 사용하였다. 1 M Na2SO4 전해질에서 

0∼0.8 V의 범위의 전압을 가해주고 전류 주사속도

(scan rate)를 5, 10, 25, 50, 100 mV⋅s-1로 변화시키

면서 발생되는 전류 값을 5회 반복 측정하여 CV 곡

선을 구하였다. MnO2-LCNFM 전극의 비축적용량

(specific capacitance, Csp)은 CV 곡선의 면적(A, 

산화와 환원이 되는 전위), 전류 주사속도(S), 측정 

전위차(ΔV, 인가전압 범위의 크기), MnO2-LCNFM 

전극의 면적(area)으로부터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 (1)

MnO2-LCNFM 슈퍼캐퍼시터의 전기⋅화학적 충

⋅방전 시험은 2전극법을 이용하여 일정전류(0.4∼

1.5 mA)를 가하여 0∼1.5 V까지의 충⋅방전을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0.8 mA에서 1,000회 충⋅방

전 반복을 통해 슈퍼캐퍼시터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nO2-LCNFM의 SEM 분석

Fig. 3은 MnO2 전기증착 시간에 따른 MnO2-LCNFM

Fig. 2. Optical photographs of the electrodeposition

process at 5 mA for 120 min and the fabricated 

MnO2-LCNFM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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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 변화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10 µm 

축적의 이미지는 MnO2-LCNFM 표면, 2 µm 축적의 

이미지는 MnO2-LCNFM 표면 안쪽의 SEM 이미지

이다. MnO2 전기증착 처리하지 않은 나노섬유의 직

경은 약 ∼900 nm이었으나 MnO2 전기증착 처리된 

나노섬유의 직경은 2,400∼5,800 nm로 굵어진 것이 

 

Fig. 3. SEM images of the MnO2-electrodeposited lignin based carbon nanofiber mats with the different MnO2 

deposition time of (a) 10, (b) 30, (c) 60, (d) 90, (e) 120 and (f) 18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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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Fig. 3a, b와 같이 10∼30분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전기증착을 시행한 MnO2-LCNFM은 

탄소섬유매트 표면의 섬유에만 MnO2의 흡착이 이

루어졌고, Fig. 3e, f와 같이 전기증착 반응시간이 늘

어날수록 탄소섬유매트 표면 내부 층의 섬유에도 

MnO2가 흡착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MnO2의 전기증착시간에 비례하여 섬유의 직경이 

굵어지고 탄소섬유매트 표면 내부 층의 섬유에 결합

되는 MnO2도 증가하였다. 한편 Fig. 3f의 탄소섬유

매트 표면 내부 층에서도 깊숙이 자리한 섬유의 

경우에는 MnO2가 침상형태로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 MnO2-LCNFM의 전기⋅화학적 특성

Fig. 4는 MnO2의 증착시간에 따라 제조된 MnO2-

LCNFM 전극의 CV 곡선이다. y축을 인가전압, x축

을 전류밀도로 설정한 CV 곡선에서 그 면적은 축적

 

 

Fig. 4. Cyclic voltammetry curves of the MnO2-LCNFM at different scan rates ranging from 5 to 100 mV/s 

with a variety of MnO2 deposition time of 10, 30, 60, 90, 120 and 18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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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의미하며 이상적인 수퍼캐퍼시터는 직사각형 

형태의 곡선을 나타내야 하지만 충⋅방전 시 전극물

질에 흡착되기 위한 전해질 이온의 투과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직사각형 형태에서 벗어나

게 된다. Fig. 4 CV 곡선에서는 MnO2의 전기증착 

처리 시간에 비례해서 전류밀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탄소섬유에 결합하는 MnO2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전하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MnO2가 증가한 만큼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는 유

사용량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V 곡선의 면적으로부터 면적 당 패러데이값

(mF⋅cm-2)으로 계산한 비축적용량을 Fig. 5에 나타

내었다. MnO2 전기증착 처리하지 않은 순수한 

LCNFM을 전극으로 사용한 경우(control)에는 비축

적용량이 ∼1 mF⋅cm-2으로 적은 반면에 5 mV⋅s-1

의 전류 주사속도에서 MnOl-LCNFM 전극의 비축적

용량은 MnO2의 증착시간에 따라 25.4 mF⋅cm-2에

서 168.0 mF⋅cm-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활

성탄 기반 캐퍼시터(0.4∼2 mF⋅cm-2)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Yuan et al., 2012; Bae et al., 

2011; Gao et al., 2011; Pech et al., 2010; 

Kaempgen et al., 2009; In et al., 2006). 또한 하이

브리드 전극 물질로 연구되고 있는 MnO2-TiO2 나노

튜브 및 나노박막 캐퍼시터의 경우 비축적용량이 

12.5∼1451.3 mF⋅cm-2로써 제조 방법에 따라서 나

타나는 기공의 크기⋅배열⋅밀도와 이산화망간의 

배열 및 함량이 달라져서 생기는 비축적용량의 편차

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MnO2-LCNFM 전

극의 경우에도 비축적용량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Ning et al., 2016; Pei et 

al., 2016; Huang et al., 2015; Ramadoss and Kim, 

2014).

한편, 120분간 전기증착 처리한 MnO2-LCNFM 

전극의 경우 25 mV⋅S-1 부근에서 오히려 180분간 

전기증착 처리한 MnO2-LCNFM 전극보다 높은 비축

적용량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5∼10 mV⋅S-1에

서도 비축적용량은 근소한 증가량을 나타냈다. 반면

에 180분간 전기증착 처리한 MnO2-LCNFM 전극은 

5∼10 mV⋅S-1에서 높은 비축적용량을 나타냈으나 

25 mV⋅S-1부터 급격한 기울기로 비축적용량이 떨

어졌다. 이는 흡착된 MnO2의 함량에 기인한 것으로

써, Yu et al. (2011)에 의하면 일정량 이상의 MnO2

를 사용하면 전기저항이 증가해서 비축적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0분간 증착처리한 

MnO2-LCNFM 전극이 가장 효율적인 비축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20분간 MnO2 전기증착 처리한 MnO2-

LCNFM 전극을 사용하여 Fig. 6a와 같이 유연한 슈

퍼캐퍼시터를 제조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슈퍼캐

퍼시터의 성능은 비축적용량 뿐만 아니라 충방전 속

도와 충방전 사이클 수명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Choi, et al., 2012; Li, et al., 2011; Chen, et al., 

2010). Fig. 6b는 MnO2-LCNFM 슈퍼캐퍼시터를 

0∼1.5의 전압범위 내에서 0.4, 0.5, 0.8, 1.0, 1.5 mA

의 충방전 속도 테스트를 한 결과이다. 충⋅방전 곡

선은 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좋은 캐퍼시터라고 할 수 

있는데(Huh et al., 2012; Kim and Park, 2011), 0.8 

mA 이상에서는 비교적 이상적인 거동을 보이지만 

0.5 mA 이하의 낮은 전류에서는 1.5에서 0.8 V까지 

전압강하현상을 보였다. Fig. 6c는 MnO2-LCNFM 

슈퍼캐퍼시터의 1,000회 충⋅방전 시험 결과이다. 

1,000회의 충⋅방전 동안 전기용량 효율이 약 90%

정도로 유지되었고, 이는 충⋅방전 수명이 안정적임

을 의미한다. 

Fig. 5. Specific capacitance of the different 

MnO2-LCNFM electrodes versus 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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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크라프트 펄프 폐액에서 얻은 메탄올 용해 리그

닌을 사용하여 lignin-g-PAN 공중합체를 합성하

였고, 이를 전기방사, 열처리 및 탄화처리를 통하여 

LCNFM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LCNFM 표면의 탄소

나노섬유에 MnO2로 전기증착하여 MnO2-LCNFM 

전극을 제작하였다. 이때 MnO2의 전기증착 시간을 

제어하여 MnO2-LCNFM 전극의 비축적용량을 25.4 

mF⋅cm-2에서 168.0 mF⋅cm-2까지 향상시킬 수 있

었다. 제조한 MnO2-LCNFM 슈퍼캐퍼시터는 1,000

회의 충방전 시험에서 90%의 전기용량 효율과 안정

적인 충⋅방전 사이클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슈

퍼캐퍼시터로써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더 우수한 성능의 슈퍼캐퍼시터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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