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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수소화 붕소 나트륨 (NaBH4)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이산화탄소 (CO2)를 환원시켜

붕소가 도핑된 카본을 제조하였고, 이를 카본 펠트에 코팅하여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극으

로 적용하였다.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결과, 순수 카본펠트 대비 붕소 도핑된 카본으로 코팅된

카본펠트의 가역성이 약 20% 향상되었고 전하 전달 저항이 60% 감소하였다. 충/방전 결과에서

는,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 효율이 각각 21%와 12.4%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O2를 환원

시켜 제조한 탄소가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극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Abstract : In this study, boron - doped carbon was prepared by reducing carbon dioxide (CO2)

at high temperature by using sodium borohydride (NaBH4). The boron - doped carbon was

coated on carbon felt and applied as an electrode for a vanadium redox battery cell. As a result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 evaluation, reversibility of carbon felt coated with boron doped

carbon compared to pure carbon felt was improved by about 20% and charge transfer resistance

was reduced by 60%. In the charge / discharge results, energy density and energy efficiency

were improved by 21% and 12.4%,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carbon produced by

reduction of CO2 can be used as electrode material for redox flow battery.

Keywords : Vanadium redox flow battery, CO2 reduction, Boron doped carbon, Boron functional

group, Sodium borohydride

1. 서 론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는 양극과 음극에 바나듐을 사용하고,

바나듐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화학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저장하는 이차전지다.1) 전지의 충전과 방

전이 진행될 때, 바나듐의 레독스 반응은 전극의 표면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VRFB의 에너지 효율은 전극의

전기화학적 활성에 영향을 받는다.2-3) 따라서 전극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지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VRFB에는 일반적으로 카본펠트가 전극으로 사용된

다. 카본펠트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해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내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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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기 때문에 산성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VRFB 시

스템에 적합하다.4) 그러나 카본펠트는 제조과정의 특

성상 발수성이 강하며 전기화학적 활성이 높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다.5) 따라서 전극의 전기화학적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법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

다. 먼저 전극을 직접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열처리,6-7)

산처리,8-9) 전기화학적 산화,10)와 같은 방법들이 보고

되었다. 최근에는 카본펠트에 질소와 같은 이종원소의

작용기를 도입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9,11-13) 질소 작

용기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14) 암모니아의 열처리법,11,15-16)

도파민 코팅법,17) 그리고 폴리피롤 (polypyrrole, ppy)

코팅법18) 등이 보고가 되었다. 그 외 질소와 붕소가

동시에 도입된 탄소 촉매19-20) 가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2를 NaBH4로 고온에서 환원하여

붕소 도핑된 탄소를 제조하였고, 이를 카본펠트에 코

팅하여 VRFB 용 전극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탄소 촉매의 물리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VRFB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CO2 기체를 NaBH4로 환원시켜 붕

소가 도입된 탄소 (boron doped carbon, BC)를 제조

하였다.21,22) 2g의 NaBH4를 고온 전기로에 넣고 CO2

기체를 흘려주면서 5oC/분 의 속도로 500oC까지 승온

시키고 2시간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열처리된 분

말을 5M 염산에서 산처리를 하고 초순수를 이용한 3

회의 세척과 12시간 건조 후 최종적으로 138 mg의

BC를 제조하였다. BC의 구조 분석을 위해 전자 현미

경 (FE-SEM, Sigma-300-VP)을 이용하였으며 전극

표면의 원소별 함량과 붕소 작용기를 분석하기 위해

XPS (K-alpha)를 사용했다. BC의 표면적은 Brunauer-

Emmet-Teller (BET, Belsorp-mini II)로 측정 했다.

전극은 3 mm 두께의 카본펠트 (PAN-based graphite

felt, Nippon Carbon)에 BC를 코팅하여 제조했다. BC

(20 mg)와 에탄올 (0.9 mL) 그리고 5wt%의 Nafion

용액 (0.1 mL)을 섞고, 9 cm2 면적의 카본펠트에 균일

하게 도포한 뒤, 진공오븐에서 60oC, 9시간 건조시킨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BC가 3 mg이 코팅되었다.

전기화학적 특성은 순환 전압 전류법 (Cyclic

voltammetry, CV)과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CV는 0.1M VOSO4 + 3.0M

H2SO4의 전해질과 삼전극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전

압범위는 0.0 V and 1.0 V (vs. Hg/HgSO4)이며

scan rate 는 5 mVs-1이다. EIS는 10-2~105 Hz의

frequency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충전/방전 평가 시스템은 이전에 진행한 연구와 동

일하게 구성하였다.19) 9 cm2의 면적과 3 mm의 두께를

갖는 카본펠트를 양·음극의 전극으로 사용하였고, 전

해질막은 Nafion 117을 사용하였다. 전해질이 흐르는

채널은 flow frame을 사용했고, graphite polar plate

와 구리판 그리고 알루미늄 판을 이용하여 셀을 조립

하였다. 음극 (1.5M V3+ + 3M H2SO4)과 양극 전해

질 (1.5 M VO2+ + 3M H2SO4)은 각각 20 mL이며,

모든 전해질은 대기와 접촉을 차단하였다. 인가한 전

류밀도는 50 mAcm-2이고, 충전 최대 전압은 1.6 V이

며 방전 최저 전압은 0.8 V이다.

3. 결과 및 고찰

NaBH4와 CO2를 이용해 제조한 BC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다공성 구조는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단위 무게당 반응면적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BC는 기공이 많은 다공성

구조형태로 활용하였다. BC의 비표면적과 기공크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FE-SEM image of BC.

Table 1. BET data of BC.

BC

BET (m2/g) 684.46

pore volume (cm3/g) 1.14

pore diameter (nm)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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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카본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XPS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에 보듯이 BC에는 붕소가 검출되었다. 각 B, C

그리고 O의 원소 별 함량 (Table 2) 은 각각 10.8,

77.3, 11.9at. % 이다. Fig. 2-(b)의 B1s spectra를 보

면 3개의 붕소 작용기 peak들이 나타난다. 187eV 와

188.1eV는 B-C group들을 나타나는데, 각각 B4C와

BC3 를 의미한다. 191.4eV는 B-C-O group과 일치하

며 BCO2를 의미한다.21,23-24)

BC를 VRFB에 적용하기 위해서 카본펠트에 BC를

코팅하여 전극을 제조하였고 (BCF), 바나듐이온의 산

화/환원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순환 전압 전류법

(CV)과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EIS)을 실시하

였다. 비교를 위해 아무런 전처리를 하지 않은 카본펠

트 (GF)를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산

화와 환원 peak potential차이 (ΔEp)와 환원 peak 대

비 산화 peak의 비율 (Ipa/Ipc)은 전기화학적 활성을

평가하는 주요 인자이다.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BCF가 GF 보다 우수한 전기화학적 활성을 나타내었

다. 각 인자를 살펴보면, BCF의 산화 peak 값

(80.85 mA)이 GF (66.79 mA)보다 큰 값을 보였고,

환원 peak 값 (41.94 mA)도 GF (28.07 mA)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Ipa/Ipc 값은 BCF (1.93)가 GF

(2.38) 보다 1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ΔEp도 BCF

(0.33 V)가 GF (0.49 V) 보다 약 32.7% 더 작은 값

을 보인다.

Fig. 4에 나타나는 EIS 결과에서도 BCF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하 전달 저항은 약

60% (13.28 → 5.52) 감소하였다. 이런 EIS 결과는

전해질과 전극의 계면에서 전하 전달 저항이 감소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V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다.

이 결과들은 모두 BCF가 GF보다 더 큰 전기화학적

활성과 가역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BCF를 적

용한 VRFB의 에너지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5는 BCF와 GF를 전극으로 사용한 각각의

VRFB의 충/방전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초기 방전 시

potential loss가 BCF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반응

활성이 높은 BC를 사용함으로써 활성화 과전압이 줄

어든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충방전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 전류효율 (coulombic efficiency,

Fig. 2 (a) XPS survey scan of BC and (b) XPS B1s spectra of BC.

Table 2. Composition ratio (at. %) of BC.

B C O

BC 10.8 77.3 11.9

Fig. 3 Cyclic voltammograms of GF and BCF in 0.1 M

VOSO4 + 3.0 M H2SO4 electrolyte using a 5 mVs-1 scan

rate with a 0.0 V to 1.0 V vs. Hg/Hg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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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전압효율 (voltage efficiency, VE),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EE) 그리고 에너지밀도 (energy

density, WhL-1) 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3을 보면, BCF를 사용한 전지에서 모든 효율이 증가

하였다. BCF의 에너지효율 (86.1%)은 약12.4% 가 증

가하였고, 방전 에너지 밀도 (13.1WhL-1) 역시 약

21% 증가하였다. 이는 BC의 향상된 전기화학적 활성

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

로 CO2를 이용하여 제조한 카본이 VRFB용 전극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RFB 전극에 적용할 수 있는 붕소

가 도입된 탄소 촉매 (BC) 를 수소화 붕소 나트륨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제조하였다. 물성 분

석을 통해 BC의 다공성 구조와 붕소 작용기들을 확

인하였다.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와 충전/방전 평가를

통해 BC가 코팅된 카본펠트 (BCF) 는 코팅되지 않은

카본펠트 (GF) 보다 바나듐 레독스 반응에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CO2를

환원시켜 제조한 탄소촉매가 VRFB용 전극소재로 적

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친환경적으로 CO2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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