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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 변화와 화석 연료의 감소로 인해 우리

는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공

급받기 시작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

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재생에

너지의 불규칙한 전원공급에 따른 불안정한 

자동차 운행보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

정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기를 원한다. 배터

리 및 전기화학 커패시터(electrochemical ca-

pacitor)와 같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

를 가능하게 한다 [1].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출

력 면에서 배터리를 대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이다. 전기 

 

 

화학 커패시터는 초고용량 커패시터, 슈퍼커

패시터(supercapacitor) 또는 울트라커패시터

(ultracapacitor)라고 불리기도 하며, 짧은 충전

시간(~30초)과 우수한 출력 특성, 반영구적 수

명, 낮은 유지비용, 빠른 응답특성, 높은 안전

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3,4,5]. 따라서,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백업용 전원, 무정전전

원장치, 수송·기계 및 스마트 그리드의 고출

력 보조전원 등 급속충방전이 필요한 전자기

기나 고출력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서 배터리

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전원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본 기고에서는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기본

원리, 최근 연구 동향 및 향후 전망을 가늠해보

고자 한다.

전기화학 커패시터 기술과 
연구 동향

2
Special Theme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세라믹 소재

글_ 유 정 준 책임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리변환소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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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이해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전극 표면

에 전하를 물리적으로 흡/탈착시킴으로서 에

너지를 저장/방전한다. 이 때문에 산화환원반

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사용하는 배터리

와는 달리 출력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 원리

에 충실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전기이

중층 커패시터(electric double-layer capacitor; 

EDLC)라고 부르며, 주로 비표면적이 넓은 다

공성 탄소를 전극소재로 활용한다. 또한, 전기

이중층을 기반으로 전극표면에 국한된 산화환

원 반응을 통해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

도록 고안된 전기화학 커패시터를 유사커패

시터(pseudocapacitor)라고 한다. 주로 전이

금속산화물 또는 전도성 폴리머가 이 전극소

재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초고용량 커패시터

는 작동원리에 따라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와 

유사커패시터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최근 이 두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커패시

터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electric double-layer capacitor)

전기이중층 커패시터는 전기이중층(electric 

double-layer)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저장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극표면에 전압을 인가하면 이온이 전

극표면에 정전기적으로 유도되어 전극과 전해

질 계면에 전기이중층을 형성함으로써 전기를 

저장하게 된다.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에너지밀도는 이차

전지의 약 1/10의 수준이지만, 95% 이상의 

높은 충방전 효율을 가지며 충전 시에 산화환

원반응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

간에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렇게 모아둔 에너지를 수 초 또는 수

십 초 동안에 에너지를 방출하여 높은 출력을 

내놓을 수가 있다. 표면적 및 작동전압, 전극저

항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탄소를 주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

경친화적이며, 폭발의 우려가 거의 없는 안전

한 장치이다. 정전기적 이온흡착을 통한 전기

저장으로 인해 반복된 충방전에도 매우 뛰어

난 사용수명을 가진다.

전기이중층 커패시터가 사용하는 전해질

은 크게 수계와 유기계로 나뉜다. 수계 전해질

의 경우, 대표적으로 H2SO4, KOH, Na2SO4 등

이 있다. 유기계와 비교해 낮은 등가 직렬 저

항(equivalent series resistance, ESR)을 가지며, 

이는 높은 출력을 내는데 유리하다. 또한, 수

계에 쓰이는 전해질 이온들의 크기는 매우 작

아 초미세기공을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 때문에 용량의 측면에서도 유기계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계 전해질의 용

매인 물은 1.23 V에서 분해되므로 소자의 작

동전압이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유기

계 전해질의 작동전압은 3 V정도로 알려져 있

다. 에너지밀도는 작동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

로 일반적으로 수계의 에너지밀도가 유기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유기계 전해질은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너지밀도 측면에서 수

계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서 현재 상용화된 슈

퍼커패시터의 대부분은 유기계 전해질을 주

로 사용하고 있다. 유기계 전해질의 이온은 분

자성 이온으로 크기가 수계 전해질의 이온보

다 크다. 그 때문에 아주 작은 기공에는 흡착이  

어려운 관계로 수계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보

다 용량은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설

명하였듯, 에너지밀도는 작동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용량에는 단순비례 관계이므로 유

기계 전해질이 좀 더 큰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 현재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는 전해질로서 이온성 전해질이 

있다. 이온성 전해질은 따로 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작동전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기계 전해질 이온

들보다 더 큰 이온 크기들과 온도에 따른 이온

들의 이동성, 가격 등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점들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용

처에 따라, 용량, 등가 직렬 저항, 전압 등의 상

호관계를 고려해 전해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 사용되

는 탄소소재로는 활성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나노소재들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표 1). 

그림 1 ▶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기 저장 원리.

Material Carbon 
onions

Carbon 
nanotubers Graphene Activated 

carbon
Carbide 

derived carbon
Templated 

carbon

Dimensionality 0-D 1-D 2-D 3-D 3-D 3-D

Conductivity High High High Low Moderate Low

Volumetric
Capacitance

Low Low Moderate High High Low

Cost High High Moderate Low Moderate High

Structure

표 1 ▶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탄소소재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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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이온으로 크기가 수계 전해질의 이온보

다 크다. 그 때문에 아주 작은 기공에는 흡착이  

어려운 관계로 수계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보

다 용량은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설

명하였듯, 에너지밀도는 작동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용량에는 단순비례 관계이므로 유

기계 전해질이 좀 더 큰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 현재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는 전해질로서 이온성 전해질이 

있다. 이온성 전해질은 따로 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작동전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기계 전해질 이온

들보다 더 큰 이온 크기들과 온도에 따른 이온

들의 이동성, 가격 등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점들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용

처에 따라, 용량, 등가 직렬 저항, 전압 등의 상

호관계를 고려해 전해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 사용되

는 탄소소재로는 활성탄이 가장 많이 쓰이고,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나노소재들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표 1). 

그림 1 ▶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기 저장 원리.

Material Carbon 
onions

Carbon 
nanotubers Graphene Activated 

carbon
Carbide 

derived carbon
Templated 

carbon

Dimensionality 0-D 1-D 2-D 3-D 3-D 3-D

Conductivity High High High Low Moderate Low

Volumetric
Capacitance

Low Low Moderate High High Low

Cost High High Moderate Low Moderate High

Structure

표 1 ▶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탄소소재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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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은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여타 탄소소재

들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넓은 비표면적을 

가진다. 마이크로포어(micropore), 메조포어

(mesopore), 매크로포어(macropore)의 기공

들이 모여 구성된 다공성 구조로 높은 비표면

적을 가진다. 활성탄의 비표면적의 크기에 따

라 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그렇

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아주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활성탄들은 마이크로포어들이 많이 형

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큰 이온들이 원활

히 이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온의 흡착에 비

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큰 비표면적이 용량이나 출력 특성 향상에 많

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큰 크기의 기공에

서 이온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높은 출력 특성을 보일 수 있으나, 기공 

크기가 이온 크기 대비 너무 크게 되면 이 또한 

이온흡착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사용되는 전해질의 이온 크기에 알맞은 

기공분포도를 가진 활성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나노튜브는 메조기공을 갖는 그물 구조 

형태로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활물질로 사용

이 가능하다. 탄소나노튜브의 용량 및 에너지

밀도 수준은 활성탄 대비 그리 뛰어난 편은 아

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탄소나노튜브

의 메조기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온들

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이로 인해 낮은 등가 직

렬 저항 및 높은 출력밀도 특성을 가지는 우수

한 전극 소재이다. 

그래핀(graphene)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탄

소 원자로 구성된 2차원 나노 구조체이다. 전

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서 그래핀이 

주목받게 되었던 이유는 그래핀의 높은 비표면

적(2,630 m2g-1)과 이론용량(550 F g-1)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 성질 때

문이다. 그래핀이 전극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많은 양이 필요하므로, 흑연 산화 방식을 통

해 흑연산화물(graphite oxide)을 만들고 이를 

적절히 환원하여 전극소재로 활용한다. 그러나 

환원과정에서 그래핀의 재적층(restacking) 문

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론용량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래핀을 활성화(activation)함으로써 상용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대비 10배 이상의 출력

성능과 4배 이상의 에너지밀도(납축전지 수준

에 해당)를 보이는 그래핀 기반 전기이중층 커

패시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6].

2.2 유사 커패시터(pseudocapacitors)

유사 커패시터는 전기이중층을 기반으로 전

극표면에 국한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더 많

은 용량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전기화학 커

패시터이다. 주로 금속산화물 또는 전도성 고

분자 물질을 전극소재로 사용한다. 그림 2(a)

에서 보듯이, 전기이중층 커패시터는 산화/환

원 반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완전히 이온의 물

리적 흡탈착만으로 전기를 저장하는데 반해, 

유사 커패시터(그림 2(b))는 전기이중층을 기

반으로 전극 표면에 국한된 산화/환원 반응을 

더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화/환원 반응이 표면에 국한되지 않고 이온

의 층간삽입을 통해 전극소재 부피전체에서 

이뤄짐으로써 전하를 저장하는 배터리의 방식

과는 다르다 (그림 2(c)). 그림 2에서 보듯이, 

유사 커패시터는 출력, 에너지, 수명 등의 특

성에서 전기이중층과 배터리의 중간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유사 커패시터를 배터리가 아닌 

커패시터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배터리와 

다르게 상변화(phase transformation)를 동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적으로는 커패

시터의 가장 큰 특징인 충방전시 시간에 따른 

선형적 반응(linear response)을 보이기 때문이

다 [7].

산화/환원 방식의 유사 커패시터 외, 저전

위 증착(underpotential deposition) 및 층간삽

입(intercalation) 유사 커패시터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사례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 또한 상기 기술한 커패시터의 특성을 

모두 따른다 [8].

대표적인 유사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는 

RuO2를 들 수 있다. RuO2는 아주 오랫동안 연

구되어온 전극소재이며, 전기전도도와 이온

전도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2SO4 용액에서 금속의 산화환원에 따른 빠르

고 가역적인 양성자 이전에 의한 축전 메커니

즘을 보인다. 이 전극의 전체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uO2 + δH+ + δe- ↔ RuO2-δ(OH)δ

위의 반응에서 δ는 0~2사이의 값을 가지며, 

충방전 동안 전해질염의 농도변화 없이 양성

자 전달이 양극과 음극 사이의 분리막을 통하

여 일어난다. RuO2의 비용량은 600 F g-1 로 매

우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값이 비싸고 작동전

압이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9]. 그 대안

으로 망간산화물을 포함한 많은 전이금속 산

화물들이 연구되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polyaniline, polypyrrole, 

polythiophene 등)를 전극소재로 이용한 유사 

커패시터는 높은 용량과 전도성, 낮은 등가 직

렬 저항과 생산비용의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효율이 낮고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기계적 응

력이 사이클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단점도 있

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연

구자들은 전도성 고분자를 복합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  (a)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b) 유사 커패시터, (c) 배터리

의 충전 매커니즘 및 전기적 특성의 구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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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여타 탄소소재

들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넓은 비표면적을 

가진다. 마이크로포어(micropore), 메조포어

(mesopore), 매크로포어(macropore)의 기공

들이 모여 구성된 다공성 구조로 높은 비표면

적을 가진다. 활성탄의 비표면적의 크기에 따

라 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그렇

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아주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활성탄들은 마이크로포어들이 많이 형

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큰 이온들이 원활

히 이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온의 흡착에 비

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큰 비표면적이 용량이나 출력 특성 향상에 많

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큰 크기의 기공에

서 이온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높은 출력 특성을 보일 수 있으나, 기공 

크기가 이온 크기 대비 너무 크게 되면 이 또한 

이온흡착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사용되는 전해질의 이온 크기에 알맞은 

기공분포도를 가진 활성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나노튜브는 메조기공을 갖는 그물 구조 

형태로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활물질로 사용

이 가능하다. 탄소나노튜브의 용량 및 에너지

밀도 수준은 활성탄 대비 그리 뛰어난 편은 아

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탄소나노튜브

의 메조기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온들

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이로 인해 낮은 등가 직

렬 저항 및 높은 출력밀도 특성을 가지는 우수

한 전극 소재이다. 

그래핀(graphene)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탄

소 원자로 구성된 2차원 나노 구조체이다. 전

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서 그래핀이 

주목받게 되었던 이유는 그래핀의 높은 비표면

적(2,630 m2g-1)과 이론용량(550 F g-1)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 성질 때

문이다. 그래핀이 전극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많은 양이 필요하므로, 흑연 산화 방식을 통

해 흑연산화물(graphite oxide)을 만들고 이를 

적절히 환원하여 전극소재로 활용한다. 그러나 

환원과정에서 그래핀의 재적층(restacking) 문

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론용량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래핀을 활성화(activation)함으로써 상용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대비 10배 이상의 출력

성능과 4배 이상의 에너지밀도(납축전지 수준

에 해당)를 보이는 그래핀 기반 전기이중층 커

패시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6].

2.2 유사 커패시터(pseudocapacitors)

유사 커패시터는 전기이중층을 기반으로 전

극표면에 국한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더 많

은 용량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전기화학 커

패시터이다. 주로 금속산화물 또는 전도성 고

분자 물질을 전극소재로 사용한다. 그림 2(a)

에서 보듯이, 전기이중층 커패시터는 산화/환

원 반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완전히 이온의 물

리적 흡탈착만으로 전기를 저장하는데 반해, 

유사 커패시터(그림 2(b))는 전기이중층을 기

반으로 전극 표면에 국한된 산화/환원 반응을 

더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화/환원 반응이 표면에 국한되지 않고 이온

의 층간삽입을 통해 전극소재 부피전체에서 

이뤄짐으로써 전하를 저장하는 배터리의 방식

과는 다르다 (그림 2(c)). 그림 2에서 보듯이, 

유사 커패시터는 출력, 에너지, 수명 등의 특

성에서 전기이중층과 배터리의 중간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유사 커패시터를 배터리가 아닌 

커패시터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배터리와 

다르게 상변화(phase transformation)를 동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적으로는 커패

시터의 가장 큰 특징인 충방전시 시간에 따른 

선형적 반응(linear response)을 보이기 때문이

다 [7].

산화/환원 방식의 유사 커패시터 외, 저전

위 증착(underpotential deposition) 및 층간삽

입(intercalation) 유사 커패시터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사례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 또한 상기 기술한 커패시터의 특성을 

모두 따른다 [8].

대표적인 유사커패시터의 전극소재로는 

RuO2를 들 수 있다. RuO2는 아주 오랫동안 연

구되어온 전극소재이며, 전기전도도와 이온

전도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2SO4 용액에서 금속의 산화환원에 따른 빠르

고 가역적인 양성자 이전에 의한 축전 메커니

즘을 보인다. 이 전극의 전체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uO2 + δH+ + δe- ↔ RuO2-δ(OH)δ

위의 반응에서 δ는 0~2사이의 값을 가지며, 

충방전 동안 전해질염의 농도변화 없이 양성

자 전달이 양극과 음극 사이의 분리막을 통하

여 일어난다. RuO2의 비용량은 600 F g-1 로 매

우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값이 비싸고 작동전

압이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9]. 그 대안

으로 망간산화물을 포함한 많은 전이금속 산

화물들이 연구되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polyaniline, polypyrrole, 

polythiophene 등)를 전극소재로 이용한 유사 

커패시터는 높은 용량과 전도성, 낮은 등가 직

렬 저항과 생산비용의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효율이 낮고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기계적 응

력이 사이클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단점도 있

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연

구자들은 전도성 고분자를 복합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  (a)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b) 유사 커패시터, (c) 배터리

의 충전 매커니즘 및 전기적 특성의 구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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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이브리드 커패시터(hybrid capacitor)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는 전극소재 측면에서 

복합화하거나, 소자구조 측면에서 복합화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극소재의 복합화는 탄소 소재를 기반으

로 금속산화물이나 전도성 고분자를 복합화하

여 이뤄진다. 탄소 소재의 높은 비표면적과 전

기전도도를 기반으로 높은 가역용량을 가지는 

유사 커패시터 소재를 결합시킴으로써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소자구조 측면에서의 복합화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한쪽 전극과 유사 커패시터 또는 배

터리의 한쪽 전극을 하나의 단위 셀(unit cell)

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3(a)). 이러한 

접근법은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지만 낮은 

출력밀도를 가진 배터리 전극과 높은출력밀도

를 보이지만 낮은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커패

시터를 결합하여 각자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

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사이클 안정성을 

희생하는 대신 더 높은 작동 전압과 용량을 가

지게 된다(그림 3(b)). 전해질로는 수계 또는 

유기계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림 4에

서 보듯이 유기계 전해질이 작동전압을 높이

는데 유리하므로 최근에 유기계 기반인 리튬

이온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커패시터

(Li-ion capacito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때 사용되는 소재들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음

극소재인 흑연(graphite), 티타늄산화물(TiO2, 

Li4Ti5O12, 등), 또는 양극소재인 망간산화물

(LiNixMn2-xO4, LiMn2O4) 등이 있으며, 반대전극

은 주로 활성탄 같은 탄소소재를 활용한다. 상

용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의 에너지밀도(11~14 

Wh kg-1, 19~25 Wh L-1)는 전기이중층 커패시

터(5~8 Wh kg-1, 5~10 Wh L-1) 대비 2~3배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연구 동향

1957년 전기이중층 커패시터가 처음 제안

된 이후, 2000년대 나노소재의 개발과 하이

브리드 커패시터의 등장으로 전기화학 커패

시터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이 높은 에너지밀도를 기반으

로 빠른 출력 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는 것처럼, 전기화학 커패시터도 빠른 출력  

특성을 기반으로 높은 에너지밀도를 얻기 위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노

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물들을 라고니 플롯 

(Ragone plot)에 도시한 것이다. 이 때, 라고니 

플롯은 소자전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전극 무게가  

그림 3 ▶  (a)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와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소자 

구조 비교, (b) 리튬이온배터리(LIB)와 전기이중층 커패

시터(EDLC)를 복합화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10]. 

a

b

그림 4 ▶ 수계 및 비수계 전해질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들의 에너지밀도 비교 [10]

그림 5 ▶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에너지밀도의 향상 추세. 도시된 에너지 및 출력밀도는 패키징된 소자의 총무게 중 전극소재의 무게가 통

상 30%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계산값 [3,6,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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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이브리드 커패시터(hybrid capacitor)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는 전극소재 측면에서 

복합화하거나, 소자구조 측면에서 복합화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극소재의 복합화는 탄소 소재를 기반으

로 금속산화물이나 전도성 고분자를 복합화하

여 이뤄진다. 탄소 소재의 높은 비표면적과 전

기전도도를 기반으로 높은 가역용량을 가지는 

유사 커패시터 소재를 결합시킴으로써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소자구조 측면에서의 복합화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한쪽 전극과 유사 커패시터 또는 배

터리의 한쪽 전극을 하나의 단위 셀(unit cell)

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3(a)). 이러한 

접근법은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지만 낮은 

출력밀도를 가진 배터리 전극과 높은출력밀도

를 보이지만 낮은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커패

시터를 결합하여 각자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

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사이클 안정성을 

희생하는 대신 더 높은 작동 전압과 용량을 가

지게 된다(그림 3(b)). 전해질로는 수계 또는 

유기계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림 4에

서 보듯이 유기계 전해질이 작동전압을 높이

는데 유리하므로 최근에 유기계 기반인 리튬

이온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커패시터

(Li-ion capacito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때 사용되는 소재들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음

극소재인 흑연(graphite), 티타늄산화물(TiO2, 

Li4Ti5O12, 등), 또는 양극소재인 망간산화물

(LiNixMn2-xO4, LiMn2O4) 등이 있으며, 반대전극

은 주로 활성탄 같은 탄소소재를 활용한다. 상

용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의 에너지밀도(11~14 

Wh kg-1, 19~25 Wh L-1)는 전기이중층 커패시

터(5~8 Wh kg-1, 5~10 Wh L-1) 대비 2~3배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연구 동향

1957년 전기이중층 커패시터가 처음 제안

된 이후, 2000년대 나노소재의 개발과 하이

브리드 커패시터의 등장으로 전기화학 커패

시터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이 높은 에너지밀도를 기반으

로 빠른 출력 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는 것처럼, 전기화학 커패시터도 빠른 출력  

특성을 기반으로 높은 에너지밀도를 얻기 위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노

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물들을 라고니 플롯 

(Ragone plot)에 도시한 것이다. 이 때, 라고니 

플롯은 소자전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전극 무게가  

그림 3 ▶  (a)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와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소자 

구조 비교, (b) 리튬이온배터리(LIB)와 전기이중층 커패

시터(EDLC)를 복합화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10]. 

a

b

그림 4 ▶ 수계 및 비수계 전해질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들의 에너지밀도 비교 [10]

그림 5 ▶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에너지밀도의 향상 추세. 도시된 에너지 및 출력밀도는 패키징된 소자의 총무게 중 전극소재의 무게가 통

상 30%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계산값 [3,6,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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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무게의 30%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환

산된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기존의 특성에

서 진일보 중이며, 실험실 규모에서만큼은 에

너지밀도가 상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준에 상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빠른 충전 속도

를 기반으로 이차전지만큼의 에너지밀도가 확

보된 상용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등장을 기대

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전기화학 커패시터 

    시장 동향

그림 6은 전기화학 커패시터 시장의 경쟁구

도를 2016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기업

인 Maxwell이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

며, 한국기업인 LSMTron과 일본기업인 Nip-

pon ChemiCon이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인 Nesscap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다만, 지난 3년간 전기화학 커패시터 시장

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 우선 Nesscap이 2017

년에 1위 기업인 Maxwell에 인수되었으며, 

Maxwell은 최근(2019년)에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Tesla에 인수되었다. Tesla는 Maxwell

의 건식전극제조 기술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는 Maxwell이 전기화학 커패시

터 활성탄 전극을 제작할 때 사용해왔던 건식

전극 제조기술을 배터리 기술에 접목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Maxwell에서 전기화학 커패시터와 배터리의 

결합을 통해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며, 배터리 수명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은 향후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학 커패시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하

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를 시작으로 현재는 하이브리드 커패시터까지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응용분야도 백업용 전

원, 무정전전원장치, 수송·기계의 고출력 보

조전원 등 급속방전이 필요한 전자기기로부

터 자동차의 회생제동 시스템, 무가선트램의  

주전원,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저장장치, 사

물인터넷 및 무선센서네트워크  전원 등으로 

적용분야가 넓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기

화학 커패시터의 초기 가격이 배터리에 비해 

비싸고 시장이 작다는 점은 향후 소자 및 소재

의 성능의 향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극

복해나가야 한다. 독특한 고출력 특성을 가지

고 있는 전기화학 커패시터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높은 에너지, 출력, 사이클 성능을 동시에 

보유한 이상적인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림 6 ▶ 전기화학 커패시터 시장의 경쟁구도 (2016년 기준, 

IDTec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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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무게의 30%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환

산된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기존의 특성에

서 진일보 중이며, 실험실 규모에서만큼은 에

너지밀도가 상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준에 상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빠른 충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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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된 상용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등장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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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화학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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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기업인 LSMTron과 일본기업인 Nip-

pon ChemiCon이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인 Nesscap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다만, 지난 3년간 전기화학 커패시터 시장

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 우선 Nesscap이 2017

년에 1위 기업인 Maxwell에 인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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