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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크스를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KOH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초고용량 커패시터의 전극활성물질인 고밀도 활성탄을 
제조하였다. 활성화 시에 약품량을 줄이고 합성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활성탄의 비표면적을 줄였다. 활성탄 비표면적은 500 
∼1260 m2/g을 나타내었고, 전극밀도는 0.68∼0.83 g/cm3로 측정되었다. 풀셀을 구성하여 용량 측정을 한 결과, 최고 20 
F/cc의 체적 당 용량 값(하프 셀 기준 95 F/cc 정도)을 보여 페놀레진 기반의 상용 활성탄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High density activated carbons electrode materials, for supercapacitor were prepared by chemical KOH activation of cokes 
as the starting material under Ar atmosphere. By controlling the synthesis conditions and reducing KOH quantity in the activa-
tion step,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product was decreased. BET surface area was measured to be 500∼1260 m2/g, 
and the electrode density was in the range of 0.68∼0.83 g/cm3. Volumetric specific capacitance (unit cell test) was as high 
as 20 F/cc, which corresponds to gravimetric specific capacitance of about 95 F/cc on the basis of half cell tes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pecific capacitance of the activated carbons prepared in this study is superior to that of commercial acti-
vated car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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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인간의 삶은 점점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더해가고 있고 그 핵심에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현대문명의 총아들

이 포진되어 있다. 이러한 고도로 성장된 제품들은 휴대성이 점차로 

강조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컨버전스의 흐름을 타고 제품의 

다기능화와 소형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고 진화해 나갈수록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이며 특히 휴대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상

시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탑재는 필수적

인 것이라 하겠다.
  현재 이러한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 중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초고용량 커패시터이다. 초고용량 커패시터는 높은 출력밀

도와 충방전 효율, 무한에 가까운 사이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류

변화에 안정적이어서 기존의 이차전지와는 달리 보호회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전극활물질

로서 탄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안전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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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차세대 에너지 백업 및 저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1,2].
  초고용량 커패시터는 1970년대 미국의 SOHIO사와 일본의 마쓰시

타 전기에 의해 최초로 상용화[3]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시장, 응
용분야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주 응용분야는 대부분 회로의 real-time 
clock 백업용 전원으로서 전기제품의 전원부에 탑재되어 폭넓게 사용

되어 왔다[2]. 2000년대 이전에는 가능성만이 제시되었을 뿐 본격적

인 다른 응용분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산업의 발달

로 인하여 그 용도가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4-6]. 예전부터 전기

자동차의 전원으로서 높은 출력과 사이클 안전성으로 주목받아 왔으

며, 최근 Hybrid Electric Vehicle (H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의 개발과 함께 그 시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

전용 에너지저장장치로서 납축전지를 대체하여 시장이 확산되고 있

어 대체에너지분야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7].
  이러한 초고용량 커패시터의 핵심기술은 바로 용량발현 및 주요특

성을 결정짓는 전극활물질에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반응공간 

확보를 위한 넓은 비표면적과 높은 전기전도도, 그리고 부반응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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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overall experimental procedure.

은 전기화학적인 안정도 등이 전극활물질을 위한 요구조건이었으며, 
때문에 넓은 비표면적을 바탕으로 활성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어 왔다[8,9].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전극활물질용 소재는 대부분이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탄소에어로겔[10]과 금속산화물[11]
이 사용되고 있다.
  전극활물질에 대한 연구는 활성탄의 용량을 넘어서기 위한 소재로

서 루테늄옥사이드를 비롯한 의사커패시터용 금속산화물들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으나[12-14], 이 물질들은 수계시스템에서만 국한되어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의 한계로 인한 에너지밀도의 한계성, 높은 

제조비용과 재현성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도 상용화는 요원한 실정이

다. 그 후 2000년대에 다시 탄소재를 사용한 전극활물질 연구가 이어

지면서 전극활물질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일본전자에

서 나노게이트 커패시터가 발표되고[15] 파워시스템즈에서 약품부활

을 통한 고용량 소재의 합성[16] 등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전극활물질

용 탄소재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계 약품부활을 통하여 전극활물질용 활성탄

을 합성하되 기존에 연구의 약품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을 사용

함으로써 낮은 제조비용과 뛰어난 생산성을 지닌 소재를 만들고자 하

였으며, 낮은 비표면적과 높은 전극밀도를 통하여 체적당 축전용량이 

뛰어난 고밀도소재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활성탄 제조

  활성탄 제조를 위한 원료로서 일본 Osaka Gas Chemical의 green  
mesocarbon microbeads (Green MCMB)를 사용하였고, 활성화용 약품

인 KOH는 Sigma-Aldrich사 제품(시약급 ≥ 90%, flakes)을 사용하였다.
  Figure 1은 활성탄 제조 및 특성 측정을 위한 모식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een MCMB와 KOH를 1 : 1 비율로 정량한 뒤에 기

계적으로 분쇄 및 교반하여 약품부활을 위한 전구체로 하였다. 활성

화 시 알칼리 금속으로 인한 강한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응용기 

및 반응기의 재질은 모두 니켈로 제작하였다. 활성화 온도는 700∼

900 ℃로 하였고 반응 시에 아르곤가스를 0.5 m3/h로 순환시켜 비활

성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열처리조건은 5 ℃/min 으로 승온하여 목표

온도까지 도달한 뒤에 30 min 동안 유지시킨 후 서서히 냉각하였다. 
합성된 활성탄을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1 M 염산수용액으로 가열 교

반하여 세정한 뒤에 pH가 7 ± 0.4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반복하여 세

정하였다. 세정된 시료는 150 ℃에서 12 h 진공 건조하여 전극활물질

로 사용하였다.
  활성탄의 물성분석을 위하여 FE-SEM (JSM-7000F, JEOL)로 표면

형상을 분석하였으며 및 BET (ASAP2020, Micromeritics)로 비표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셀 제조 및 특성 측정

  전극제조를 위하여 활성탄, 도전재로서 ketjen black ECP-600JD 그
리고 결합제로서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D-60 Daiken사, Japan)
을 각각 90 : 7 : 3으로 혼련하여 연신 및 건조 공정을 거쳐 전극을 제

조하였다. 이때 전극을 열간압연기로 150 µm 두께로 가공하였으며 

직경이 φ12 mm로 천공하여 셀 제조용 전극으로 하였다.
  셀 제조 시 직경 φ18.5 mm에 높이가 2 mm인 코인형 제품을 사용

하였고, 전해액은 Propylene Carbonate (PC)에 1 M Tetraethtylam- 
monium tetrafluoroborate (TEABF4)이 용해된 것을 사용하였고, 그리

고 분리막으로서 TF4050 (NKK사, Japan)을 사용하였다. 아르곤 분위

기에서 제조된 셀은 70 ℃에서 1 h 동안 에이징한 뒤에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체적당 용량[F/cc]은 제조된 도전재와 바인더를 합산한 전극의 중량

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축전용량은 충방전시험기 BTS-100 (Human 
Technology)로 측정하였으며 1 mA로 2.3∼1 V까지 방전한 시간을 기

준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안정화된 용량 값을 취하기 위하여 10번

째 싸이클 값을 기준 값으로 하였다. Cyclic Voltammetry (CV)는 

CHI660 (CH Instrument. USA)로 측정하였고 주사 속도는 5 mV/s로 

0∼3 V까지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전구체와 약품비를 1 : 1로 하고 반응온도에 따라 약

품 활성화 공정을 진행하여, 이에 따른 비표면적, 전극밀도 및 전기화

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ure 2(a)는 약품활성화 공정을 시작하기 전의 전구체 상태로서 

석탄 부산물인 관계로 불규칙한 입도 및 형상을 보이고 있으나 별다

른 부서짐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b), (c), (d)는 모두 활성화 공정 

뒤의 사진으로서 약품활성화 시 강력한 알칼리 부식에 의하여 탄소 

표면이 다공성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입자가 결을 따라 부서지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서짐 현상은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전구체의 상태가 모두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짐의 정도가 같은 활성화 조건에서도 다양하게 혼재하였고 불규

칙한 현상을 보였다.
  Figure 3는 활성화 온도에 따른 비표면적의 변화로서 열처리 온도

가 상승함에 따라 비표면적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800 ℃까

지는 급격하게 비표면적이 변화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완만한 상승세

를 보였다. 전구체에 대한 약품의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1500 m2/g 이
상의 값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용제품도 대부분 높은 비표면적

을 보이고 있다. 본 실험에는 비표면적은 낮으나 전극 밀도 및 전도도 

향상을 통하여 체적당 용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입된 약품량에 기인하여 900 ℃에서도 1260 m2/g의 비교

적 낮은 비표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4는 합성 시 투입된 전구체 대비 합성 후 활성탄의 수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80% 이상의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존

의 약품활성화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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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E-SEM Photographs of green MCMB & activated samples.

Figure 3. Change of BET surface area with heating temperature.

한 활성화로 인한 미분발생 등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ure 5는 합성된 활성탄으로 전극을 제조하였을 때의 전극밀도와 

합성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800 ℃까지 전극밀도가 급

속히 감소한 뒤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과 비교할 때 비표면적과 전극밀도의 관계

는 800 ℃까지는 반비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온

도에서 비표면적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데 반하여 전극밀도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6은 합성온도에 따른 체적당 축전 용량[F/cc]와 중량당 축전 

용량[F/g]을 나타낸 것이다. 활성탄 제조 시 비표면적 증대에 너무 치

중할 경우 중량당 용량은 증가하나 실제 전극으로 제조하였을 경우 

전극밀도 및 전기전도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체적당 축전 용량은 오히

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Figure 6을 보면 모두 850 ℃까지는 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900 ℃에서는 뚜렷한 축전 용량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구체와 약품비

율에서는 850 ℃가 적합한 반응온도임을 알 수 있고 이때 체적당 용

Figure 4. Activation yield of prepared samples with heating tem- 
perature.

Figure 5. Change in electrode density with activation temperature.

량은 20 F/cc, 중량당 용량은 30 F/g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Table 1은 기존 대표적인 상용제품과 본 실험의 결과 비교표이다. 
기존의 연구는 비표면적을 최대한 높여서 용량발현을 시키고자 하였

고 때문에 비표면적이 1500 m2/g 이상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본실험결과를 토대로 비교하여 볼 때 700∼750 ℃ 샘플을 

보면 비표면적이 40% 가량 낮지만 전극밀도를 20% 이상 향상시킴으

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체적당 용량을 20 F/cc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것은 높은 비표면적의 구현보다는 낮은 비표면적과 높은 전극밀도, 
그리고 이에 최적화된 기공구조를 갖춤으로써 더 높은 체적 당 용량

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Figure 7은 활성화 온도에 따른 활성탄의 CV 분석을 0.0∼3.0 V 사
이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활성화 온도에 따라 전기이중층 커

패시턴스에 해당하는 기저 전류의 크기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풀셀 기준으로 용량을 환산하여 보았을 때 Table 1에 나타낸 정전류 

실험과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전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95 F/cc 정도의 축전 비용량이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 CV 분석결과



384 노광철⋅박진배⋅이철태⋅박철완

공업화학, 제 18 권 제 4 호, 2007

    (a)

    (b)

Figure 6. a) Volumetric and b) Gravimetric specific capacitances of the 
electrodes versus activation temperature.

로서 700, 750 ℃에서 제조된 활성탄의 CV인 (a)와 (b)에서는 합성온

도가 너무 낮은 관계로 기공발달이 부족하여 고전압에서의 특성이 떨

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 800 ℃에서 준비된 (c)에서는 비표면적 증가로 

인하여 고전압 특성은 확보하였으나 소재 활성화가 미흡하여 850, 
900 ℃에서 준비된 (d)와 (e)에 비하여 축전용량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KOH 약품 활성화를 통하여 합성한 초고용량 커패시터 전극활물질

용 활성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Green MCMB의 약품 활성화 시 Green MCMB와 KOH 약품량

의비를 1 : 1의 낮은 비율로 한 경우, 높은 축전용량을 가지는 고밀도 

활성탄 소재 합성이 가능하였다.
  2) 최적의 활성화 열처리 온도는 850 ℃ 였으며 이때의 비표면적은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Samples Prepared in this Study and 
Commercial Activated Carbon

Maker Sample
Code

BET 
Surface

area

Volumetric
Specific 

Capacitance

Electrode
density

m2/g F/cc g/cm3

Kansai Chemical MSP-20 2200 18 0.55

Kuraray Chemical RP-20 1950 16 0.52

KETI_YU 700 501 20 0.83

KETI_YU 750 837 20 0.78

KETI_YU 800 1124 15 0.67

KETI_YU 850 1222 10 0.67

KETI_YU 900 1259  6 0.68

Figure 7. Cyclic voltammograms of activated carbons prepared at 
different temperature a) 700 ℃, b) 750 ℃, c) 800 ℃, d) 850 ℃, e) 
900 ℃.

1222 m2/g, 제조된 전극의 밀도는 0.67 cm3/g이었다. 체적당 용량은 20 
F/cc로 기존 상용화된 제품들과 비교 시 10% 이상 향상된 값을 보였

다. 이를 소재 기반 무게를 기준으로 환산 시 약 95 F/cc로 상응한다.
  3) CV 분석결과 800 ℃ 이하의 온도에서는 탄소 소재의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전압에서의 거동 및 용량특성이 좋지 못

하였으며 850 ℃ 이상에서 활성화한 소재들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재들은 향후 초고용량 커패시터의 에너

지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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