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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layer-by-layer 자가조립법을 이용해서 polyaniline(PANi), graphene oxide(GO) 및 phytic acid(PA)으로 구성된

(PANi/GO/PANi/PA)10 다층을 제작하고, 전기화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GO를 ERGO으로 환원하여 완성된 (PANi/ERGO/PANi/

PA)10 다층 필름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 다층 필름 전극 내에서 고리형 다인산 화합물 나노

입자가 PANi을 도핑함과 동시에 전극 내부에 다공성과 표면적을 높여서 (PANi/ERGO)20 전극의 용적 커패시턴스를 개선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다층 필름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1 M H2SO4 전해질 하에서 삼 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되

었다. 그 결과, (PANi/ERGO)20 전극은 1 A/cm3 전류밀도에서 666 F/cm3의 용적 커패시턴스을 보여주었고, (PANi/ERGO/PANi/

PA)10 전극은 769 F/cm3에 해당되는 개선된 용적 커패시턴스를 보여주었다. 또한 1000 사이클 이후에도 초기 커패시턴스의

79.3%의 순환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공액성 구성성분들이 서로 포개져서 밀집되게 형성된 (PANi/ERGO)20 전극 내

부에 고리형 다인산 화합물 나노입자를 이용한 구조변환을 통해서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슈퍼커패시터, 층상자가조립법, 사중층 필름, 화학적 환원법, 초박막 필름 제작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ayer-by-layer self-assembled multilayer film

composed of polyaniline (PANi), graphene oxide (GO) and phytic acid (PA), whereby the GO was electrochemically reduced

to ERGO, resulting in (PANi/ERGO/PANi/PA)10 film electrode. Especiall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volu-

metric capacitive property of (PANi/ERGO)20 film electrode via combining a spherical hexakisphosphate PA nanoparticle into

the multilayer film that would dope PANi properly and also increase the porosity and surface area of the electrode. The elec-

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 multilayer film electrodes were investigated using a three-electrode configuration in 1 M

H2SO4 electrolyte. As a result, the (PANi/ERGO)20 electrode showed the volumetric capacitance of 666 F/cm3 at a current

density of 1 A/cm3, which was improved to the volumetric capacitance of 769 F/cm3 for the (PANi/ERGO/PANi/PA)10 elec-

trode, in addition to the cycling stability maintained to 79.3% of initial capacitance after 1000 cycles. Thus, the electrochemi-

cal characteristics of the (PANi/ERGO)20 electrode, which was densely packed by π-π stacking between the electron-rich

conjugate components, could have been improved through structural modification of the multilayer film via combining a

spherical hexakisphosphate PA nanoparticle into the multilayer film.

Key words: Supercapacitor, Layer-by-layer self-assembly, Tetra-layered film, Chemical reduction, Ultrathin film fabrication

서 론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 급격하

게 증가함에 따라서 자원고갈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와 같

은 지속 재생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2 또한 그러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공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의 개발

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전기 에너지 저

장장치 중에서 슈퍼커패시터는 배터리나 기존의 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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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비하여 빠른 충·방전 속도, 뛰어난 안정성, 긴 수명

주기뿐만 아니라 높은 출력 밀도와 같은 장점을 지니며,

전기 운송수단과 휴대용 전자장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3,4

슈퍼커패시터는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에 따라 일반적

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초고용량 커패시터

의 종류 중 대표적인 전기이중층 커패시터(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DLC)는 전극/전해질 계면 간 전기 이중

층(electric double layer)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전하의

분리와 흡착에 의해서 전기를 축적한다.5 둘째, 슈도커패

시터(Pseudocapacitor)는 금속산화물 또는 전도성 고분자

전극/전해질 계면 간 가역적인 패러데이 산화-환원 반응

에 의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6,7 셋째, 하이브리드 커패시

터(Hybrid capacitor)는 단일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전기화학

적 이중층 커패시터와 슈도커패시터의 복합체로 구성되

어 있다.8,9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슈퍼커패시터는 활성탄

소 전극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차전지와 비교하여 매우 낮

은 에너지 저장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이러한 슈퍼

커패시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전극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그래핀

(Graphene)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극소재 개발 연구가 매

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래핀(Graphene)은 sp2

탄소원자들이 결합하여 벌집형태의 격자를 이루고 2차원

시트형 단일층 구조를 지니는 물질로서 높은 비표면적

(2620 m2g−1), 우수한 열전도성(5000 Wm−1K−1)과 전기 전

도성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래핀의 뛰어난 성질들로

인해 이 재료를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극, 투명 전도성 필

름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11 그래핀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를 화학적으로 산

화해서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 GO) 형태로 박리하

고, 후에 이를 다시 환원하는 Hummers 방법이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Chemically Reduced Graphene Oxide, RGO)는 용액 내에서

시트 사이에 존재하는 π-π 상호작용에 의한 재적층으로

집합체와 침전물을 형성하고 그 결과 비표면적이 감소하

게 된다.12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을 사용

하는 슈퍼커패시터 전극에서는 전도성 고분자 혹은 금속

산화물을 그래핀과의 혼합을 통해서 전극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다.13−15 대표적인 전도성 고

분자 중 하나인 폴리아닐린(Polyaniline, PANi)은 높은 전

도성과 유연성, 다양한 산화·환원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당히 높은 슈도커패시턴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반면에 낮은 안정성으로 인한 커패시터로서의 적용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16,17 이에 비록 낮은 안정성을 지니

지만 높은 정전용량과 전기 전도성을 지니는 금속 산화물

또는 전도성 고분자를 RGO와 함께 도입함으로서 전기전

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왔다.18,19

층상자가조립법(Layer-by-Layer Self-Assembly, LbL)은

나노구조로 구성된 초박막 다중층 필름을 제작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나노재료의 축적을 통해 고

안된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bottom-up 조립방식이

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양전하 및 음전하를 띠는 폴리

전해질 수용액에 기판을 담그면 정전기적 인력, 수소 및

π-π 상호작용력과 같은 다양한 힘을 통해서 서로 반대 전

하를 띠는 층이 교대반복적으로 축적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20 LbL 기법을 이용한 초박막 필름의 제작은 폴리

전해질 이외에도 전하를 띤 유기물,21 유기/무기 입자22,23와

같은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흡착 단층 수를 조절함으로써, 필름의 두께 조절을 통해

균일하고 정교한 필름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

으로 인하여 현재 LbL 기법은 에너지 저장장치,24−28 전기

화학/바이오 센서,29,30 약물전달 시스템31,32 등과 같은 다

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피트산(Phytic Acid, PA)은 구형 구조를 가지는 고리형

포화 다인산으로 과량의 인산기를 통해 하나 이상의 PANi

사슬과 상호작용하여 LbL 적층이 용이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 또한 PANi 사슬 사이에 피트산 나노입자가 삽입되어

가교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극의 다공성을 증대시켜

비표면적을 증가시킴에 따라 전극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33,34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담금 코팅기법을 기반으로 한 LbL 자가조립법을 이

용하여 PANi와 GO로 구성된 다층 필름 내에 피트산(PA)을

같이 조합하여 10 사중층 필름(PANi/GO/PANi/PA)10을 제

작하고, 이 필름 내의 GO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ERGO로 환원시켰다. 여기서 고리형 다인산이(PANi/ERGO/

PANi/PA)10 다층 필름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 및 정전압

충/방전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GCD)과 1 M H2SO4

및 Na2SO4 전해질 하에서 40 단일층으로 구성된(PANi/

ERGO)20 전극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 분석하였다.

실 험

GO의 합성

GO는 Hummers 방법35,36을 기반으로 하여 합성되었다.

3 g의 natural graphite powder(입자 크기 = 150 μm, Sigma-

Aldrich), 12 mL의 H2SO4(95%, Samchun chemical), 2.5 g의

K2S2O8(Sigma-Aldrich) 및 2.5 g의 P2O5(Sigma-Aldric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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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고 4.5시간 동안 80 oC에서 교반한다. 그리고 나서 이 혼

합물을 실온으로 식힌 이후에 500 mL의 증류수(18 MΩ/

cm)를 천천히 가하고 교반시키지 않은 상태로 하루 동안

유지시킨다. 이 혼합물로부터 분리한 침전물을 증류수로

씻어 남아있는 산과 염들을 제거한 후에 다시 증류수에

분산한 후에 얼음물 탕 하에서 20 oC 이하로 유지하며 120

mL의 H2SO4(~0 oC)와 15 g의 KMnO4(Sigma-Aldrich)를 차

례로 천천히 첨가한다. 혼합물을 35 oC에서 2시간 동안 교

반한 후에 용액의 온도를 50 oC 이하로 유지하면서 250 mL의

증류수를 천천히 가한다. 다시 2시간 동안 교반하고 700 mL

의 증류수를 넣어준다. 그리고 나서 20 mL의 H2O2(34.5%)를

가하면 거품이 일어남과 동시에 용액의 색이 밝은 노란색

으로 변한다. 이 용액으로부터 침전물을 얻어 10% HCl(v/

v)과 증류수로 수 차례 씻어 주어 잔존하는 금속 이온과

산을 제거한다. 이렇게 합성된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시트를

수용액에서 30분 동안 소니케이션하여 박리시킨다.

PANi의 합성

200 mg의 에메랄딘 형 PANi(MW 50 000, Sigma-aldrich)에

10 mL의 Dimethylacetamide(DMAc 99%, Sigma-aldrich)를

가하여 하루 동안 교반한다. PANi가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용액을 다시 10시간 동안 소니케이션한다. 그리고 나서 3 N

HCl을 이용하여 pH 3으로 조절된 증류수로 용액을 10배

희석하고, 바로 1 N HCl 용액으로 용액의 pH가 2.6이 되

도록 조절한다.37 사용된 PANi 용액의 몰농도는 벤젠과 퀴

노이도(quinoid)환으로 구성된 폴리아닐린 반복단위를 포

함하는 에메랄딘 염기(emeraldine base, Mo = 181) 반복단

위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한 기질의 준비

석영(fused silica)과 실리콘 기판(d = 100 mm, Libby Owens

Ford(USA))을 piranha 용액(H2SO4 : H2O2 = 7 : 3)과 RCA 용액

(H2O : H2O2 : NH3 = 5 : 1 : 1)에 80 oC에서 차례로 담가 각

각 1 시간 동안 소니케이션한다. 그리고 나서 증류수로 헹

궈 각 용액을 완벽하게 세척한 후에 질소가스로 건조시킨다.

ITO glass(8 Ω/cm, d = 100 mm, MEMC Electronic Material

Inc(Malaysia))의 경우에는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 순으로

차례로 담그고 질소가스로 건조시킨다. 그리고 나서 다시

piranha 용액에 10초간 담근 후에 증류수로 잘 세척해준

후에 건조시킨다.

(PANi/ERGO/PA/PANi)10 사중층 필름의 제작

Fig. 1과 같이, (PANi/GO/PANi/PA)10 사중층 필름은 전

처리된 석영, 실리콘 기판 혹은 ITO 유리판에 나노구조로

구성된 초박막 다중층 필름을 제작하는 층상자가조립법

(Layer-by-Layer; LbL)을 활용해서 양으로 하전된 물질(PANi)

과 음으로 하전된 물질(GO 및 PA)을 교대반복적으로 축적

하여 제작하였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면, 전

처리된 기판을 먼저 PANi 용액(0.5 mM, pH 2.6)에 15분 동

안 담근 후에 증류수(pH 2.6)에 1분 동안 세 번씩 차례로

담가 비선택적으로 코팅된 PANi를 세척 제거한다. 이어서

이 기판을 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주의 깊게 건조시킨다. 그리

고 나서, PANi로 코팅된 기판을 다시 GO 용액(0.125 mg/mL,

pH 3.5)에 15분 동안 담가 PANi층 위에 GO를 축적시킨다.

PANi/GO가 적층된 기질을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통해 세

척하고 건조시킨 후에 다시 PANi용액에 동안 15분 동안

담가서 PANi를 적층시킨다. PANi/GO/PANi가 적층된 기

질을 마지막으로 PA용액(5 mM, pH 3.5)에 15분 동안 담근

후에 세척하고 건조함으로서 PANi, GO, PANi, PA의 순서로

적층된 사중층 구조의 박막을 제작한다. 위에서 언급한 전체

과정을 10회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PANi/GO/PANi/PA)10

다중층 필름을 제작하였다. 다만, ITO 전극 상에 제작된

사중층 다층 필름은 0 V에서 −1.2 V(vs Ag/AgCl)의 전위

범위에서 스캔하여 GO를 ERGO로 전기화학적으로 환원

하여 (PANi/ERGO/PANi/PA)10 사중층 다층 필름을 제작하

였다.25

(PANi/ERGO/PA/PANi)10 사중층 필름의 분광학 및 전기

화학적 특성 분석 

(PANi/GO/PANi/PA)10 사중층 필름의 LbL 자가조립 과

정에서 PANi, GO, PA 층의 적층 여부와 이 다중층 필름의

분광학적 특성은 UV/vis 분광기(Perkin-Elmer, Lambda 40)를

이용해서 조사되었다. 사중층 필름의 두께는 실리콘 기판에

적층하여 광학 일립소미터(EllipsoTechnology, Elli-SE-F)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최소 4-5개의 지점을 측정하여 평균

두께 값을 계산하였다. 순환전압전류법과 정전압 충/방전

Figure 1. Scheme for fabrication of tetra-layered film composed
of PANi, GO, and PA using the LbL dip-co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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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포함한 사중층 필름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각각의 1 M

H2SO4와 1 M Na2SO4 전해질 하에서 3전극 시스템(Pt wire;

상대전극)을 이용하여 −0.2에서 0.8 V(vs Ag/AgCl)의 전위

범위를 스캔함으로서 측정되었다. 이 필름으로 구성된 전

극은 바인더나 전도성 첨가물 없이 제작되었다. 일정 전류

하에서 시간에 대해 전압이 증가/감소하는 그래프를 통한

충·방전 거동 측정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method,

GCD)으로부터 각 전류밀도에서의 0.1 cm2 활성면적에 대한

용적 커패시턴스(Volumetric capacitance, C)는 전극의 방전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용적용량의 계산을 위

한 식 (1)은 다음과 같다:

(1)

이 식에서, I는 전류(A), V는 (PANi/ERGO/PANi/PA)10 사중

층 필름 전극의 부피 (cm3), ∆E는 방전 과정 동안에서의 전

위의 범위(V), 그리고 ∆t는 방전 시간(s)을 의미한다.38

결과 및 고찰

(PANi/ERGO/PANi/PA)10 사중층 필름 전극의 제작

(PANi/GO/PANi/PA)10 사중층 필름의 제작은 Fig. 1에서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고체 기판

상에 PANi, GO, PANi, PA의 순서로 적층하여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 구성 성분은 주로 양으로 하전된 PANi와

음으로 하전된 GO 또는 PA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기판 표면으로 흡착이 일어나지만, 이 과정에 PANi-GO

사이에는 수소결합과 π-π 결합도 함께 작용한다. 이렇게 세

종류의 구성성분이 기판 상에 LbL 자가조립하여 교대반

복적 적층된 다중층 필름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PANi/

ERGO/PANi/PA)10 다층 필름은 ITO 전극 상에 코팅된(PANi/

GO/PANi/PA)10 전극 내에 있는 GO 층을 전기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ERGO로 환원시켜서 제조되었다. GO의 전

기화학적 환원은 작업전극, 전해질, Pt wire 상대전극 세

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며, 이 때 낮은 전위에서 전해질로부터

의 이온과 전극의 전자 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 이 과정

을 통해, GO가 RGO로 환원됨과 동시에 시트의 π-오비탈

컨쥬게이션이 복구됨에 따라 전극 내에 최적화된 도핑 상

태의 PANi 층이 형성된다.39

(PANi/ERGO/PANi/PA)10 다층 필름의 적층과정 분석

사중층 반복단위로 구성된(PANi/GO/PANi/PA)10 다층

필름의 적층 과정은 우선 UV/vis 흡수 분광법을 활용해서

조사하였다(Fig. 3a). 다층 필름의 흡광도는 적층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전도성

emeraldine 상태, PANi의 특징적인 두 흡수 밴드, 즉 310 nm에

서의 benzoid ring의 π-π* 전이와 880 nm에서의 부분적으로

도핑된 PANi에 의한 피크40-41의 흡광도가 적층된 사중 층의

수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Fig. 3a inset).

이러한 결과는 사중 층 필름을 구성하는 PANi, GO 및 PA가

교대반복적으로 균일하게 적층 됨을 의미한다. 또한 다층

박막이 실리콘 기판 상에 LbL 자가조립되는 과정에서 (PANi/

GO/PANi/PA)10 다층 필름의 두께 변화를 광학 엘립소미터를

C
IΔt

VΔE
-----------=

Figure 2. Schematic view of the LbL assembled tetra-layered film
based on multiple interactions (electrostatic, hydrogen bonding, and
π-π) between the oppositely charged materials.

Figure 3. (a) UV/vis absorption spectra of the LbL assembled
(PANi/GO/PANi/PA) film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etra-
layers dip-coated onto a fused silica. Inset: Plot of the absorbance at
310 (●) and 880 nm (○) vs. the number of the tetralayers. (b)
Plot of the thickness of (PANi/GO/PANi/PA) film measured
using ellipsometry vs. the number of the tetralayer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40 이명섭 · 홍종달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때 적층되는 사중 층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필름 두께도 역시 선형적으로 비례하며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b). 이러한 결과는 네 구성성

분으로 하는 다층 필름의 적층 과정이 규칙적이고 균일하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두 다중층 필

름의 전체 두께는 실리콘 기판 위에 전체 층이 적층된 후

일립소미터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필름을 구성하는 요소

들의 두께는 각 단일층을 적층한 이후에 최소 4-5개의 지

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여 평균냄으로서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각각의 두께 값은 Table 1에 종합하였다.

(PANi/ERGO/PANi/PA)10 사중층 필름으로 구성된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PANi/ERGO/PANi/PA)10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삼

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의 1 M H2SO4와 1 M Na2SO4

전해질을 이용해서 비교 분석되었다. Fig. 4는 -0.2에서 0.8 V

의 전위 범위에서 두 전해질을 이용해서 측정된 다층 필름

전극의 CV(30, 50, 100, 300 및 500 mV/s의 주사속도) 및

GCD(1, 3, 5, 10 및 20 F/cm3의 전류밀도)그래프이며 전기

화학적 거동을 보여준다. 1 M H2SO4 전해질 하에서, (PANi/

ERGO/PANi/PA)10 전극은 명확한 산화/환원 피크를 포함

하는 넓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CV 그래프를 보여

준다. 이 세 쌍의 산화/환원 피크는 각각 PANi의 반도체 상태인

leucoemeraldine과 전도체 상태인 polaronic emeraldine 사

이에서 발생하는 산화/환원에 의한 전이(C1/A1 및 C2/A2)와

pernigraniline으로부터 emeraldine으로 변환(C3/A3)되는 과

정으로부터 기인된다. 이 것은 하이브리드 전극 내에서,

PANi가 전형적인 슈도커패시터로서의 거동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40,41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극은 특징적

인 피크가 없고 점차 일그러지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었다(Fig. 4a). 반면에, 1 M Na2SO4 전해질 하에서

(PANi/ERGO/PANi/PA)10 전극은 특징적인 산화/환원 피크

가 없고 크게 일그러진 형태를 보여주며, 주사속 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점점 더 크게 일그러지며 이상적인 커패시턴

스 거동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Fig.

4b). 전해질에 따른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50 mV/s의 주사속도에서 측정된 두 전극의 CV를 비

교하였다. 1 M H2SO4 전해질에서 측정된 전극의 CV가 1

Table 1. The thickness of total and each component layer of (PANi/GO/PANi/PA)10 and (PANi/GO)20 multilayered films.

Films Total Thickness
Thickness of Layer Components [nm]

PANi GO PA

(PANi/GO/PANi/PA)10 30.84 ± 0.12 0.83 ± 0.15 1.10 ± 0.10 0.33 ± 0.13

(PANi/GO)20 42.15 ± 0.06 0.93 ± 0.21 1.18 ± 0.24 ·

Figure 4. CV curves of (PANi/ERGO/PANi/PA)10 multilayered films; (a) in 1 M H2SO4 electrolyte, (b) in 1 M Na2SO4 electrolyte, and
(c) comparison at scan rate of 50 mV/s. GCD curves of (PANi/ERGO/PANi/PA)10 tetra-layered films; (d) in 1 M H2SO4 electrolyte,
(e) in 1 M Na2SO4 electrolyte, and (f) comparison at current densities of 1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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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a2SO4의 경우보다 더 큰 면적을 나타내며, 특징적인

산화/환원 피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

층 필름 전극이 1 M H2SO4 전해질에서 훨씬 높은 커패시

턴스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Fig. 4c). 

전류밀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측정된 두 전극의 GCD를

비교하였을 때, 1 M H2SO4 전해질에서 전극은 PANi와 PA의

패러데이 및 전기적 이중층의 비패러데이 전류에 의해42−44

다소 비대칭적인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Fig. 4d), 1 M Na2SO4 전해질에서는 상당히 큰 IR 강하를

포함하는 완벽하게 비대칭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보였다

(Fig. 4e). 1 A/g의 전류밀도에서 측정된 두 전극의 GCD 그

래프가 비교해보면, 1 M H2SO4 전해질 하에서의 전극의

GCD는 1 M Na2SO4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IR 강

하뿐만 아니라 두 배 이상의 훨씬 긴 방전 시간을 보였다

(Fig. 4f). 이러한 두 전극의 차이는 다층 박막의 구성성분

인 PANi가 H2SO4 전해질에서만 도핑되어 전도성을 나타

내고 슈도커패시턴스를 전극의 전체 커패시턴스에 추가

하기 때문이다. 

Fig. 5는 두 전해질(H2SO4, Na2SO4)에서의 (PANi/ERGO/

PANi/PA)10 필름 전극의 용적 커패시턴스와 충·방전 사이

클의 수에 따른 효율을 보여준다. 

두 전극의 용적 커패시턴스는 식 (1)로부터 각 전류밀도에

대한 GCD로부터 계산되었다(Fig. 5a). 전류밀도가 1 A/cm3에

서 100 A/cm3로 증가함에 따라, 1 M H2SO4 전해질에서의

전극의 용적 커패시턴스는 769 F/cm3에서 234 F/cm3로 감

소하였고, 이 값들은 1 M Na2SO4 경우(227~17 F/cm3)보다

훨씬 큰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PANi/ERGO/PANi/PA)10

필름 전극이 1 M H2SO4 전해질에서 더 뛰어난 전기화학

적 성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전극의

CV 그래프를 통해 얻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두 전해질에

대한 전극의 순환 안정성은 10 A/cm3 전류밀도에서 측정

되었다(Fig. 5b). 다층 필름 전극은 1000 사이클 이후에 1 M

Na2SO4의 경우에는 초기 커패시턴스 값의 55.2%, 1 M H2SO4

전해질의 경우에는 79.3%의 잔류 커패시턴스 효율을 유

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성의 전해질 내에서 전도성

PANi의 도핑상태가 보다 더 최적화되어 다중층 필름의

이온 및 전기전도성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39 이로

인해, 필름의 내부 시트 저항이 감소하는 주 요인으로 작

용한 결과로서 필름 내부로의 전자 및 이온의 확산이 용

이해지기 때문에 높은 커패시턴스와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PANi/ERGO/PANi/PA)10 사중층 필름 전극과 (PANi/ERGO)20

이중층 필름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비교 

다층 필름의 구성성분인 PA(phytic acid)는 고리형 포화

다인산으로서 구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PANi/ERGO와

함께 구성된 다층 필름의 구조를 다공성화하여 전극 면적을

확대하고, 이것이 다층 필름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40 단일층으로 구성된

Figure 5. The comparison for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ANi/
RGO/PANi/PA)10 tetra-layered films. (a) volumetric capacitances at
different current density from 1 to 100 A/cm3, and (d) the cycling
stability upon the number of charge/discharge cycles at current density
of 10 A/cm3.

Figure 6.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ANi/RGO)20 bi-
layered film; (a) CV curves and (b) GCD curves. Comparison of
CV curves (c) at scan rate of 30 mV/s, (d) at 300 mV/s and GCD
curves (e) at current density of 1 A/cm3, (f) at 20 A/cm3 of
(PANi/RGO/PANi/PA)10 tetra-layered and (PANi/RGO)20 bi-lay-
ere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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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ERGO/PANi/PA)10 사중층(10 T)과 (PANi/ERGO)20

이중층(20 B)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1 M H2SO4 전해질 하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에 주어졌다. 

Fig. 6a,b는 각각 (PANi/ERGO)20 이중층(20 B) 전극의

CV와 GCD그래프로서, (PANi/ERGO/PANi/PA)10 사중층(10 T)

전극과 매우 유사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

준다. 두 전극의 CV 그래프는 30 mV/s 및 300 mV/s의 주

사속도에서 각각 비교되었다(Fig. 6c,d). (PANi/ERGO)20

전극의 CV 및 GCD 그래프는 (PANi/ERGO/PANi/PA)10 전

극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0 mV/s의 낮은

주사속도에서는 두 전극 모두 PANi에 의한 특징적인 산

화/환원 피크를 포함한 직사각형 그래프 형태를 보였으나,

(PANi/ERGO/PANi/PA)10 전극이(PANi/ERGO)20 전극보다

더 큰 CV 면적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Fig. 6c). 반면에,

주사속도가 300 mV/s로 증가함에 따라 두 전극의 CV 형

태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Fig. 6d). CV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1 A/cm3 및 20 A/cm3의 전류밀도에서의 두 전

극의 GCD 그래프 또한 각각 비교되었다. 1 A/cm3의 낮은

전류밀도에서, (PANi/ERGO/PANi/PA)10 전극과 (PANi/ERGO)20

전극은 유사한 충·방전 거동을 보였으나, (PANi/ERGO/PANi/

PA)10 전극이 더 낮은 IR 강하를 포함한 긴 방전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 6e). 그러나, 전류밀도가 20 A/cm3로

증가함에 따라 두 전극의 GCD 또한 CV 그래프와 마찬가

지로 역전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6f). 이러한 두 전극의

차이는 PA 성분에 의한 다공성에 의한 전극 표면적의 증

가에 따른 기여도를 낮은 전류밀도에서는 관측할 수 있으나

높은 전류밀도에서는 전극의 전도도가 PA성분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Fig. 7은 GCD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된 두 전극의

용적 커패시턴스와 사이클의 수에 따른 순환 안정성을 보

여준다(Fig. 7). 마찬가지로, 두 전극의 용적 커패시턴스는

1 A/cm3 에서 100 A/cm3의 전류밀도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Fig. 7a). 

(PANi/ERGO/PANi/PA)10 전극은 1 A/cm3의 전류밀도에

서 (PANi/ERGO)20 전극 (666 F/cm3)보다 높은 769 F/cm3의

커패시턴스 값을 가졌지만, 전류밀도가 100 A/cm3로 증가

함에 따라 (PANi/ERGO/PANi/PA)10 전극의 커패시턴스가

234 F/cm3로 크게 감소하며, (PANi/ERGO)20 전극(377 F/cm3)

에 비해 낮은 커패시턴스를 갖는 역전현상이 관측되었다.

두 전극의 순환 안정성은 10 A/cm3의 전류밀도에서 1000

사이클 이후에 각각 측정되었다(Fig. 7b). (PANi/ERGO/

PANi/PA)10 전극의 효율은 초기의 79.3%로 (PANi/ERGO)20

전극의 효율(83.7%)에 비해 낮은 값을 가졌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순수한 PANi로 구성된 여러 전극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5,46

낮은 주사속도와 전류밀도에서 (PANi/ERGO/PANi/PA)10

전극은 (PANi/ERGO)20 전극에 비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주사속도와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PANi/ERGO)20 전극의 경우보다 커패시턴스와 순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Ni/

ERGO/PANi/PA)10 사중층 필름이 세 가지의 다른 물질 (PANi,

GO 및 PA)로 구성됨으로서, (PANi/ERGO)20 이중층 필름에

비해 높은 시트저항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높은 주사속도와 전류밀도에서는 전자와 전해질 이

온이(PANi/ERGO/PANi/PA)10 사중층 필름 내부를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므로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 론

LbL 자가조립법을 통해, 양으로 하전된 PANi와 음으로

하전된 GO 및 PA로 구성된 초박막 사중층 필름이 균일하

게 규칙적으로 적층됨을 UV/vis 분광기와 광학 일립소미

터를 이용해서 확인하였다. 

(PANi/ERGO/PANi/PA)10 다층 필름 전극의 전기 비축전

부피 커패시턴스는 두 종류의 전해질 하에서 조사되었으며,

1 A/cm3의 전류밀도에서 1 M Na2SO4 전해질의 경우(223

F/cm3)에 비해 1 M H2SO4에서 대략 세 배에 해당하는 높은

769 F/cm3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성 전해질에

의해 PANi의 산화 및 도핑상태가 더 최적화되고, 이에 따른

전극 내에서의 이온 및 전기 전도성이 향상되는 과정에

기인된다. 

또한, (PANi/ERGO/PANi/PA)10 사중층 필름 내에서의 PA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0 단일층으로 구성된(PANi/ERGO)20

전극을 제작하여 두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PA는 과량의 인산기를 통해 하나 이상의 PANi 사슬과 상

Figure 7. The comparison for volumetric capacitance and cycling
stability of (PANi/RGO/PANi/PA)10 tetra-layered and (PANi/RGO)20

bi-layered film. (a) volumetric capacitances at different current density
from 1 to 100 A/cm3, and (d) the cycling stability upon the number
of charge/discharge cycles at current density of 10 A/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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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여 가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층 필름

내에서의 전자전달이 용이하게 되어 훌륭한 전기화학적

거동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PANi/ERGO/

PANi/PA)10 전극은 낮은 주사속도와 전류밀도 하에서는

(PANi/ERGO)20 전극에 비하여 높은 용적 커패시턴스 값을

가졌으나, 반면에 주사속도와 전류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여 (PANi/ERGO)20 전극보다 낮은 커패시

턴스를 나타내었다. (PANi/ERGO/PANi/PA)10 필름 전극이

다소 전기 전도성이 낮은 PA 성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사속도와 전류밀도에서는 전자 및 전해질 이온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여 전극의 충전 특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PANi/ERGO/PANi/

PA)10 사중층 필름의 커패시턴스는 크게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0 A/cm3 이하의 전류밀도에서는 (PANi/ERGO)20

이중층 필름보다 높은 커패시턴스를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PANi/ERGO/PANi/PA)10 다층 필름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노입자와 같은 고리형 다인산 화합

물을 이용해서 PANi을 도핑함과 동시에 전극 내부에 다공성과

표면적을 높여서 개선하는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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