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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으로 용량이 큰 활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니들 코크스를 NaClO3과 70 wt%의 HNO3으로 구성된 수용액을 

이용하여 산화처리를 하였다. NaClO3/니들 코크스의 질량비가 7.5배인 수용액에서 산화 처리한 결과, 니들 코크스는 산화흑

연 구조로 상변이가 일어나고, 또한 산소의 함유량의 증가와 함께 층간거리는 6.9 Å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산화 니들 코크

스의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용 분극 전극으로서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acetonitrile의 용매에 각각 1.2 M의 TEABF4 (tetrae- 

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와 TEMABF4 (triethylm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의 전해질이 함유된 유기용액을 각

각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1.2 M TEMABF4/acetonitrile의 전해액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은 1.2 M TEABF4/acetonitrile의 전해

액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에 비해 전극저항은 0.05 Ω로 낮았고, 2 전극 기준으로 0∼2.5 V에서 측정한 용량 및 부피 당 

용량은 32.0 F/g와 25.5 F/mL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거동을 천연흑연 구조에서의 층간 거리와 

전해질의 양이온 크기와의 상관관계로 논의하였다.

The oxidation treatment of needle cokes with 70 wt% of nitric acid and sodium chlorate (NaClO3) was attempted to achieve 

an electrochemically active material with a large capacitance. The structure of needle cokes was changed to graphite oxide 

after oxidation treatment of needle cokes with acidic solution having the composition ratio, NaClO3/needle cokes, of 7.5, and 

the inter-layer distance of the oxidized needle cokes was extended to 6.9 Å with increasing oxygen content.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oxidized needle cokes as a polarized electrode for an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DLC) was examined with an electrolyte of 1.2 M TEABF4 (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and TEMABF4 

(triethylm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in acetonitrile. The capacitor cell using 1.2 M TEMABF4/acetonitrile has exhibited 

smaller electric resistance of 0.05 Ω, and larger capacitance per weight and volume of 32.0 F/g and 25.5 F/mL at the two- 

electrode system in the potential range 0∼2.5 V than that of the capacitor cell using TEABF4. The observ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as discussed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r-layer distance in graphite oxide structure and the anionic 

size of electrolyte.

Keywords: graphite oxide, inter-layer spacing, capacitance, non-aqueous electrolyte, EDLC

1. 서    론
1)

  전기이중층 커패시터는 높은 출력의 파워와 장수명의 충방전 특성

으로 인해 휴대통신기기 및 가전제품의 메모리 백업용에서부터 최근

에는 군사용, 의료용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 HEV) 등의 고부가 전자기기의 대출력 펄스 파원의 주전원 

및 보조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다양화와 함께 소형화를 요

구하는 전자기기 등의 수요에 힘입어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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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에너지 밀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써 비대칭 전극 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10∼20 Wh/kg) 

기술 및 알칼리 활성화에 의해 제조된 고용량 활성탄소를 이용한 전

기이중층 커패시터 제조(20∼40 Wh/kg) 기술[6-8] 등을 들 수 있다

[9,10]. 후자의 경우, 이흑연화 탄소원료를 이용하여 알칼리(KOH, 

NaOH 및 K2CO3)와 함께 700∼900 ℃의 고온에서 열처리하는 것으

로, 전극 부피 당 용량은 3.5 V에서 약 30∼50 F/mL을 얻고 있다. 그

러나 알칼리 활성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활성탄소는 제조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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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처리 및 용기의 부식, 충⋅방전 싸이클에 따른 특성 저하 및 제

조 단가가 높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활성탄소는 고온의 활성 공정에서 탄

소원료 내부의 부분적 에칭에 의해 생성된 기공(pore)을 가지는 구조

이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절된 미세기공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전

기화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미세기공을 제공하는 제조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탄소원료를 

고온 활성화 방식이 아닌 상온에서 처리하는 산화방법을 이용하였다. 

산화흑연은 일반적으로 천연흑연을 이용하여 황산과 질산 등과 KClO3 

및 KMnO4 등과 같은 산화제를 혼합한 수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이때 천연흑연의 층간에 카르보닐과 수산기와 같은 관능기의 생성에 

의한 층간 간격이 0.6∼1.1 nm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1-13]. 

  본 연구에서는 이흑연화 탄소인 니들 코크스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NaClO3와 HNO3의 혼합 수용액을 이용하여 산화처리를 행하였다. 산

화 처리된 탄소의 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 

XRD)와 전계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

croscopy : FE-SEM)을 통해 관찰하였고, 산화처리 탄소의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의 특성은 두 종류의 전해질 TEABF4 (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와 TEMABF4 (triethylmethylammonium tetrafluoro- 

borate)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2.1. 산화 처리 및 결정구조 분석

  탄소원료로서 니들 코크스 ((주) 신일본제철, 25 µm)를 준비하였다.  

니들 코크스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100 ℃의 불활성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행하였다. 산화처리는 니들 코크스 원료 5 g을 

염소산나트륨(NaClO3) 37.5 g과 150 mL의 질산(HNO3 : 70%)으로 구

성된 수용액의 반응기에 혼합한 후, 25 ℃의 온도에서 24 h 동안 교반

하여 제조하였다. 산화 처리된 탄소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폐기수가 

pH = 7이 될 때까지 반복 세척하였다. 세척한 탄소는 진공 오븐에서 

100 ℃로 12 h 동안 건조시켰다.

  산화처리 탄소의 성분은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 Vario EL

Ⅲ : EA)를 통하여 C, H, N, O을 분석하였으며, 결정구조는 XRD 

(Rigaku D/Max 2550, CuKα)를 가지고 조사하였다. XRD 결과에서 

층간 거리 및 결정입자는 각각 Bragg 법칙과 Scherrer 법칙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분말 내부의 구조와 형상 관찰은 FE-SEM을 가지고 관찰

하였다.

  2.3. 전극 및 cell capacitor의 제조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용 활물질은 산화 처리된 각각의 탄소를 150 

℃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전극은 이들 탄소와 도전재로서 Ketjen 

black, 바인더로서 Polytetrafluoroethylene emulsion (PTFE)을 사용하

였으며 활물질 : 도전재 : 바인더 = 80 : 10 : 10 wt%의 중량비로 구성

하였다. 전극의 구성 성분들을 용매와 함께 2000 rpm으로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고 용매를 건조 제거한 슬러리는 적당량의 IPA (Iso 

Prophyl Alcohol)와 함께 상온에서 roll press로 압연한 후, 반으로 접

어 또 다시 압연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150 µm 두께를 가지는 sheet 

type의 전극을 제조하였다. 액상의 도전성 접착제를 에칭 Al foil의 표

면에 5 µm 이하로 도포한 후 sheet 전극을 부착하고 80 ℃에서 roll 

press로 압착하였다. 접착한 전극은 2 × 2 (가로 × 세로, cm × cm)로 

재단하였다. Cell capacitor의 조립은 dew point가 -60 ℃ 이하인 dry 

Figure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raw needle cokes, (b) oxi-

dized needle cokes.

room에서 행하였으며, celgard 3501의 separator를 전극들 사이에  삽

입한 후 라미네이트 필름을 이용하여 파우치 셀을 제조하였다. 이때 

전해액은 1.2 M의 TEABF4 (tetraethylammoniumtetrafluoroborate)/ac- 

etonitrile와 TEMABF4 (triethylmethylammoniumtetrafluoroborate)/ace- 

tonitrile를 각각 이용하였다.

  2.4. 전극 및 cell capacitor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Cell capacitor의 순환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은 ZAHNER 

Elektrix GMBH ＆ Co.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였으며, 전극

과 전해액의 계면에 일정한 전압을 주기적으로 가하여 이때 발생하는 

전류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전극 시스템으로 작동전압

은 0∼2.5 V까지 3번을 반복하여 테스트를 행하였으며, 이때의 주사

속도(potential scan rate)는 2 mV/sec로 하여 분석하였다.

  Cell capacitor의 충⋅방전 실험을 하기 위하여 충⋅방전 시험기 

(MACCOR MC-4)에서 정전류법으로 충⋅방전하였다. 구동전압은 0

∼2.5 V, 전류밀도는 2 mA/cm2
에서 측정하였다. Cell capacitor의 축전 

용량 (C)은 시간 (t)-방전전류 (i)-전압곡선 (V)에서 식 (1)에 의해 계산

하였다. 

  C = dtㆍi/dV                                           (1)

3. 결    과

  Figure 1은 니들 코크스 원료분말과 산화처리 후의 XRD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서 원료분말의 XRD 결과에서와 같이 2θ = 26° 부근에서 

결정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정구조는 천연흑연과 같은 

층간 구조가 발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Bragg 법칙

으로 구한 d002 층간 구조는 3.5 Å을 나타내었다. 산화처리를 하면 

XRD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θ = 26° 부근에서 결정피크는 소멸하

고 2θ = 12° 부근에서 새로운 피크가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들 결정구조 및 성분분석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니들코

크스를 산화처리하면 원료분말에 비교해서 d002 층간거리는 6.9 Å으

로 확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d002 피크의 반가폭을 이용하여 

Scherrer 식으로 구한 결정입자 (Lc)의 크기는 18.1 nm로 축소하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이 때 탄소의 함량은 감소하고 산소는 33.9 wt%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XRD와 EA의 결과로부터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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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eld emission SEM images of morphology (a) raw needle cokes and (c) oxidized needle cokes, and polished plane (b) raw needle cokes 

and (d) oxidized needle cokes.

Table 1. Results of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Elemental Analysis 

for Raw Needle Cokes and Oxidized Needle Cokes

Sample

XRD results Elemental analysis (wt%)

d002

Å

Lc(002)

Å
H C N O Ash

Raw needle cokes 3.46 50.12 0.1 85.6 4.9 0.1 9.3

Oxidized needle cokes 6.9 18.09 2.4 55.6 0.9 33.9 7.3

처리 후의 니들 코크스는 보고된 바와 같이 산화과정 중 graphene 결

정구조의 층간에 카르보닐 또는 수산기와 같은 산소의 관능기의 생성

에 의해 산화흑연(graphite oxide) 구조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의

미한다[11-13]. 산화처리 후의 층간 간격이 6.9 Å로 증가한 것과 C/O

의 비율이 2를 나타내는 것은 문헌의 산화흑연의 특성과 유사한 수치

들이다.

  Figure 2는 니들 코크스 원료분말의 형상 (a), 단면 (b)와 산화처리 

후의 니들 코크스의 형상 (c)와 단면 (d)를 나타낸 것으로서 니들 코크

스의 원료분말의 형상과 단면은 층간구조가 잘 발달된 graphene 결정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화처리 과정을 거친 니들 코크스는 층간의 

팽창에 의한 분말의 부풀림 현상과 함께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층간

이 팽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화흑연 층간의 팽창 정도

는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에 니들 코크스 원료분말과 산화처리 된 니들 코크스의 

Raman spectroscopy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니들 코크스 원료분말의 

경우, Raman spectrum에서 1360 cm-1
선과 1580 cm-1

선의 피크가 관찰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1360 cm-1
선은 비정질 탄소와 같이 결정의 규칙

성이 결여된 sp3
구조에서 관찰되고, 1580 cm-1

선은 면내 결합이 강한 

sp2
구조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상대 강도 비 

(I1360/I1580)를 R로 규정할 경우, 니들 코크스 원료분말에서 구한 R값은

0.75로 니들 코크스는 이흑연화성 탄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화 

처리한 니들 코크스의 경우, 1200 cm-1
에서 1700 cm-1

의 범위 내에서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Raman spectrum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부

터 결정구조의 규칙성이 약한 난흑연화성 탄소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즉, 니들 코크스의 층간구조에 산소를 포함하는 관능

기 생성에 의해 전반적으로 층간구조가 확장하고, 산화에 의한 층간 

파괴가 진행되어 층간의 규칙성이 와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결정

입자(Lc)의 크기는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는 산화 처리한 니들 코크스 전극에 각각의 TEABF4와 

TEMABF4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커패시터 셀에 0∼2.5 V의 범

위 내에서의 Cyclic voltammogram (CV)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의 

첫 번째 CV 곡선에서 전해질에 종류에 상관없이 충전시 전압의 증가

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는 redox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Redox 반응이 

일반적으로 1 V 이상에서 활발한 것으로부터 산화처리 과정에서 층

간에 포함된 수분 또는 층간에 형성된 산소 관능기와 산화된 니들 코

크스의 층간에 침입한 전해질 이온들과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Redox 반응의 개시전압은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데 TEABF4의 경우, 약 1.8 V에서 반응이 시작되는 것에 비해 

TEMABF4의 경우 약 1 V 이후부터 완만히 redox 반응이 진행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충⋅방전 회수가 진행할수록 redox 반응은 감소

하고 CV 곡선의 형태는 직사각형(Rectangular)의 모양에 가까운 전형

적인 전기이중층 거동을 나타낸다. 두 번째 CV 이후의 TEABF4의 경

우, 전압의 증가에 따른 전류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부터 전해질이온

의 층간 출입에 따른 저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커패시터 셀의 0∼2.5 V 범위 내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충

⋅방전 곡선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TEABF4의 경우, 첫 번째 충전

에서 전압에 비례해서 용량이 증가하는 전기이중층 거동을 나타낸 후 

직선에서 벗어나는 redox 반응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이후의 충⋅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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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aman spectrums of (a) raw needle cokes and (b) oxidized 

needle cokes.

Figure 4. Cyclic voltammograms of oxidized needle cokes cell with (a) 

1.2 M TEABF4/acetonitrile (b) 1.2M TEMABF4/acetonitrile at scan rate 

2 mV/sec.

은 전기이중층 거동을 나타낸다. 두 번째 방전곡선에서 구한 이전극

기준의 산화탄소 중량 당 방전용량과 전극 부피 당 방전용량은 각각 

29.5 F/g와 24.5 F/mL를 나타내었다. 이 전기이중층 용량은 문헌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첫 번째 충전에서의 전계부활(electric field activa-

tion)에 의해 용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첫 번째 충전에 의해 층간에 생

성된 기공에 의해 두 번째 충⋅방전 이후부터는 전기이중충 용량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충전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

Figure 5. 1st and 2nd charge-discharge curves for oxidized needle 

cokes cell with (a) 1.2 M TEABF4/acetonitrile (b) 1.2 M TEMABF4/ 

acetonitrile.

서는 intercalation starting voltage (ISV)로 규정할 수 있고 약 1.5 V를 

나타낸다. 이 ISV는 Figure 4의 첫 번째 CV 곡선에서의 redox 개시전

압과 일치한다. 즉, 전해질 이온이 낮은 전압에서는 산화탄소의 표면

에 물리적 흡착에 의한 전기이중층을 형성하고 1.5 V의 전압 이상부

터는 산화탄소의 층간구조에 침입(intercalation)하여 층간의 수분 또

는 산소 관능기들과의 반응이 개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EAMBF4의 경우, 첫 번째 충전에서 약간의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이후의 충전은 전형적인 전기이중층 거동을 나타낸다. 첫 번째 

충전에서 ISV를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Figure 4의 첫 번째 CV 곡선에

서 완만한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TEMABF4를 사용한 셀

의 두 번째 방전곡선에서 구한 그 전극기준의 산화탄소 중량 당 방전

용량과 전극 부피 당 방전용량은 각각 32.0 F/g과 25.5 F/mL로 

TEABF4를 사용한 셀보다 더 많은 용량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Figure 6은 이들 커패시터 셀의 open circuit voltage (OCV)에서 100 

kHz와 0.01 Hz의 주파수 범위 내의 complex impedance를 측정한 결

과이다. 그림에서 각각의 R1과 R2는 1.2 M의 TEABF4/acetonitrile와 

TEMABF4/acetonitrile의 전해질 저항으로 각 전해질의 이온전도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R3와 R4는 semi-circle의 연장선과 X축(real re-

sistance)과의 교점을 나타내고, R3-R1 혹은 R4-R2 값은 용량발현과 관

련된 전극저항을 의미한다. TEMABF4의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 R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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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mpedance spectra of oxidized needle cokes cell with (a) 1.2 

M TEABF4/acetonitrile (b) 1.2 M TEMABF4/acetonitrile at frequency 

range of 100 kHz∼0.01 Hz.

TEABF4의 R1보다 적은 것은 참고자료에서와 같이 TEMABF4/AcN의 

이온전도도(65 mS/cm at 20 ℃)가 TEABF4의 이온전도도(59 mS/cm 

at 20 ℃)보다 높기 때문이다[15]. 한편 semi-circle로부터 구한 전극저

항은 TEMABF4의 경우 0.05 Ω으로 TEABF4의 0.32 Ω보다 작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이흑연화성 니들 코크스 원료를 NaClO3와 

HNO3의 수용액에 산화 처리할 경우, 산화흑연 구조를 나타내는 산화

탄소로의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때 층간은 산화

과정에서 형성된 산소를 포함하는 관능기에 의해 6.9 Å으로 팽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산화탄소를 이용한 커패시터 셀의 전해액

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의 차이는 전해질의 이온반경과 이온전도도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해질인 TEABF4와 TEMABF4는 

충전시에 TEA+ 또는 TEMA+
와 BF4

- 
이온으로 해리한다. 각각의 해리

된 전해질 이온은 충전전압의 증가와 함께 상대 극성의 전극 표면에 

용매와 solvation 된 상태로 전기이중층을 형성하고, 전압이 보다 증가

하면 용매와 함께 산화탄소의 층간에 침입(co-intercalation)하여 층간

에 void를 형성함과 동시에 void 표면에 전기이중층을 형성한다. Anion

인 BF4

- 
이온보다 cation인 TEA+ 또는 TEMA+

의 이온크기가 크기 때문

에 전압거동은 cation에 율속되고, TEABF4 전해질보다 TEMABF4 전해

질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의 ISV가 적은 것은 TEMA+
의 이온크기(6.5 

Å)가 TEA+
의 이온크기(7.4 Å)[14]보다 작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TEA+ 
이온의 크기는 산화탄소의 층간거리(6.9 Å)에 비해 크므로 산화

탄소의 층간에의 침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TEMA+
의 구조가 비대칭 구조이고, 또 이온 이동도(ion mobility)가 

TEA+ 
이온보다 더 높고, 용해도 또한 우수함으로 층간에 침입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한편 TEMABF4 전해질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의 비용

량이 큰 것은 TEABF4 전해질보다 전극저항이 작고, 작은 이온크기에 

의하여 넓은 면적의 전기이중층을 형성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니들 코크스 원료를 상온에서 NaClO3와 HNO3의 혼

합 수용액을 이용하여 산화처리를 행하고, 산화처리 니들 코크스의 

전기이중층 특성을 조사하여 위해 두 종류의 전해질(TEABF4와 

TEMABF4)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니들 코크스 원료는 산화처리에 의해 산화흑연 구조를 나타내는 

산화탄소로의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때 산소 함

유량의 증가와 함께 층간은 6.9 Å으로 팽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 TEMABF4 전해질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의 첫 번째 충전곡선에

서 ISV (intercalation starting voltage)와 AC impedance에서 구한 전극

저항(0.05 Ω)은 TEABF4 전해질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에 비교해서 각

각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3) TEMABF4 전해질을 사용한 커패시터 셀의 두 번째 방전곡선에

서 구한 이전극기준의 산화탄소 중량 당 방전용량과 전극 부피 당 방

전용량은 각각 32.0 F/g과 25.5 F/mL로 TEABF4를 사용한 셀보다 더 

많은 용량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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