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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e-shell structured Fe3O4/graphene composites were synthesized by aerosol spray drying process from a colloidal 
mixture of graphene oxides and Fe3O4 nanoparticles. The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Fe3O4/graphene 
were characterized by the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Raman spectroscopy, cyclic 
voltammetry, and galvanometric discharge-charge method. Core-shell structured Fe3O4/GR composites were synthesized 
in different mass ratios of Fe3O4 and graphene oxide. The composite particles were around 3 µm in size. Fe3O4 
nanoparticles were encapsulated with a graphene. Morphology of the Fe3O4/graphene composite particles changed from 
a spherical ball having a relatively smooth surface to a porous crumpled paper ball as the content of GO increased 
in the composites. The Fe3O4/GR composite fabricated at the weight ratio of 1:4 (Fe3O4:GO) exhibited higher specific 
capacitance(203 F g-1) and electrical conductivity than as-fabricated Fe3O4/GR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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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오염의 증

가, 급속한 세계 경제 개발로 인해 에너지 전환 및 

저장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함께 지속 가능하며 친

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Burke, 2000). 여러 분야에서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전환 및 저장이 배터리, 연료 전지 및 전기

화학커패시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Cai et al., 
2013).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저장

장치 중 슈퍼커패시터는 빠른 충방전 속도, 긴 사이

클 수명, 높은 전력 밀도 및 낮은 등가 직렬 저항으

로 인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Mastragostino et 
al., 2002). 전이금속산화물은 높은 비정전용량 및 에

너지 밀도 특성을 가진 슈퍼커패시터의 유망한 전

극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Sahoo and Shim, 2017). 그 

중에서도 산화철 나노입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

경적이어서 차세대 슈퍼커패시터용 전극 소재로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다(Zhang and Zhao, 2009). 그러나 

산화철은 낮은 전기전도도로 인하여 출력 및 수명

특성이 좋지 않아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hen et al., 2014). 탄소 코팅 된 Fe3O4 복합재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Xia et al., 2008). 그 중에서 

우수한 전기 전도성 및 풍부한 표면 작용기와 같은 

그래핀(graphene, GR)의 특정 성질을 사용하여 Fe3O4

과 그래핀을 결합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슈퍼커

패시터에 대한 우수한 속도용량(rate capability)의 향

상을 입증 해왔다(Zhi et al., 2013). 기존 연구에서 

졸-겔(Kumbhar et al., 2012), 수열 및 용매열 합성방

법을 사용하여 고성능 Fe3O4/GR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Wu et al., 2012). 이러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Fe를 원료로 포함하는 고가의 

유기 용제가 필요하여 비용이 많이 들며(Jiang et al., 
2012), 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용

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공정이 쉽고, 비용이 적으며, 
스케일 업이 용이한 이상적인 합성 기술이 요구되

고 있다(Wu et al., 2013). 에어로졸 기술은 저비용, 
간단한 장치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스케일 업

(scale-up)이 용이 하며, 이 기술은 화학 및 식품 산

업에서 나노입자 캡슐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한 이 방법을 통해 2D 그래핀 산화물(GO) 시트를 

모세관 압축에 의해 응집 저항력이 강한 3D 구겨진 

종이 공 형상의 그래핀 입자로 제조할 수 있다. 에

어로졸 기술은 3D 그래핀 기반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적합한 합성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팀이 수행한 기존 연구에서는 초음파 에어로졸 분

무 열분해 공정을 이용하여 그래핀 표면에 Fe2O3와 

Fe3O4 나노입자가 성장된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산화철의 결정상에 따른 슈퍼커패시터 특성을 비교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Lee et al., 2017). Fe3O4/GR 복
합체가 Fe2O3/GR 복합체 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내

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생산을 고려하여 초음파 분무

열분해공정 보다 시간당 시료 제조 용량이 10배 이

상이 가능한 이류체 노즐에 의한 분무건조공정을 

이용하여 그래핀 산화물과 Fe3O4 나노입자가 혼합된 

콜로이드 용액으로부터 Fe3O4/GR 복합체를 제조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조된 복합체를 슈퍼커패시

터 전극 소재로 도입하여 전기화학특성을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였다. Fe3O4/GR 복합체 분말 제조를 

위한 공정 변수로써 Fe3O4 나노입자와 그래핀의 비

율을 조절하였다. 비율에 따른 Fe3O4/GR 복합체의 

형상 및 결정상을 FE-SEM, XRD 분석을 통하여 관

찰하였으며, 슈퍼커패시터 전극 소재로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한 전기화학 특성을 순환전압전류법

(Cyclic Voltammetry; CV), 정전압 충/방전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GCD),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

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을 통

하여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Fe3O4 나노 입자 및 Fe3O4/GR 복합체 분말 

제조

Fe3O4 나노입자는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합성 

하였다. FeCl3·6H2O (0.225 g)를 30 mL의 증류수에 

녹인 후 28% 암모니아 수용액을 서서히 가하여 pH
를 8로 조정 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하였

다. 반응 후, 생성 된 Fe3O4 침전물을 증류수로 3회 

세척하고, 회수된 Fe3O4 나노분말을 80℃의 오븐에

서 24시간 건조시켰다. 흑연 산화물은 개선된 

Hummers 방법을 사용하여 천연 흑연 분말로부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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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제조 된 흑연 산화물은 초음파 처리에 의

해 증류수에 분산시켜 산화그래핀(graphene oxide, 
GO) 현탁액을 형성 하였다. 그 후, 특정 양의 Fe3O4 
분말을 GO 현탁액(0.5 wt%)에 첨가하였으며, Fe3O4

와 GO의 중량비가 2:1인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제조

된 혼합물을 1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 한 후 분부건

조 공정을 통해 Fe3O4/GO 복합체를 형성 하였다. 분
무 건조 공정에서 입구 온도는 200℃로 유지하였으

며, 회수된 복합체를 250℃의 Ar 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Fe3O4/GR 복합체를 형성시켰다. 
3D 그래핀으로 캡슐화 된 Fe3O4 나노 입자의 준비 

과정에 대한 개략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슈퍼커패시터 전극제작

슈퍼커패시터의 전기화학 특성평가를 위하여 합

성된 Fe3O4/GR 복합체 분말을 전극 활물질로 하고 

바인더로서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를 사용

하였으며, 복합체와 PVDF 분말을 9:1 무게비율로 

혼합하고 n-methyl-2-pyrrolidone (NMP) 용매에 분산

시킨 뒤 20분 동안 교반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슬러리를 Doctor Blade법으로 carbon paper에 

코팅하였으며, 80℃ 진공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 

후 직경 14 mm의 크기로 천공하여 전극으로 사용하

였다. 같은 종류의 두 전극을 맞대고 사이에 분리막

(Waterman, GF/C)을 넣어 2전극인 HS FLAT CELL 
(HOHSEN Corp., Japan) 이용하여 슈퍼커패시터 셀

을 조립하였다.

2.3 분석

본 연구에서 제조한 Fe3O4/GR 복합체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irion, FEI), Focused Ion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ormation of Fe3O4/GR composites from colloidal mixture of Fe3O4 
nanoparticles and GO via aerosol spray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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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IB-SEM)을 이

용하였으며, X-ray Diffractometer (XRD; RTP 300 
RC, Rigaku)를 이용하여 복합체의 결정상을 확인하

였다. Fe3O4/GR 복합체로 구성한 슈퍼커패시터 전극

의 전기화학 특성평가를 위해 Potentiostat (VSP, 
Bio-logics)을 이용한 순환전압전류(cyclic voltammetry), 
정전압 충/방전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GCD),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측정하였다. 전기화학특성은 5 M 
KOH 전해질 하에서 2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0에

서 1 V의 전위범위를 스캔함으로서 측정되었으며, 
충방전 거동 측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method, 
GCD)으로부터 각 전류밀도에서의 전극 활물질에 

대한 비정전용량(specific capacitance, C)는 전극의 방

전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Fe3O4/GR 
composites prepared at different weight ratio of 
Fe3O4 and GO.

3. 결과 및 고찰

분무건조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Fe3O4/GR 복합

체 분말의 결정구조를 XRD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관찰된 대부분

의 회절피크는 JCPDS카드 No.19-0629의 자철석

(magnetite) Fe3O4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그래핀 산화

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나노복합체 분말에서는 그래

핀 또는 그라파이트의 (002)면에 해당하는 회절피크

가 26o에서 관찰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회절피크 외

에는 전극을 구성하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만한 

불순물에 해당되는 회절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
한 Fe3O4/GR 복합체에서 그래핀 산화물(GO)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체의 회절피크에서 그래핀에 

해당하는 (002)면의 XRD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였으

며 상대적으로 Fe3O4의 피크의 세기는 감소하는 경

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Raman spectra for pure GR and Fe3O4/GS 
composite prepared while weight ratio of Fe3O4 and 
GO was 2:1.

Fig. 3은 Fe3O4/GR 복합체의 Raman 분광 스펙트럼

을 나타내었다. 이 스펙트럼에서 1579 cm−1의 G 피
크는 흑연계열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차 

산란에 의한 피크이며, 화학적 처리에 의한 결함 발

생으로 넓은 선폭을 보여주었다. 1358 cm−1에 위치

한 D 피크는 대칭성에 따라 유무가 결정되며, 완벽

한 격자 구조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결정 구조

상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리적 박리법으로 얻어낸 그래핀 단층 구조의 경

우 D 피크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주로 가장자리 부

분에서만 발견되는 반면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

된 경우에는 D 피크 값이 크게 나타나며, 결함이 많

은 경우에는 G 피크보다 세기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Fe3O4/GR 복합체의 ID/IG 비율 0.96으로 나타났

으며, 순수한 그래핀의 ID/IG 비율 0.88보다 높게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Fe3O4 나노입자가 

도입되면서 그래핀의 탄소구조가 무질서화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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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Xiao et al., 2014). 에어로졸 

분무 건조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Fe3O4/GR 복합

체 분말의 FE-SEM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

었다. Fe3O4 나노입자와 GO의 비율을 달리하여 제

조한 복합체의 SEM 사진을 통해 형상을 관찰한 결

과 복합체의 평균입자 크기는 약 3 µm로 확인되었

으며, Fe3O4 나노입자와 GO의 비율이 2:1일 때 제조

된 복합체 입자의 형상은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끈

한 구형의 볼 형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GO의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다공성의 구겨진 종이 공 형상으

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B-SEM 분석

법을 이용해 Fe3O4/GR 복합체 입자의 코어-쉘 구조

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FIB-SEM images of the Fe3O4/GR composites 
prepared at different weight ratio of Fe3O4 and GO 
was 2:1.

Fe3O4/GR 복합체 내부에 Fe3O4 나노입자들이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복합체 표면에는 그래핀 

시트가 존재하여 Fe3O4 나노입자들을 감싼 코어-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B의 밀

링(milling) 중 발생할 수 있는 굽힘(bending) 현상을 

최소화하여 분석 시 표면 구조의 관찰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pt 코팅을 진행하였다. 전극 활물질인 

Fe3O4/GR 복합체와 전해질의 계면에서의 반응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중량비로 

제조된 Fe3O4/GR 복합체 분말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작하고 5 MKOH 전해액에 함침 후 2전극을 이용

한 순환전압전류(Cyclic voltammogram; CV) 시험 결

과를 Fig. 7(a)에 나타내었다. 이때 전위주사속도

(Scan rate)는 10 mV/s, 전압범위는 0 – 1 V에서 측정

하였다. Fe3O4/GR 복합체 분말을 도입한 전극은 0.4 
V부근에서 넓은 폭의 피크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이
는 Fe3O4 나노입자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CV 시험 결과로부터 Fe3O4/GR 
전극은 의사커패시터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b)는 0 V에서 1 V
의 전위 범위에서 5 MKOH 전해질에서 측정된 

Fe3O4/GR 전극의 충방전 거동측정(galvanostatic charge/ 
discharge; GCD) 결과이다. 전류밀도를 증가시킴에 따

라 측정된 Fe3O4/GR 전극의 GCD 결과를 비교해보면 

제조된 전극은 대칭적인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각 GCD 결과로부터 비정전용량을 

계산하였으며 Fig. 7(c)에 나타내었다. GO와 Fe3O4의 

중량비가 1:2에서 4:1로 증가함에 따라 전류밀도 0.1 
A/g에서 Fe3O4/GR 전극의 비정전용량이 105 F g-1에서

Fig. 4. SEM images of the Fe3O4/GR composites 
prepared at different weight ratio of Fe3O4 and GO (a) 
Fe3O4:GO=2:1, (b) Fe3O4:GO=1:1, (c) Fe3O4:GO=1:2, 
(d) Fe3O4:GO=1:3, (e) Fe3O4:GO=1:4, (f) Fe3O4:GO=1:5.

Fig. 5. SEM images of the Fe3O4/GR composites 
prepared at different weight ratio of Fe3O4 and GO 
(a) Fe3O4:GO=2:1, (b) Fe3O4:GO=1:1, (c) Fe3O4:GO 
=1:2, (d) Fe3O4:GO=1:3, (e) Fe3O4:GO=1:4, (f) 
Fe3O4:G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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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F g-1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합체 전극 내의 그래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Fe3O4/GR 전극의 전기전도도가 향상되어 나타난 결

과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그래핀과 Fe3O4의 중량비

가 5:1일 때 제조된 Fe3O4/GR로 제작된 전극의 비정

전용량은 4:1 중량비 조건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Fe3O4/GR 전극 내에서 높은 비정전용량을 나타

내는 Fe3O4 나노입자의 함량이 비교적 낮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슈퍼

커패시터 전극으로 도입 시 높은 비정전용량을 나

타내는 Fe3O4과 그래핀 비율의 최적조건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0 Ag-1의 전류 밀도에서도 

80.5%의 용량 유지율을 나타내었으며, 기존 연구에

서 초음파 에어로졸 분무 열분해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Fe3O4 나노입자/그래핀 전극의 용량 유지율 

71.5%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 7(d)는 전기화학적 임피

던스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를 

이용하여 측정한 Nyquist plot이다. 안쪽에 삽입된 그

래프는 높은 frequency 부분 semi-circle을 확대한 그

래프이며 반원과 실수축이 만나는 부분은 series 
resistance로 전극의 전기전도도와 관련이 있으며 반

원의 지름은 charge transfer resistance로 반응 site의 

면적과 관련이 있다. 복합체 전극 내에서 그래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series resistance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기전도도가 증가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원 지름의 감소도 관

찰되며 이로부터 반응 site가 증가함도 알 수 있었다

(He et al., 2013). 이는 그래핀의 중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Fe3O4/GR 복합체 전극 내부에 그래핀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복합체 전극의 전기전도도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Xu et al., 2010). 이
로부터 GO와 Fe3O4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Fe3O4/GR 전극의 전기전도도를 향상시켜 우수한 비

정전용량 및 용량 유지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7. (a) CV curves, (b) GCD curves, (c) Specific capacitances and (d) EIS curves of the Fe3O4/GR 
composites prepared at different weight ratios of Fe3O4 and GO which measured using a symmetric 
two-electr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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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Fe3O4 나노분말과 GO가 혼합된 콜로이드 용액으

로부터 이류체 노즐을 이용한 에어로졸 분무건조 

공정에 의해 Fe3O4/GR 나노복합체를 성공적으로 제

조하였다. Fe3O4/GR 복합체는 평균입자크기가 3 µm 
정도 이었으며 입자형상은 복합체 중위 GR의 함량

이 낮은 경우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끈한 구형의 볼 

형상이었으며 GR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공성의 

구겨진 종이 공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e3O4/GR 복합체 분말을 슈퍼커패시터의 전

극활물질로 사용하여 전기화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Fe3O4와 GO의 중량비가 1:4로 제조된 Fe3O4/GR 전

극은 0.1 A/g의 전류 밀도에서 가장 높은 205 F g-1

의 비정전용량을 얻었으며 10 A g-1의 전류 밀도에

서도 80.5%의 용량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Fe3O4 나노입자와 그래핀의 

나노복합체는 높은 정전용량, 충방전 효율의 전기화

학적 특성을 나타내어 슈퍼커패시터의 우수한 전극

재료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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