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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e, we introduce porous graphene balls (PGB) showing superior electrochemical properties as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s. PGB was fabricated via activation of graphene oxides (GO) by H2O2 and aerosol spray drying in 
series. Effect of activation on the morphology, specific surface area, pore volume,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s-prepared PGB showed spherical morphology containing pores, which lead to the effective prevention 
of restacking in graphene sheets. It also exhibited a large surface area, unique porous structures,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PGB as electrode materials of supercapacitor are investigated by 
using aqueous KOH under symmetric two-electrode system. The highest specific capacitance of PGB was 279 F/g at 
0.1 A/g. In addition, the high rate capability (93.8% retention) and long-term cycling stability (92.2%) of the PGB 
were found due to the facilitated ion mobility between the porous graphen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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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슈퍼커패시터는 우수한 출력 특성과 긴 수명, 낮

은 유지비용, 신속한 출력 응답특성, 우수한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보조배터리용 혹은 배터리의 대체용

으로 사용될 수 있다(Simon et al., 2014). 슈퍼커패시

터는 크게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Electrochemical 
Double Layer Capacitor)와 유사커패시터(Pseudo-capacitor)
로 구별 한다. 그 중에서 EDLC는 전기이중층 축전

원리를 이용해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이며, Pseudo-
capacitor는 전극과 전해질 이온의 계면에서 일어나

는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전하를 저장하

는 방식이다. 특히, EDLC는 다공성 탄소 재료의 내

부에 전해질 이온의 물리 흡착에 의해 에너지를 저

장하기 때문에 유효 표면적, 전기 전도도 및 기공 

부피등이 전기화학적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탄소 전극재료로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그래핀(Graphene) 
등이 있다(Gonzalez et al., 2016). 

탄소 재료 중 그래핀은 대표적인 나노카본 재료

로서 높은 비표면적 및 뛰어난 전기전도도를 지니

고 있어 기존의 활성탄기반 전극재료에 비해 슈퍼

커패시터의 응용에 적합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그

래핀의 전극물질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론적으

로 높은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2,630 m2/g), 
높은 열(Thermal) 및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5,300 W/mK, 200 S/m)를 갖는다. 따라서 EDLC로 적

용시 이론적으로 최대 ∼550 F/g의 용량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많은 이온들이 

활성층에 흡탈착 할 수 있으며 낮은 전극 저항으로 

인해 전하 이동 속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Vivekchand 
et al., 2008). 슈퍼커패시터의 전극 재료로서는 화학

적으로 개질된 그래핀(Chen et al., 2013), 마이크로

파 팽창 흑연 산화물(Kumar et al., 2016) 및 곡선형 

그래핀(Zhou et al., 2015)과 같은 다양한 화학 구조 

및 형태를 갖는 그래핀 소재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그래핀 시트의 심각한 적층(stacking)으로 인해 전해

질 이온이 접근 가능한 표면이 제한 되어 슈퍼커패

시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uo 등과 Jo 등들은 그래핀 

시트간의 적층을 저하시키고 전해질과 전극물질 표

면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어로졸 공정을 

사용해 구겨진 종이공 형상의 그래핀을 제조하여 

슈퍼커패시터 전극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

다(Luo et al., 2013; Jo et al., 2016). 이들의 연구에서 

얻어진 슈퍼커패시터의 최대 축전용량 값들이 모두 

200 F/g 이하로 그래핀의 높은 이론적 축전용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Kim 등
은 슈퍼커패시터의 축전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

어로졸 공정으로 구형의 그래핀 산화물을 제조한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가하여 그래핀으로 환원시킨 

후 KOH 처리를 통해 그래핀 표면에 기공을 생성시

켜 표면적을 3290 m2/g까지 향상 시켰다. 하지만 

KOH 활성화시 구형 그래핀의 구조가 파손되어 축

전용량이 174 F/g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Kim et 
al., 2013). 이로부터 적절한 그래핀의 활성화 후 구

형 구조를 유지하는 그래핀을 제조시 우수한 전기 

화학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2O2에 의한 그래핀 산화물의 활

성화 공정과 에어로졸 분무 건조 공정을 사용하여 

구형을 유지하는 다공성 그래핀 볼(Porous graphene 
balls; PGB)을 제조하였다. 공정 변수로써 활성화시 

반응시간을 조절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공성 그래핀

의 형상 및 결정상을 FE-SEM, XRD 분석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슈퍼커패시터 전극 소재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기화학 특성을 순환전압

전류법(Cycli Voltametry; CV), 정전압 충/방전법

(Galvanostaic Charge/Discharge; GCD), 전기화학적 임

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다공성 구겨진 종이공 형상의 그래핀(PGB) 제조

다공성 그래핀 볼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래핀 산

화물(graphene oxide, GO)를 Hummers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였다(William S. Hummers, 1958). 제조된 GO 
콜로이드 용액를 1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하여 물에 

0.5 wt%로 분산시켰다. 활성화 처리된 그래핀의 제

조를 위해 GO 콜로이드 용액에 35% H2O2 수용액 

20 mL를 첨가하여 100 oC에서 5, 12,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활성화된 그래핀 용액을 에어로졸 분무

건조 공정을 통해 구겨진 종이공 형상의 다공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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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핀 볼을 제조하였다. 분무 건조공정을 위해 챔버 

내에 온도를 200 oC로 유지하고 운반 기체로는 알곤

을 사용하였으며, 가스유량은 15 L/min로 주입하여 

분무 열분해 공정을 진행하였다. 

2.2. 슈퍼커패시터 전극 준비

슈퍼커패시터의 전기화학 특성평가를 위하여 합성된 

PGB를 전극 활물질로 하고 바인더로서 Polyvinylidene 
difluoride(PVDF)를 사용하였으며, 복합체와 PVDF 
분말을 9:1 무게비율로 혼합하고 n-methyl-2-pyrrolidone
(NMP) 용매에 분산시킨 뒤 20분 동안 교반하여 슬

러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슬러리를 Doctor Blade
법으로 carbon paper에 코팅하였으며, 80 oC 진공오

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 후 직경 14 mm의 크기로 

천공하여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같은 종류의 두 전

극을 맞대고 사이에 분리막(Waterman, GF/C)을 넣어 

2전극인 HS Flat Cell(HOHSEN Corp., Japan) 이용하

여 슈퍼커패시터 셀을 조립하였다.

2.3. 분석

본 연구에서 제조한 PGB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irion, FEI)을 이용하였으며, X-ray Diffractometer (XRD; 
RTP 300 RC, Rigaku)를 이용하여 복합체의 결정상

을 확인하였다. PGB로 구성한 슈퍼커패시터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평가를 위해 Potentiostat (VSP, Bio- 
logics)을 이용한 순환전압전류(cyclic voltammetry), 정

전압 충/방전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GCD),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측정하였다. 전기화학특성은 5 M 
KOH 전해질 하에서 2 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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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정전용량(specific capacitance, C)는 전극의 방전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에어로졸 분무 건조 공정에서 전구체 용액으로 

사용된 그래핀 산화물 콜로이드 용액의 H2O2 활성화 
여부에 따라 제조된 그래핀 볼들(GB, PGB)의 형상 

차이를 FE-SEM 사진으로부터 확인하였다(Fig. 1). 

Fig. 1. FE-SEM images of the (a,c) GB and (b,d) P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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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와 (c)는 H2O2에 의한 활성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그래핀 산화물 콜로이드 용액을 이용해서 제

조한 GB를 나타내었다. GB 경우는 3차원 형상의 종

이가 구겨진(crumpled) 형태로 관찰되었으며, 평균 

직경이 3.13 μm로 나타났다 (Fig. 2(a)). Fig. 1(b)와 

(d)는 H2O2에 의해 활성화된 그래핀 산화물 콜로이

드 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PGB의 형상을 나타내

었다. PGB 경우 또한 구겨진 종이공 형상을 나타냈

으며, 이때 평균 직경은 2.24 μm로 확인되었다 

(Fig. 2(b)). PGB의 평균크기가 GB 보다 대략 28% 
줄어들었으며 PGB이 GB 보다 더 구형에 가까운 형

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b, d)의 

PGB 제조를 위한 H2O2 활성화 공정은 100 ℃에서 5
시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래핀 산화물은 

그래핀으로 환원 된다.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은 시

트간 반발력이 줄어들며 동시에 반데르발스 힘이 

증가된다(Wang et al., 2011). 이후 분무된 액적들의 

건조과정에서 액적내부에 존재하는 그래핀 시트들

간의 결합력 증가로 인해 부피밀도가 높아져 크기

가 작고 구형의 향상을 갖는 PGB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H2O2에 의한 활성화 반응시간을 5, 12, 24 시간으

로 변화하여 제조한 PGB들의 결정구조를 XRD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2θ 

값이 20o 부근에서 그래핀의 확장된 (002) 결정면이 

나타났으며 H2O2에 의한 활성화 시간이 증가 할 수

록 (002) 면간 거리(d-spacing)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H2O2 활성화 공정과정에서 그래핀의 

환원에 의한 일부 그래핀의 재적층(restacking)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은 Fig. 3의 조건에서 제조된 PGB의 Raman 

분광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Raman 스펙트럼에서 

1579 cm−1의 G 피크는 탄소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차 산란에 의한 피크이며, 화학적 처리에 의

한 결함 발생으로 넓은 선폭을 보여주었다. 1358 cm−1

Fig. 2. Size distributions of the (a) GB and (b) PGB.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GB 
fabricated along with activ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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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D 피크는 결정 구조상의 결함에 대한 정

보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핀 단층 구조

의 경우에 나타나는 D 피크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주로 가장자리 부분에서만 발견되는 반면에, 화학적

인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D 피크 값이 크게 나

타난다. 결함이 많은 경우에는 G 피크보다 세기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Ferrari et al., 2006). PGB의 

ID/IG 비율은 H2O2에 의한 활성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0.89에서 0.98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2O2 활성화 과정에서 그래핀의 탄소구조에 결

함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DLC에서 전하의 저장은 전극의 표면적에서 일어

나기에 에너지 저장 성능 증진을 위해 표면적 향상은 

필수적이다(Long et al., 2016). 제조된 PGB의 비표면

적은 BET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H2O2 활성화 공정 시간이 5 시간에

서 24 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PGB의 표면적이 

126.5 m2/g 에서 423.1 m2/g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기공부피도 0.32 m3/g에서 0.67 m3/g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2O2 활성화 공정을 통해 

그래핀 표면에 나노 기공을 형성시키고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PGB의 표면적이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Lv and Liang, 2016).
전극 활물질인 그래핀과 전해질의 계면에서의 반

응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활성화 시

간을 변화하여 제조한 PGB를 이용하여 전극을 제

작하고 순환전압전류(Cyclic voltammogram; CV) 시

험 결과를 Fig. 6(a)에 나타내었다. 이때 전위주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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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였다. GB과 PGB 분말의 전기화학특성 비교를 

위해 전극제작 후 CV 측정한 결과 사각형 모양의 

순환전위전류곡선을 나타내었으며 전형적인 EDLC 
거동을 나타내었다 (Probstle et al., 2003). PGB 전극

의 CV 측정 결과 전류밀도가 GB 경우보다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이는 PGB 전극이 GB 전극보다 많

은 양의 전하 저장 및 방출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

었다. 또한 활성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PGB 전극

의 전류밀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PGB의 표면적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Fig. 6(b)에는 0 V 에서 1 V의 전위 범

위에서 측정된 GB과 PGB 전극의 충방전 거동측정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GCD) 결과를 나타내

Fig. 4. Raman spectra of the PGB PGB fabricated 
along with activation time.

Fig. 5. Pore size distribution,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of the PGB fabricated 
along with activ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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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류밀도를 증가 시킴에 따라 측정된 GB과 

PGB 전극의 GCD 결과를 비교해보면 제조된 전극

은 대칭적인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다. 
각각의 GCD 결과로부터 비정전용량을 계산하였으

며 Fig. 6(c)에 나타내었다. KOH 수용액 전해질에서 

계산된 GB 전극의 비축전용량은 179 F/g이었으며 

H2O2에 의한 활성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99 F/g, 
224 F/g, 279 F/g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공

이 많이 형성된 PGB 전극 내에서 이온 이동도가 향

상되어 커패시터 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되었

다. Fig. 6(d)에는 주파수 범위 0.01 Hz~100 kHz 내

에서 GB과 PGB로 제조한 전극들의 Rs (전해액 저

항), RCT(전하이동 저항), Warburg 임피던스를 나타

내는 Nyquist 플롯을 나타내었다. 각 저항들의 값을 

계산한 결과 특히, PGB들을 사용한 전극이 GB보다 

낮은 계면저항을 나타내었으며 활성화 시간이 길수

록 낮은 계면저항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iu et al., 2011). 
충방전 사이클 수명은 슈퍼커패시터의 성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Brousse et al., 
2007). 이러한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1.0 A/g에서 

2000 cycle의 충방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PGB 전극은 2000 cycle 동

Fig. 6. (a) CV curves, (b) GCD curves, (c) Specific capacitances and (d) EIS curves of 
the GB and PGBs measured using a symmetric two-electrode system.

Fig. 7. Cycling stability over 2000 cycles for packing 
of the GB and PGB at current density of 1.0 
A/g and KOH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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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축전용량이 거의 일정하였으며 7.8%의 비축전

용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반면 GB 전극 경우에는 

12.6%의 비축전용량 감소를 보여 충방전 수명의 안

정성은 PGB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PGB 
전극의 우수한 수명특성은 활성화 처리된 다공체 

내부에 존재하는 전해질 이온의 이동 속도가 향상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H2O2에 의해 활성화 처리된 그래핀 콜로이드 용

액으로부터 이류체 노즐을 이용한 에어로졸 분무건

조 공정에 의해 구형 구조를 유지하는 다공성 그래

핀 볼(PGB)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구형의 PGB
의 평균입자크기는 2.24 µm 이었으며 다공성의 구

겨진 종이 공 형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PGB를 

슈퍼커패시터의 전극활물질로 사용하여 전기화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24시간 H2O2 활성화 공정에 의

해 제조한 PGB 전극은 0.1 A/g의 전류밀도에서 가

장 높은 279 F/g의 정전용량을 얻었으며 10 A/g의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87.4%의 용량 유지율을 보였

다. 또한 PGB 전극은 2000 cycle 동안 비축전용량의 

유지율이 92.2%로 높은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PGB은 높은 정전용량, 충
방전 효율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PGB의 제조법 및 전극재료는 향후 

더욱 우수한 성능의 에너지저장장치의 그래핀 기반 

전극소재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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