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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Zn-ion supercapacitors (ZICs) show high energy densities with long cycling life for use in electronic devices.

Porous Zn electrodes as anodes for ZICs are fabricated by chemical etching process using optimized conditions. The structures,

morphologies, chemical bonding states, porous structure, and electrochemical behavior are examined. The optimized porous Zn

electrode shows a root mean square of roughness of 173 nm and high surface area of 153 µm2. As a result, ZIC using the

optimized porous Zn electrode presents excellent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ith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399 F g−1 at

current density of 0.5 A g−1, high-rate performance (79 F g−1 at a current density of 10.0 A g−1), and outstanding cycling stability

(99 % after 1,500 cycles). The development of energy storage performance using synergistic effects of high roughness and high

surface area is due to increased electroactive sites by surface functionalization of Zn electrode. Thus, our strategy will lead to

a rational design and contribute to next-generation supercapacitor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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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자동차 및 다양한 전자기기의 발전에 따라 에

너지 저장소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 중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리튬-이온 전

지 대비 높은 파워 밀도, 긴 싸이클 수명 및 훌륭한 안

정성 등의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 전

동차, 백업 시스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그리고 로봇과

같은 첨단 전자기기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1-2)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구성 소재와 작동 원

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전력 밀도와 간단한 저

장 메커니즘을 보유한 전기이중층 커패시터는 가장 대

표적인 커패시터임과 동시에 상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연

구되어왔다.3-4) 그러나 탄소 재료 표면에 물리적인 이온

의 흡·탈착 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전기이중층 커패시

터는 낮은 에너지 밀도를 보유한다. 반면에 의사 커패

시터는 전형적으로 루테늄 및 코발트 기반 재료의 표면

에서 발생하는 산화 환원 공정을 이용하여 높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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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성능을 나타낸다.3-4) 하지만 높은 재료 가격 및 낮

은 싸이클 안정성 이슈는 여전히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

한 주요 이슈로 남아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기화학 커

패시터의 단점 및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기

화학 커패시터의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아연-이온 커패시터(Fig. 1)는 아연 음극, 활성탄 양극,

황산아연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있다.5-6) 특히 아연은 매

우 안전한 재료이며 동시에 저비용 및 환경 친화적임으

로 전기화학 커패시터에 유망한 후보이다.7-9) 아연-이온

커패시터의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은 음극에서 아연 전

극으로의 아연-이온의 증착 및 탈리가 이루어지고, 양극

에서는 활성탄 전극 표면에 이온의 흡착 및 탈착이 이

루어진다.7-9) 따라서 음극에서의 산화 환원 반응과 양극

에서의 전기이중층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특히 아연 이온은 이론 용량이 높고 전해질

과의 호환성이 우수하여 커패시터의 높은 에너지 밀도

와 긴 수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적인 장점에

도 불구하고, 아연 전극의 평평한 표면은 높은 전류 밀

도에서의 충·방전 과정 동안 전기 화학 반응에 바람직

하지 않은 긴 아연 이온의 확산 경로로 인해 낮은 전

력 및 에너지 밀도를 초래한다.7-9)

따라서 본 논문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

연 전극의 표면 개질을 통해서 거칠고 표면적이 큰 다

공성 전극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연 전극의 다

공성 구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적 식각 공정을 이용

하였으며 이는 충·방전 과정 동안 전기화학 반응 면적

의 증가 및 아연 이온의 확산경로를 감소시켜 고성능 아

연-이온 커패시터를 위한 전극으로 적합할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제조된 샘플들은 아연-이온 커패시터의 음

극으로 평가되었고, 전기화학적 분석 및 에너지 저장 성

능을 규명하였다.

2. 실험 방법

아연-이온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음극으로 이용하기 위

하여 다공성 아연전극(porous Zn electrode, PZE)을 제

조하였다. 다공성 구조는 염산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식

각 공정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 식각 공정 시간을 60,

180 및 360초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이들은 PZE-60,

PZE-180 및 PZE-360로 각각 언급될 것이다. 화학적 식

각 공정이후에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샘플의

형태 및 구조 분석은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였다. 또

한, 이들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위해 X-선 회절 분석(X-

ray diffraction, XRD)을 이용하였고, X-선 광전자 주사

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을 이용하여

표면에서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규명하였다. 또한 표면의

거칠기와 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자현미경을(atomic

force microscopy, AFM)을 이용하였다.

제조된 다공성 아연전극의 전기화학적 거동 및 에너지

저장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2전극 시스템을 제작하였

다. 음극으로는 제조된 다공성 아연을 이용하였다. 양극

으로는 활성탄이 기반이되는 전극을 제조하였다. 80 wt%

의 활성탄, 10 wt%의 바인더(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10 wt% 도전재(acetylene black)를 용매(1-methyl-2-

pyrrolidinone, NMP) 안에서 고르게 혼합시켰다. 혼합된

슬러리는 집전체로 이용하는 니켈 폼 위에 20 µm의 두

께로 캐스팅 후 10시간동안 100 oC에서 건조하였다. 그

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전극을 압연하였다. 전해질은 2 M

의 황산아연(ZnSO4)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아연이온 전

기화학 커패시터의 전기화학적 저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을 5 mV의 교류 신호에서 실시하였다.

충·방전 실험(charging-discharging test)은 0.5부터 10.0 A

g−1의 전류밀도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수명 성능을

확인 위하여 5.0 A g−1의 전류밀도에서 1,500회 충·방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a-h)은 기본 아연전극(base Zn electrode), PZE-

60, PZE-180 및 PZE-360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각

각 나타낸다. 특히 Fig. 2(a-d)는 저배율의 이미지, Fig.

2(e-h)는 고배율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아연전극(Fig. 2a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Zn-ion capacitors (ZICs), including

the metallic zinc (Zn) as anode, activated carbon as cathode, and

ZnSO4 solution as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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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는 평평한 표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충·방전 과정에서 아연이온 확산에 유리하지 못한 구조

임으로 높은 전류밀도에서 낮은 에너지저장 용량의 원

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Zn + HCl = H2 +

ZnCl2의 반응을 수반하는 화학적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아연 전극의 표면을 개질 하였다. 그 결과 PZE-60(Fig.

2b and f)는 표면이 개질 되어 거친 표면을 보였다. 더

나아가서 화학적 식각 공정 시간이 증가한 PZE-180(Fig.

2c and g)의 경우에는 거친 표면뿐 만 아니라 기공이 존

재함으로써 내부의 아연까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구조를 갖추었다. 하지만 PZE-360(Fig. 2d and h)은

긴 화학적 식각 시간으로 인하여 아연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 되어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Fig. 3(a)는 기본 아연전극, PZE-60, PZE-180 및 PZE-

Fig. 2. (a–d) Low-magnification and (e–h) high-magnification SEM images from base Zn electrode, PZE-60, PZE-180, and PZE-360.

Fig. 3. (a) The XRD patterns and (b-e) XPS spectra of Zn 2p of base Zn electrode, PZE-60, PZE-180 and PZE-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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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아연 상의 (002),

(100) 및 (101)면에 상응하는 36.2°, 38.9° 및 43.2°의

주 회절 피크가 관찰되고, 이는 hexagonal 구조(space

group P63/mmc[194])를 나타낸다.7) Fig. 3(b-e)는 기본

아연전극, PZE-60, PZE-180 및 PZE-360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Zn 2p의 XPS 스펙트럼을 관

찰한 것이다. 모든 스펙트럼 피크들은 C 1s line(284.5

eV)을 이용하여 교정하였다.10-12) 모든 샘플에서 metallic

Zn을 의미하는 Zn 2p photoelectrons에 대한 XPS 피크

들이 1021.7 eV 및 1044.7 eV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들

의 스핀에너지 간격은 23.0 V로 기존에 보고된 결과들

과 일치한다.13) X-선 회절분석 및 X-선 광전자 주사법

을 통하여 화학적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한 다공성

아연전극들은 결정 구조 및 화학적 변화 없이 제조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기본 아연전극과 PZE-180의 원자현미경 분

석결과이다. 기본 아연전극(Fig. 4a)의 경우 낮은 표면 거

칠기인 34 nm 나타냈다. 반면에 PZE-180(Fig. 4a)는 173

nm의 높은 거칠기 수치를 나타냈다. 게다가 표면적의 경

우에도 PZE-180가 153 μm2로 28 μm2를 보유한 기본 아

연전극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들은 화학적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다공성 구

조를 얻었음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충·방전 과정에서

아연이온 확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Fig. 5는 아연 음극, 활성탄 양극, 황산아연 전해질로

제작한 아연-이온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전기화학적 분석

결과이다. PZE-360의 경우에는 전기화학적 분석이 측정

되지 않았으며, 이는 긴 화학적 식각 시간으로 인하여

아연이 서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Fig. 5(a)는 기

본 아연전극, PZE-60 및 PZE-180의 전기화학적 임피던

스 분광법을 실시하여 얻은 나이퀴스트 선도이며 0.5 Hz

-10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5 mV 교류 진폭으로 측정되

었다. 이 선도는 전하이동 저항(charge transfer resistance)

과 와버그 저항(Warburg impedance)이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 및 전극/전해질 사이의 계면의 전하이동 및 전극

내에서 아연 이온의 확산에 영향을 받는다.14-16) 모든 샘

플의 경우 반원 구간이 일치함을 나타내고 이는 동일한

전하이동 능력을 나타내며 화학적 식각 공정에 의한 영

Fig. 5. (a) Nyquist plots in the frequency range of 105-10−2 Hz. (b)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curves in the potential range of 0.2-

1.8 V. (c) the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s at current densities of 0.5-10.0 A g−1. (d) The cycling stability at the current density of 5

A g
−1

 over 1,500 cycles. (e) Nyquist plots of initial PZE-180 and 1,500 cycled PZE-180.

Fig. 4. AFM results of (a) base Zn electrode and (b) PZE-180.



아연-이온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에너지 저장 성능향상을 위한 다공성 전극 제조 509

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 PZE-180

의 기울기가 기본 아연전극 보다 y축으로 가까워지는데,

이는 낮은 와버그 저항을 나타내며 향상된 아연 이온 확

산능력을 의미한다.14-16) 즉, PZE-180는 기본 아연전극 과

동일한 전하 이동 저항 및 낮은 와버그 저항을 나타냈

으며, 이는 다공성 구조로 인하여 향상된 아연 이온 확

산능력을 의미한다. Fig. 5(b)는 0.2-1.8 V의 전압범위 및

0.5 A g−1의 전류밀도에서 측정한 기본 아연전극, PZE-60

및 PZE-180의 충·방전 곡선을 나타낸다. 이들의 곡선 모

양은 1.1 V와 0.4 V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패러데이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전극 별 충전· 방전시간이 같

음을 나타내고 이는 쿨롱 효율이 100 %에 근접하는 우

수한 가역적 에너지 저장 성능을 의미한다. 또한 PZE-

180는 다른 전극보다 긴 충전· 방전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는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성능을 의미하며 다공성 구조

로 인해 증가된 전기화학적 반응 면적 때문이다. Fig.

5(c)는 충·방전 실험에서 증가하는 전류밀도에 따른 커패

시턴스의 변화를 나타낸다. 0.5 A g−1의 전류밀도에서 기

본 아연전극, PZE-60 및 PZE-180의 커패시턴스는 각각

322 F g−1, 350 F g−1 그리고 399 F g−1를 나타냈다. 또

한 일반적으로 전류밀도가 증가할 수록 커패시턴스는 감

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높은 전류밀도로 인해 전해질과

전극 사이의 계면에서 전해질 내의 아연 이온의 확산 시

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5,7,15) 그럼에도 불구하고, PZE-

180는 10.0 A g−1의 전류밀도에서 79 F g−1의 높은 커패

시턴스로 다른 샘플과 비교하여 가장 우수하였다. 이러

한 PZE-180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은 두 가지의 영

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개질된 거친 표면

구조에 의한 전기화학 반응 면적의 증가는 커패시턴스

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다공성 구조

는 빠른 속도의 전류밀도에서 전해질 내 이온의 확산거

리를 감소시킴으로써 빠른 충·방전 속도에서의 우수한 커

패시턴스 유지율을 나타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전

기화학 커패시터의 수명 성능은 실제 산업에 적용시키

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Fig. 5(d)는 5.0 A

g−1의 측정 전류밀도에서 1,500회의 충·방전 성능평가를

실시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1,500회의 충·방전 후에도 모

든 샘플은 99 %의 높은 커패시턴스 유지율을 나타내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수명 유지 특성

은 아연-이온 커패시터의 우수한 안정성을 의미한다. 아

연-이온 커패시터의 비가역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을 실시하였다. Fig.

5(e)는 PZE-180의 1,500회의 충·방전 전과 후에 전기화

학적 임피던스 분광법을 실시하여 얻은 나이퀴스트 선

도이며 0.5 Hz-10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5 mV 교

류 진폭으로 측정되었다. 얻어진 선도는 충·방전 전과 후

에 전하이동 저항과 와버그 저항이 거의 일치함을 보

여주고 이는 계면의 전하이동 및 이온 확산거동에 변

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연-이온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음극으

로 사용하기 위해 다공성 아연 전극을 화학적 식각 공

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특히, 다공성 구

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염산을 이용한 공정시간을 180

초 동안 진행하였다. 표면 개질이 최적화된 PZE-180의

경우 173 nm의 높은 거칠기 수치와 153 μm2의 표면적

을 보유하였다. 이를 2 전극 커패시터로 제작하여 평가

한 결과, 0.5 A g−1의 전류밀도에서 399 F g−1의 높은 커

패시턴스를 나타냈으며, 빠른 속도에서의 충·방전 시험인

10 A g−1의 측정 전류밀도에서 79 F g−1의 우수한 커패

시턴스 유지율을 보유하였다. 또한, 5.0 A g−1의 측정 전

류밀도에서 1,500회의 충·방전 성능평가 후에도 99 %의

높은 커패시턴스 유지율을 나타냄으로써 우수한 수명 특

성을 나타났었다. 이렇게 전기화학적 성능이 향상된 이

유는, 거칠기 증가에 의한 전기화학 반응 면적의 증가

는 커패시턴스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었고, 다공성 구

조는 빠른 속도의 전류밀도에서 전해질 내 아연-이온의

확산거리를 감소시킴으로 써 빠른 충·방전 속도에서의 우

수한 커패시턴스 유지율을 나타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우수한 수명 유지 특성은 아연-이온 커패시터의 우

수한 가역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조된 다공성

아연 전극은 아연-이온 커패시터의 음극 재료로 유망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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