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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rbon electrode was modified through manganese-catalyzed hydrogenation method for high energy
density 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During the catalytic hydrogenation, the manganese oxide depos-
ited at the surface of the carbon electrode stimulated the conversion reaction from carbon to methane gas.
This reaction causes the penetration of the manganese and excavates a number of cavities at electrode surface,
which increases the electrochemical activity by inducing additional electrochemically active site. The formation
of the porous surface was confirmed by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Finally, the elec-
trochemical performance test of the electrode with the porous surface showed lower polarization and high
reversibility in the cathodic reactio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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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와 화석연료 고

갈 등의 문제로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

지 기술이 성장하고 있다[1]. 그러나 입지 환경에

의존적인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인 공급의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

장 장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2,3].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 납축전

지, 나트륨-유황 전지 등 다양한 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레독스 흐름 전지 (Redox flow battery,

RFB)는 빠른 반응속도, 높은 효율, 장수명이라는 장

점을 가지며, 기존의 전지들과는 달리 전력과 에너

지의 분리로 대용량화가 용이하여 에너지 저장 장

치로서 적용에 유리하다[4-6].

RFB는 크게 출력을 담당하는 스택 (Stack)과 에너

지를 저장하는 탱크 (Tank)로 나눌 수 있다. 스택은

집전체 (Current collector), 바이폴라 플레이트 (Bipolar

plate), 전극 (Electrode), 이온교환막 (Membrane) 으로

구성되며, 탱크에는 redox 반응 (산화 환원 반응)에

사용되는 활성 종이 용매에 녹아 있다. 산분위기 전

해질에서 사용되는 활성종으로는 zinc–cerium[7], zinc–

bromine[8], cerium–cerium[9], vanadium–vanadium

[10,11] 등이 연구되었으며, 그 중 바나듐 이온을 양·

음극의 활성 종으로 사용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

지(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는 전극 내

교차 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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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수계 전해액을 사용하는 VRFB는

1.25 V의 낮은 작동 전압과 산화 환원 반응에서 발

생하는 과전압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11-13].

VRFB의 과전압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력과 밀접히

관련된 전극의 개발은 중요하다. 전극은 화학적으

로 안정하고, 높은 표면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탄소기반 전극이 사용된다. 그러나 소수성의 탄소

펠트 (Bare electrode)는 낮은 이온 흡착성을 가져

전기화학적 활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해

결하고자 표면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질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t,

Ir, Pd, Au 등 귀금속 촉매[14]를 전극 표면에 도입

하여 전기화학적 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소재의 고비용, 제한된 광물

자원 및 수소가스 발생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실

용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귀금속 촉매를 대체하고, 물질 전

달 특성을 개선하고자 망간산화물을 통한 전극 개

질을 제안했다. 탄소전극에 수열법 (Hydrothermal)

을 사용하여 망간 전구체가 표면상에 균일하게 증

착 되도록 하였고[15], 대기 중 열처리를 통해 산화

물 형태로 유도하였다. 또한, 전극의 수소화반응을

통해서 망간산화물이 전극 내부로 삽입되도록 하여

다공성 표면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다공성 전

극의 표면 특성을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표면 조성과

결정구조를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및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을 통해 분석하였

다. 또한, 다공성 전극이 가지는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전기화학적 측정을 위한 전극의 탄소 펠트는 PAN

GF-20-3 (Nippon Carbon)을 사용하였으며, 질산망간

(Manganese(II) nitrate tetrahydrate, MnN2O6·4H2O,

Alfa Aesar)은 금속 전구체로서 사용되었다. 또한,

활성 종이 녹아든 전해질로서 황산바나듐 (Vanadium

(IV) oxide sulfate hydrate, VOSO4·xH2O, Sigma-

Aldrich)과 황산 (Sulfuric acid, H2SO4, Junsei)이 혼

합된 용액이 사용되었다.

2.2 다공성 전극 합성

망간산화물이 탄소 내부로 파고들어간 다공성 전

극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정을 실시했다. 우

선 두께 3 mm, 면적 4×4 cm2 인 탄소 펠트 전극을

준비한다. 그 후 질산망간 1.5 g을 증류수 150 ml에

용해시킨 질산망간 수용액을 200 ml 용량의 오토클

레이브 (Autoclave)에 넣고, 합성오븐에서 150oC, 10

시간 열처리한다. 망간이 증착된 전극을 대기 중에

24 시간 건조 후 박스로에서 400oC, 1 시간 30 분

조건으로 열처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망간산화

물로 증착된 탄소 전극을 수소 분위기 튜브로에서

900oC, 45 분간 가열을 통해 다공성 표면 전극을

제조하였다.

2.3 전극표면분석

탄소 펠트는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Nova FE-SEM) 및 X-선 회절 장치(X-

ray diffraction, D/Max-2200/PC)를 통해 분석되었다.

2.4 전기화학 측정

모든 탄소전극은 순환전압전류법 (Cyclic voltammetry,

CV)을 통해서 전기화학적 검사가 진행되었다. CV

측정을 위해서 3 전극 셀 (Cell)을 사용하였으며, 크

기 0.5×0.5 cm2, 두께 3 mm인 각 공정별 탄소 펠트

를 작업전극(Working electrode)에 사용했다. 작업전

극과 상대 전극 (Counter electrode)은 백금와이어,

기준 전극 (Reference electrode)은 Ag/AgCl 전극을

사용했다. CV평가 진행 시 5 mV/s의 주사속도 및

0.4~1.4 V 조건으로 수행되었으며, 0.1 M VOSO4 +

3 M H2SO4의 전해질 용액을 사용했다. 또한, 물질

전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0.5~10 mV/s의 주사 속

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3. 결과 및 토론

망간이 탄소 전극 내부로 파고든 다공성 전극의

형성 과정을 그림 1의 개략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우선 탄소 전극 위에 금속 전구체가 균일하게

증착되도록 수열법을 사용하였다. 그 후 대기중에서

소성함으로써 망간을 산화물 형태로 유도하였다. 마

지막으로 수소 (H2) 분위기에서 900oC의 열처리를 통

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수소화반응을 유도하였다. 이

러한 수소화반응을 통해서 전극은 망간산화물이 내

부로 침투되어 다공성 전극을 형성하였다.

아무 처리되지 않은 탄소펠트 (Bare electrode, BE)

에 수열법으로 처리된 전극을 망간 전구체 전극(Mn-

precursor electrode, MPE)이라 지칭하였고 대기 중 열

처리된 전극을 소성 전극 (Heat treatment electrode,

HTE), 수소화반응 후 형성된 전극을 다공성 전극

(Porous electrode, PE)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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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탄소전극의 표면을 비교하기 위해 SEM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2는 각 공정별 관찰된 전극

의 SEM이미지를 나타내며, 그림 2 (a)는 아무 처

리하지 않은 탄소펠트를 보여준다. 그림 2 (b)는 탄

소전극 위 증착된 망간 전구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림 2 (c)는 소성 전극에 증착된 망간산화물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d)는 수소화반응 후 생긴 탄

소 전극의 다공성 표면을 나타내며, 그림 2 (d)에

삽입된 이미지는 높은 배율로 확대된 모습이다. 그

림 2 (d)를 통해서 망간산화물이 탄소 전극 내부로

침입하면서 다공성 표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다공성 전극의 EDS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 (a)는 수소화반응을 통해 얻어진 PE의 SEM

이미지이며, 그림 3의 (b), (c), (d)는 각각 탄소, 산

소, 망간이 분포된 위치를 나타낸다. 위 결과는 망

Fig. 1. Schematic of process for forming porous surface of carbon electrode 

Fig. 2. a) Bare electrode b) Electrodes deposited with a metal precursor through a hydrothermal method c) After the
heat treatment of oxygen atmosphere, the electrode deposited with Mn-oxide d) The porous surface electrode
formed after hydrog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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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산소와 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수소화반응 후에도 망간이 탄소전극 위에서 망간산

화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각 공정을 거친 후 형성된 탄소전극의

XRD 분석 결과이다. MPE는 43°의 peak 패턴을 통

해 manganese-α (Mn-α)가 확인됐고, HTE은 32.7o,

42.8o, 55o의 peak 패턴을 통해 manganese (III)

oxide (Mn2O3)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수소화반응

을 통해 개질된 PE는 35o, 40o, 58.6o, 70.1o, 73.8o의

peak 패턴을 통해 manganosite (MnO)로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소화반응을 통해 전극

내부로 파고든 입자가 금속 산화물이라는 이전 EDS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량된 전극의 전기화학적 성능 향상을 비교하기

위해 CV를 이용하였다. 그림 5 (a)는 양극 반응에

대한 CV곡선을 보여주며, 각 샘플의 결과 값에 대

한 비교는 표 1에 나타냈다. 그림 5 (b)와 그림 5

(c)는 온도와 시간 조건에 따른 최적화된 CV곡선

을 나타낸다. 그림 5 (b)는 1 시간 동안 800oC,

900oC, 950oC 열처리했을 때, 900oC에서 가장 최적

화된 성능을 나타냈으며, 그림 5 (c)는 900oC에서

10 분, 45 분, 90 분간 열처리했을 때, 45 분에서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나타냈다. Epa, Epc, ΔE, Ipa,

Ipc는 각각 산화 시 전압 peak, 환원 시 전압 peak,

Fig. 3. Electrode image by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SEM after hydrogenation

Fig. 4. a) XRD patterns of each electrode. The each XRD peaks are well coincident with b) The reference data of
Mn-σ(ICSD : 98-016-4349), Mn2O3(ICSD : 98-004-3464), MnO(ICSD : 98-016-2039)

Fig. 5. a) Cyclic voltammetry curves of the carbon felt improved by each process. b) CV curves of the porous
electrode with different temperature. c) CV curves of the porous electrode with differ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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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의 peak 전압 차, 산화 peak 전류밀도, 환

원 peak 전류밀도를 의미한다. MPE를 BE와 비교

해보면, ΔE는 0.119만큼 더 증가했다. 이는 MPE

전극 위에 증착된 Mn-α가 저항으로 작용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ΔE의 증가와 달리 Ipa, Ipc는 증가하

였는데, 이는 그림 2 (a)에서 볼 수 있듯이 nano

size Mn-α가 증착되어 반응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

이다. PE를 BE와 비교시에는, ΔE가 0.026만큼 감

소했고, 다공성 표면을 통한 표면적 증가로 Ipa, Ipc

는 각각 0.019, 0.015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PE를

HTE와 비교했을 때는 0.005만큼의 다소 높은 ΔE

를 나타냈다. 이는 고온의 수소화반응을 통한 작용

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16].

BE과 PE의 물질 전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스캔

속도 (0.5, 1, 2, 3, 5, 10 mV/s)별로 측정하였다. 전

기화화학적 가역성 확인을 위해 순수전극과 다공성

전극의 -Ipc/Ipa값을 비교했다. 우선 그림 6 (a)를 살

펴보면 제시된 바와 같이 PE는 스캔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Ipa, Ipc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삽입된 그림 6 (b)에서 다공성 전극의 -Ipc/Ipa는 1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이는 PE가 BE와 비교하여 가

역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c)는

PE를 randles-sevcik 방정식을 사용하여 전극에 대

한 물질 전달 속도를 추정했다. PE의 기울기는 BE

보다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이는 개질된 PE의 표

면적과 망간산화물이 물질 전달 특성을 개선시켰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극보다 망간산화물

로 개량된 PE가 이온수송에 더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요약하자면, 전극의 전기화학적 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망간 전구체를 증착했고, 다공성 표면 형성

을 유도하였다. 개질된 전극은 XRD 분석을 통해

MnO의 망간산화물 조성이 확인됐고, SEM 분석을

통해 망간의 증착 및 다공성 표면을 확인했다. 이

러한 형태의 전극은 MnO 고유 촉매 효과와 다공

성의 표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과전압의 손실을

줄이고, 높은 전기화학적 성능을 나타냈다. 결론적

으로, 탄소 기반 전극에 MnO를 통한 다공성 표면

을 형성하는 새로운 전략은 에너지 밀도 개선에 있

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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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cyclic voltammetry curves of the carbon felt improved by each process

Material Epa(V) Epc(V) ΔE (V) Ipa (A cm-2) Ipc (A cm-2)

Bare Electrode (BE) 1.058 0.859 0.199 0.073 -0.063

Mn-Precursor Electrode (MPE) 1.036 0.745 0.318 0.131 -0.111

Heat treatment Electrode (HTE) 0.974 0.805 0.168 0.109 -0.100

Porous Electrode (PE) 0.980 0.806 0.173 0.128 -0.115

Fig. 6. CV curves at different scan rates: a) Porous Electrode. b) The ratio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peak current
density values with different scan rates. Plots of the redox peak current density versus the square root of scan rate
for c) Bare & Porous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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