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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가스사용과 폭발의 위험성, 전구체를 가스 상태로 이용
함에 따른 불순물이 함유될 확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2].

탄소섬유(carbon fibers, CFs)는 90% 이상의 탄소원소

또한, 기상 성장법으로 제조된 섬유상의 형태는 섬유장(길

질량 함유율을 보유하면서 수 µm 굵기를 갖는 섬유상의

이/직경)이 매우 짧은 단점이 있어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탄소재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것의 형상과 미세구조에

탄소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전

따라서 그 응용분야가 다르다[1]. 특히, 탄소원소의 sp,

기방사법은 용해된 고분자 용액에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sp2, sp3의 혼성 결합에 의한 높은 기계적 강도, 우수한 열

발생된 정전기적 반발력과 전기장을 이용하여 수백 nm직

/전기 전도성, 화학적 안정성 및 생체친화적인 특성을 바

경을 갖는 고분자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1934년

탕으로 복합구조재, 우주항공, 자동차, 스포츠, 교량 등 구

Formhals에 의해 제시되었다[5]. 전기방사법은 제조장비

조 재료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최근에는 나노기

및 공정이 간단하여 저렴한 제조비용, 우수한 재현성 능력

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노섬유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가

및 대면적 생산능력을 보유한다. 특히, 전기방사에 이용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탄소나노섬유(carbon nanofibers,

되는 전구체의 종류와 후 처리의 방법에 따라 탄소, 금속,

CNFs) 제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소나노섬유

합금 및 세라믹 나노섬유를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6-8].

는 기존의 탄소섬유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지만, 50-200

게다가 전기방사용 용액의 농도, 전압, 바늘, 온도, 습도

nm의 매우 작은 직경을 지니기에 비표면적이 크고, 작은

등의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형태(hollow-type,

세공을 이용한 흡착특성이 뛰어나 가까운 미래에 보다 다

porous-type, core-shell-type 등)를 갖는 고기능 나노섬유

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3]. 특

의 제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이유로 인하여

히 탄소나노섬유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재료(이차전지 전

전기방사법은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합성법 중에 많

극재료, 슈퍼캐패시터 전극재료,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촉

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기방사법은 전구체를 용해

매 지지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촉매), 센서, 생체재료,

해서 방사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2종 이상 전구체를 이

수 처리 필터, 분리막 등 보다 넒은 응용분야로 그 쓰임이

용하여 복합 나노섬유를 제조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복

촉진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4].

합 나노섬유는 각기 다른 특성을 토대로 에너지 저장 및

탄소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촉매를 이용

변환재료, 센서 등 전자재료 응용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하는 기상 성장법과 전기방사법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

나타내고 있다[1,3].

으로 나뉜다. 기상 성장법은 진공분위기 제어가 가능한 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가의 제조설비 및 유지비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복잡한 반

탄소나노섬유의 물성과 그들의 연구동향 및 응용에 대해

응 원리 및 다양한 변수, 사용된 촉매의 제거 공정, 유독

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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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나노섬유 제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탄소나
노섬유를 제조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탄소 전구체로 이용

2.1. 탄소 전구체

되고 있는 PAN을 중심으로 이들의 연구동향 및 응용에

그림 1은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섬유를 만드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탄소 전구체
를 용해하여 준비한 뒤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나

2.2. 전기방사의 구성 및 조건

노섬유를 제조한다. 제조된 고분자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그림 2는 일반적인 전기방사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안정화 과정과 탄화과정을 통해 탄소나노섬유를 얻을 수

전구체 용액을 담는 주사기(syringe)는 스테인레스 바늘

있다. 전기방사 용액에 첨가되는 탄소 전구체는 최종적으로

(needle)과 연결되어있고,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밀어주는

얻어지는 탄소나노섬유의 물성을 결론짓는 가장 중요한 요

펌프에 장착되어있다. 스테인레스 바늘은 고전압(양전하)

소 중 하나로 polyacrylonitrile (PAN), pitch, cellulose,
poly(vinyl alcohol) (PVA), polyimide (PI), poly(amic acid)

을 인가하는 직류발생 장치(power supply)와 연결되어있

(PAA), polybenzimidazole (PBI), poly(p-xylenetetrahydrothio-

음전하를 접촉시키며 주로 전도도가 우수한 금속을 사용

phenium chloride) (PXTC) 등이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

한다.

다. 전기방사된 나노섬유를 포집하는 포집판(collector)은

었다. 이 중에서 아크릴 일종인 PAN과 기름의 정제 부산

고전압이 인가 되기 전에 펌프를 이용하여 용액을 바늘

물인 pitch가 탄소나노섬유 전구체의 주요 후보 군이다.

끝에 매달리게 하면 중력과 표면장력 사이에 평형으로 인

PAN은 전기방사성이 매우 우수하며, 탄화 수율이 50% 이

해 반 구형 방울 형태로 매달려있게 되고, 이때 고전압

상으로 높고, 높은 융점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탄소 전구

(수십 kV)을 인가하면 전하의 반발력이 발생하여 방울의

체에 비하여 고성능 탄소나노섬유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형태가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그 후 임계 전압에 도달하면

이에 반해, pitch로 제조된 탄소나노섬유는 PAN 전구체를

표면장력을 극복하고 방울의 끝 정점에서 용액이 분사되

이용했을 때 보다 탄화 후 높은 결정성, 우수한 인장 탄성

어나가는데 이를 테일러 콘(Taylor cone) 이라고 한다. 분

률, 높은 전기 전도성를 보이지만, 정제 및 용융화에 대한

사된 섬유는 빠른 속도로 포집판 쪽으로 이동하면서 직경

어려움과 낮은 전기방사성으로 인해 pitch를 탄소 전구체

이 감소하고, 용매가 증발된 후 포집판 위에 쌓이게 된다.

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pitch를

즉, 전기장의 영향 하에서의 나노섬유 방사 메커니즘은 네

PAN 기반 전기방사 용액에 첨가하여 탄소나노섬유의 성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바늘 끝에 매달린 반구형 용액,

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9,10].

2) 고전압 인가에 의한 테일러 콘 형성 및 방사, 3) 집전
체로 이동 중의 용매 증발 4) 나노섬유 포집. 또한, 전기
방사시의 중요 변수로는 다섯 개 이다; 1) 용액의 농도 및

Fig. 1. Synthetic process of carbon nanofibers.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basic electrospinning setup
including a power supply, a syringe, a pump, and a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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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 2) 인가전압, 3) 바늘의 종류와 크기, 4) 습도 및 온

필수적이다. 첫 번째 단계는 공기 분위기 하 180~300oC영역

도, 5) 바늘과 포집판 사이의 거리.

에서 실시하는 안정화 단계이다. 그림 3은 PAN 고분자 나

일반적으로, PAN을 이용한 탄소나노섬유를 제조하기

노섬유의 안정화 단계를 나타내는 모식도 이다. 산화 분위

위해서는 주요 용매로 N,N-Dimethylformamide (DMF)을

기하에서 진행되는 안정화 단계에서는 고리화(cyclization) 반

사용하며, 7~15 wt%의 PAN을 탄소전구체로 이용한다. 이

응과 탈수소화(dehydrogenation) 반응이 진행되어 내열성을

때, PAN의 양이 적으면 점성이 낮아 원활한 방사가 이루

갖는 사다리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온에서 나노

어 지지 않는다. 반대로 너무 높을 경우에는 방울의 표면

섬유가 용융 되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이다[11]. 이러한 안

장력을 극복하는데 너무 많은 전압이 필요하게 되어 방사

정화 단계 후에는 흰색의 PAN 고분자 나노섬유가 갈색을

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고른 섬유를 얻기가 어렵

띄게 된다(그림 1). 그림 4(a)는 안정화 단계 중 고리화 반

다. 또 다른 중요 변수는 습도이다. 전기방사시 습도가 높

응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고리화 반응은 PAN 전구체 고분

으면 방울의 표면장력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 높

자 사슬과 인접한 -C≡N 작용기 사이의 반응에 의해 이루

아지고, 이에 따라 방사환경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낮은 습

어지며 -C=N- 결합으로의 전환반응이 일어난다[11]. 그림

도(2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b-c)는 안정화 단계 중 탈수소화 반응의 모식도를 나타

최근에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액과 바늘을 사용하

낸다. 안정화 단계 중 하나인 탈수소화 반응은 이중결합이

여 복합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이 중 전기방사법도 연구되

형성되어 고분자 사슬을 안정화 시키는 반응이다. 형성된

고 있다[1,3]. 이를 이용해서 나노섬유의 내부에 무기염을

이중결합은 열 안정성을 증가시켜 탄화과정에서 고분자

방사하여 금속/금속산화물과 복합된 탄소나노섬유를 제조

사슬의 절단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탈 수소화 반응은 고리화

할 수 있고, 내부에 기름을 넣고 탄화 중에 제거 되는 효

되기 전의 PAN(그림 4(b))과 고리화 된 후의 PAN(그림 4(c))

과를 이용하여 중공구조를 갖는 탄소나노섬유도 제조가

에서 모두 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물의 제거와 산화반응이

가능한 등 고기능 탄소나노 섬유 제조를 위한 장비 및 구

발생한다. 따라서 안정화 단계는 불활성 분위기에서는 진

성품 개발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고 있다.
2.3. 안정화 및 탄화
PAN 전구체를 이용하여 전기방사된 고분자 섬유를 고
기능 탄소나노섬유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공정이

Fig. 3. Stabilization process of PAN precursor.

Fig. 4. (a) Cyclization of PAN precursor during stabilization
process. Dehydrogenation reaction of (b) PAN polymer and
(c) cyclized PAN precursor during stabilization process.

Fig. 5. Structural changes for stabilized PAN during carbonization.
Vol. 22, No.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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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 분위기에서 진행 되어야 한
o

탄소나노섬유의 물리적·화학적 물성을 살펴보았다.

다. 두 번째 단계로는 불활성 분위기 하 600~1300 C영역

그림 6은 DMF용매에 10 wt% PAN을 용해시킨 전기방

에서 실시하는 탄화 단계이다. 그림 5은 안정화된 나노섬

사 용액, 인가전압 13 kV, 20% 습도에서 전기방사 시킨

유의 탄화 단계를 나타내는 모식도 이다. 불활성 분위기

나노섬유를 공기 중에서 280oC에서 2시간 동안 안정화 시

하에서 진행되는 탄화 단계에서는 고온에서 방향족 고리가

킨 후 질소 분위기 하 800oC에서 2시간동안 유지하여 탄

성장하고 중합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탄소의 질량함량이

화시킨 탄소나노섬유의 구조적·화학적 분석결과이다.

90% 이상으로 전환된다[11]. 탄화 과정을 자세히 보면 2 단

그림 6(a)는 탄소나노섬유를 전계방출 주사현미경(field

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열분해 과정으로 600oC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이용

전까지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고분자 고리가 불안정하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조된 탄소나노섬유는 매끈한 표

o

고 물질 전달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단계는 600 C~최종 탄

면을 보유하며 균일한 나노섬유 형상을 지닌다. 직경은 약

화온도 영역으로 고분자 고리가 구조적으로 안정화 되어 최

231-249 nm로 관찰되었다. 그림 6(b)는 탄소나노섬유를

o

종적인 고순도의 탄소를 형성한다. 또한, 800 C 이상의 온도

투과전자 주사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로 가열하면 N2, HCN 기체의 증가 및 CH4, CO, CO2 가스

T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탄소나노섬유는 균일

가 발생하여 탄소 고리의 수가 증가함으로 고강도의 탄소나

한 명암을 나타내는데 이는 밀집한 형상과 한 가지 상을

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탄화 과정 중 불활성 분위기는 주

가짐을 의미한다. 그림 6(c)는 탄소나노섬유를 X-선 회절

로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유지하며, 이는 탄성률과 인장강도

분석(X-ray diffraction, XRD)을 수행하였고 1o/min의 분석

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Cl 증기를 이용할 경

속도 및 2θ의 회절 범위를 10o~90o로 고정하였다. 탄소나

우에는 탄소 획득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장비를 부식

노섬유의 경우 완만하고 넓은 피크를 나타내며 이는 비정

시키는 단점이 존재해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질 구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약 25o에서 피크가 형성되는
데, 이는 흑연의 (002)면을 나타낸다. 이 피크는 최종 탄화

2.4. 탄소나노섬유의 물리적·화학적 물성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얇아지고 강도가 세진다.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탄소나노섬유는 네트워

탄소나노섬유의 물리적 표면 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 구조를 가지면서 부피대비 높은 비표면적(300~400 m2

Brunauer–Emmett–Teller(BET)법을 77K를 유지하면서 질

g−1), 우수한 전기 전도성(102S cm−1), 우수한 물리적/화학

소분위기 하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6(d)는 BET 분석을 통

적 안정성 등의 장점을 토대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이용

해 얻은 흡착/탈착 등온선을 나타낸다. 이는 표면을 분석

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다. 등온선의 형태로부터

기방사법, 안정화 단계 및 탄화 단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샘플이 가지고 있는 기공의 종류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하

Fig. 6. (a) SEM image, (b) TEM image, (c) XRD data, (d)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e) pore size distributions, and (f)
XPS spectra of conventional carbo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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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a specific surface area, a pore volume, an average pore diameter, and a pore volume fraction of conventional
carbon nanofibers
Pore volume fraction

Samples

SBET
[m2g−1]

Total pore volume
(p/p0=0.990) [cm3g−1]

Average pore
diameter [nm]

Vmicro (%)

Vmeso (%)

Carbon nanofibers

321

0.17

2.1

84.7

15.3

다. 탄소나노섬유의 흡착과 탈착 등온선은 낮은 압력에서

3.1. 에너지 저장 및 변환소자

부터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며이는 매우 작은 기공이 존재

최근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의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microporous (<2 nm)

필요성, 전자소자 및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에

로 이루어진 샘플들에서 나타난다. 더불어 BET 법을 측정

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된 결과 값들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탄소나노섬유는 321

과학·공학자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화학 에너지

2

−1

3

−1

m g 의 비표면적, 0.17 cm g 의 전체 볼륨, 및 2.1 nm

나 태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와 발생된

의 평균 기공 직경을 지닌다. 또한 대부분 micropore

전기를 저장 및 이용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에 대

(84.7%)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들은 주로 0.4~0.8 nm 의 기

한 기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

공 직경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6(e)). 따라서, 탄소나노섬

으로 연구 및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탄소나노섬유 역시

유는 네트워크 구조를 지님과 동시에 높은 비표면적과 많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자에 응용가능성이 보고되면서 이

은 수의 micropore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캐패시터

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탄소나노섬유

전극재료, 흡착제, 수 처리 필터 등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자체만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함으로 탄소나노섬유의 장점

있다.

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족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그림 6(f)는 탄소나노섬유의 화학적 표면 물성을 분석하기

들이 적극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위하여 실시한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자의 종

spectroscopy, XPS)의 결과이다. 탄소나노섬유의 C1s 스펙

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지금까지 탄소나노섬유를 이

트럼은 총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각 스펙트럼 들은

용했던 시도와 그들의 성능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소

284.5 eV, 286.0 eV, 287.4 eV 및 288.9 eV에서 관찰되었

개하고자 한다.

고, 이는 각각 C-C groups, C-O groups, C=O groups 및
O-C=O groups을 나타낸다. C-O groups 및 C=O groups은

3.1.1. 리튬이온전지

히드록시기(hydroxyl, -OH), O-C=O groups은 카르복실기

리튬이온전지(Li-ion batteries)는 고 용량, 고 에너지밀도,

(carboxyl, -COOH)를 의미한다. 각 스펙트럼의 분포는 C-

긴 수명, 낮은 독성 등의 우수한 장점으로 인하여 현재 가

C groups (64%), C-O groups (22%), C=O groups (8%) 및

장 각광 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소자 중 하나로 노트북, 스

O-C=O groups (6%)으로 나타내며 주로 C-C groups으로

마트 폰, 테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소자에서부터 전기자

이루어져있다. 탄소나노섬유가 표면에 주로 보유한 C-C

동차 및 상시 에너지 저장장치 등 대형장치에 이르기 까

groups 은 매우 강한 결합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지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리튬이

으로 안정하다.

온전지는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음극 및 양극은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3. 탄소나노섬유의 연구동향 및 응용

소이다. 이 중, 음극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탄소 재료는 낮
은 가격 및 긴 수명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이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나노섬유는 앞에서

론적 용량의 한계(~372 mAh g−1)로 인하여 Si계, 금속 및

언급한 매력적인 장점들을 토대로 기계적인 물성을 이용

금속산화물(Sn, SnO2, Co3O4, Fe2O3 등)과 같이 고 용량을

하는 기존의 탄소섬유 시장과는 차별화된 응용분야를 가

지니는 재료와의 복합화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

지고 있다. 탄소나노섬유는 주로 높은 비표면적, 작은 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섬유와 고 용량 재료의 복합

공, 우수한 전기 전도성를 요구하는 응용들에서 사용되며

화를 진행하여 개선된 리튬이온전지 성능을 확보한 연구

기존에 활성탄소나 흑연과 같은 재료가 응용되던 분야에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로 응용을 목표로 하고

탄소나노섬유를 리튬이온전지 전극재료로 이용하는 방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자에의 응용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탄소나노

과 기타 응용으로 나눠서 소개하고자 한다.

섬유 내부에 고 용량 전극재료를 복합화 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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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SEM images of Si/carbon nanofiber composites.
(b) SEM images and ideal schematic illustration of multi wall
carbon nanotube–Si-core/C-shell nanofiber. Copyright {2010
and 2013}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이는 전기방사 용액에 금속 및 금속산화물을 형성하는 이
온상태의 전구체를 첨가하거나, 고체상태의 금속 및 금속
산화물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고 용량 전극재
료인 Si는 ~4,200 mAh g−1이라는 매우 높은 이론적 용량
을 지니고 있지만, 충·방전시 과도한 부피 팽창 및 수축
(~400%)으로 재료의 열화와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여 수명
을 단축시킨다. 따라서 Si 나노입자를 탄소나노섬유 내부
에 복합화 시킴으로 인하여 부피 팽창 및 수축율 억제, 전
기적 특성 향상, 생산된 전자의 효율적인 이동 등의 장점

Fig. 8.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SEM images of the carbon
nanofiber/Co3O4 nanopyramid core-shell nanowires. (b)
Schematic illustration and SEM images of the 3D porous TiO2
nanotube/carbon nanofiber architecture. Copyright {2014}
Elsevier. Copyright {2013}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을 바탕으로 고 용량(~726 mAh g−1), 긴 수명, 빠른 속도
에서의 우수한 충·방전 성능을 나타냈다(그림 7(a))[13].

출력, 긴 수명 등의 매력정인 장점으로 풍력발전, 경전철,

최근에는 탄소나노섬유 내부에 Si와 소량의 탄소나노튜브

전기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 슈퍼캐패시터

를 동시에 복합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켜 리튬이온

는 작동 메커니즘, 사용되는 전극재료에 따라 세 가지로

전지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그림 7(b))[14].

나뉜다. 물리적인 전기 이중 층을 이용하는 전기 이중층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탄소나노섬유의 표면에 고 용량 전극

캐패시터(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s, EDLCs)와 화

재료를 복합화하는 방법이다(그림 8(a,b))[15,16]. 이는 탄

학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수도 캐패시터

소나노섬유의 높은 비표면적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고 용

(Pseudo-capacitors), 그리고 언급된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

량 전극재료를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극

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캐패시터(Hybrid Capacitors)로

무게에 비하여 고 용량 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게다가

구분된다. 이 중 전기 이중 층 캐패시터는 수도 캐패시터

리튬이온과 전극재료간의 확산거리가 짧아 빠른 속도에서

와 하이브리드 캐패시터에 비하여 고 출력, 반영구적 수명

의 충·방전 성능에 강점이 있고, 표면에서 생성된 전자

특성과 같은 장점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산업화되어 일상생

가 내부에 존재하는 탄소나노섬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

활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슈퍼캐패시터’라고 명

동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위와 같이 탄소나노섬유 단독

칭 한다. 슈퍼캐패시터는 리튬이온전지와 유사한 음극, 양

으로는 리튬이온전지 전극재료가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시

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음극 및 양

키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극은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리
튬이온전지와는 다르게 음극과 양극 모두 비표면적이 높

3.1.2. 슈퍼캐패시터

은 탄소재료를 사용하며 이러한 이유는 전극 표면에 많은

슈퍼캐패시터(Supercapacitors)는 빠른 충·방전 속도, 고

전기 이중 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존의 탄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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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열처리를 통한 응집법과 산 에칭공정 등을 이용하

전용량(~30 F g )을 나타냄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여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제거하여 메조기공의 분포를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그림 9(a))[17]. 이렇게

섬유의 비표면적의 향상, 전기적 특성의 개선을 진행하여

얻어진 메조 다공성 탄소나노섬유는 높은 비표면적(~1082

향상된 슈퍼캐패시터 성능을 확보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

m2 g−1)과 높은 메조기공 분포율(~35%)을 동시에 나타냈

하고자 한다.

으며, 이는 슈퍼캐패시터에서 고 용량(~289.0 F g−1) 특성

첫 번째로는 탄소나노섬유의 비표면적을 향상시키는 방

과 빠른 속도에서의 충·방전 능력을 동시에 확보 할 수

법이다. 전하를 저장하는 표면적이 극대화 되고 세공의 크

있다. 탄소나노섬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

기가 최적화를 이루게 되면 슈퍼캐패시터의 고 용량 특성

법은 질소 및 보론 등을 도핑 하는 방법이다(그림 9(b))

을 확보 할 수 있다. 탄소나노섬유의 비표면적을 향상시키

[18]. 질소를 많이 보유한 전구체를 이용하여 탄소원자와

기 위해서는 PAN 전구체 용액에 기공형성용 고분자
(poly(styrene-co-acrylonitrile), Polymethyl methacrylate,

도핑을 이루게 하여 전기 전도성를 향상시키고, 비표면적

Poly(4-vinylphenol-co-methyl methacrylate) 등)를 첨가하

기 이중 층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

여 방사 한 후 탄화하게 되면 첨가된 고분자들이 분해되

도록 도와주어 고 용량(~202 F g−1) 특성을 제공한다. 하

면서 2 nm 이하의 마이크로 기공이 형성된다. 이렇게 얻

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로 개선된 탄소나노섬유 일지라도

2

−1

의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향상된 전기 전도성은 전

어진 다공성 탄소나노섬유는 600~1300 m g 의 높은 비

부피에 비하여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단점은 앞으로

표면적을 보유함에 따라 향상된 슈퍼캐패시터 성능을 나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타낸다. 더욱이, 빠른 속도에서의 충·방전 능력은 2 nm
이상의 메조기공의 분포가 높을수록 우수한 성능을 보이

3.1.3.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기 때문에 메조기공 분포의 향상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대표적인 에너지 변환소자인 연료전지는 연료인 화학에

있다. 탄소나노섬유의 메조기공 분포를 향상시키기 위해

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소자이다. 한쪽 전극에서 연

서는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이 내재된 탄소나노섬유 복합

료인 수소나 메탄올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극에 공기나 산
소를 공급시켜 산화·환원반응을 일어나도록 해 전기를
발생시킨다. 연료의 종류, 전해질, 작동온도, 촉매에 따라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등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
서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s,
DMFCs)에 이용한 탄소나노섬유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한
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환경 친화적이며, 낮은 작동
온도(25~90oC), 높은 에너지 밀도, 손쉬운 구동 등 매력적
인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값비
싼 백금촉매가 필수적으로 사용 되야 하고 이로 인하여
높은 상용화 장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백금 촉매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백금촉
매용 지지체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
소나노섬유를 백금촉매 지지체로 이용하여 연료전지 성능
을 향상시킨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값비싼 백금 촉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
금촉매를 탄소나노섬유의 표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기술
이 중요하다. 표면에 고르게 분산된 백금은 전해질과의 반
응면적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향상된 연료전지 성능을 얻
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촉매 사용량의 절감효과 또한 있

Fig. 9.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SEM images of meso
porous carbon nanofibers (b) Schematic illustration and SEM
images of nitrogen-doped porous carbon nanofibers. Copyright
{2013} Elsevier. Copyright {2012} American Chemical Society.

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얻을 수 있다. 탄소나노섬유의
표면에 백금을 고르게 담지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대표적
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는 탄소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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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SEM image of carbon nanofiber webs. (b) SEM
image of carbon nanofiber/Si membranes. Copyright {2013}
Wiley. Copyright {2015} Hindawi Publishing Corporation.

에 의한 성능저하가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0.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TEM image of Pt
catalysts supported on porous carbon nanofibers. (b) Schematic
illustration and TEM image of Pt catalyst-loaded carbon
nanofiber-Ru core-shell supports. Copyright {2014} The
Electrochemical Society. Copyright {2013} Elsevier.

3.2. 기타 응용
탄소나노섬유는 언급된 매력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에너
지 저장·변환 소자 뿐만 아니라 센서, 수 처리 필터, 에
어 필터, 재생의료용 지지체, 약물전달 시스템, 세균침입
방호 코팅재료, 방열 도료 등에 응용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센서에서는 높은 비표면적과 네트워크 구조에 의

섬유의 비표면적을 향상시켜 백금촉매가 담지 될 수 있는

한 우수한 전달 특성을 바탕으로 분자탐지, 광 탐지를 할 수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이다(그림 10(a))[19]. 탄소나노섬유

있는 고성능 나노 센서에 응용가능성이 제기되었다[1-4]. 특

의 비표면적이 높을수록 백금촉매가 더 고르게 분산되었

히, 탄소나노섬유의 표면에 겨자무과산화효소 (horseradish

mgPt−1)을

나타내었다.

peroxidase)를 도포하였을 경우 과산화수소(H2O2)에 대한

하지만, 백금 촉매를 담지 시키기 전에 탄소나노섬유의 표

우수한 감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센서는 세포내의 과

면을 산소 작용기가 포함된 기능기(C-O groups, C=O

산화수소 수준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그림

groups 및 O-C=O groups)의 분포가 높아지도록 하는 전처

11(a))[21]. 또 다른 응용으로는 수 처리 필터가 있다. 탄소

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산 에

나노섬유의 높은 비표면적과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을 바

칭, 플라즈마 에칭, 전자빔 에칭 등이 있다. 이러한 전처리

탕으로 물속의 미세입자를 분리하는 고효율 기능성 수 처

과정을 진행해야 이유는 탄소나노섬유의 C-C groups은 강

리 필터 재료로의 가능성이 보고되었다(그림 11(b))[22].

한 결합력을 가지기 때문에 백금촉매가 표면에 담지 되는

특히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는 탄소나노섬유는 여과효율이

걸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O groups,

높고 공극률이 매우 높아 필터링 중 발생하는 압력강하가

C=O groups 및 O-C=O groups은 백금촉매의 담지를 효과

적은 장점이 있다.

고 이는 우수한 촉매성능(~524 mA

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 이들의 분포가 높을수록

4. 결 론

유리하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탄소나노섬유와 백금촉매
사이에 중간 층(interlayer)의 도입이다(그림 10(b))[20]. 중
간 층의 재료는 주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이 이용되며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탄소나노섬유는 네트워

이들은 백금촉매의 분산성을 향상 시켜 우수한 촉매성능

크 구조와 함께 50~200 nm의 직경, 부피대비 높은 비표

(~674 mA mgPt−1)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백

면적(300~400 m2 g−1), 우수한 전기 전도성(102S cm−1), 우

금촉매의 산화·환원 중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할

수한 물리적/화학적 안정성 등의 장점을 토대로 다양한 응

수 있는 조 촉매(Ru, Rh 등)를 중간 층의 재료로 이용할

용분야에 이용 되고 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그 역할이

경우 백금촉매의 일산화 탄소에 의한 피독에 대한 저항력

크게 기대되었으나 탄소나노섬유 단독으로는 응용 분야에

을 향상시켜 연료전지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보유

서의 높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이 밝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백금촉매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지고 있다. 따라서 금속, 금속 산화물, 고분자 및 효소 등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작동 중 탄소재료의 부식

과의 복합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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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적인 응용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몇몇 응용분야에
서는 기존의 재료에 비해서 월등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넓은 산업적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응용분야 외에도 더 많은
새로운 분야에서 탄소나노섬유의 응용이 시도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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