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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카본 에어로젤의 다양한 modification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슈퍼커패시터 전극 물질에 적용해 보았다. 먼저 카본 에어로젤 (CA)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이산화탄소 활성화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X, X= 1, 2, 3, 4, 5, 그리고 6 h)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질소 흡탈착 분석, XRD 및 TEM 

분석을 수행하였고, 전기화학적 특성은 순환 전압 주사법과 충방전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활성화를 통해 카본 에어로젤의 비표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전용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산 처리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변형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 (MACA-X, X= 3, 6, 

9, 그리고 12 h)을 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FT-IR 분석 및 CHON 분석을 통해 카본 표면 

위 도입된 산소 기능기들을 분석하였다. 전기화학적 특성은 순환 전압 주사법, 

충방전 분석 및 EIS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질산 처리를 통해 

정전용량 및 출력 특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질산 처리 시간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카본 에어로젤에 질소를 도입시켜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소가 포함된 전구체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에 따른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 (NCA-X, X= 0.14, 0.17, 0.20, 0.25, 그리고 0.3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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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FT-IR 분석 및 CHON 분석을 

통하여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에 따라 카본에 도입되는 질소를 정량 및 

정성 분석하였다. 전기화학적 특성은 순환 전압 주사법, 충방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에 따라 변화하는 정전용량의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이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카본에 

도입되는 질소의 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된 샘플 중 NCA-

0.20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이 나타났고, XPS 분석을 통해 슈퍼커패시터의 

정전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Pyridine nitrogen” 양이 NCA-0.20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에 

따라 도입되는 질소의 배열 형태가 변화하며, Pyridine nitrogen이 정전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 카본 에어로젤, CO2 활성화, 질산 처리, 질소 도핑, 슈퍼커패시터 

전극 물질 

학번 : 2014-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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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문명발달과 더불어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어짐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막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친환경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1,2]. ESS란 전력과 에너지를 필요한 때와 장소에 공급하기 위해 전기 

전력계통 쪽에 전기를 저장해 전력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에너지 저장 부분인 배터리와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인버터, 파워컨트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되는 

ESS는 10년 이상의 장수명과 다양한 입/출력 변동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배터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충전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잦은 충/방전과 

불규칙한 출력 변동에 의해 열화가 가속이 되므로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하는 

큰 단점이 있다 [3].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기 이중층의 형성을 

통하여 전하를 저장하는 슈퍼커패시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커패시터는 베터리와 비교하여 충·방전시 높은 

출력밀도를 나타내며 빠른 충전속도 및 충·방전 사이클이 반영구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가용 온도/전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친환경적이며 폭발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4]. 이러한 특징을 갖는 슈퍼커패시터는 

전기화학적 축전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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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먼저 전기 이중층 캐퍼시터 (EDLC)의 에너지 저장원리는 전해질과 

전극표면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이중층 (electricdoublelayer)의 원리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보통 EDLC에는 양(+) 이온과 음(-) 이온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전해질 내 많은 양의 양/음 이온들이 전기화학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큰 비표면적의 다공성 전극 물질이 다른 두 개의 상(예를 

들면 고체전극과 전해질 용액)으로 존재하며, 이들을 하나의 커패시터 단위 

셀 구조라 부른다. 이렇게 구성된 단위 셀 전극의 양단에 전류를 가하게 되면 

전극 사이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여 각각 (-)전하와 (+)전하로 대전되고, 그 이후 

전해질 내 각각의 전극 전하와 반대되는 전하의 이온들이 전극 표면에 흡착 

이후 전기이중층을 형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다 [4].  

(2) Pseudo-Capacitor (의사 커패시터) 

EDLC가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에서 전자의 이동없이 전하를 

저장하는 반면 의사 커패시터 (Pseudo-Capacitor)는 전극 물질 중 금속산화물에 

존재하는 금속의 원자수의 변화 또는 전도성 고분자의 redox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한다. 보통 의사 커패시터는 패러데이 반응을 기초로 하여 활성 

물질의 표면이나 벌크에서 빠른 가역적 산화∙환원 반응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EDLC에 비하여 정전용량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현재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재료로 카본 물질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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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카본 물질 중에서 카본 에어로젤은 카본 입자들의 삼차원 입체 중형 

기공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비표면적, 고른 기공 크기, 우수한 전기 전도도 

및 다공성의 장점으로 슈퍼커패시터 전극 물질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4]. 

특히 레조시놀-포름알데하이드를 전구체로 졸-겔 합성법을 통하여 쉽게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 시 합성온도, pH, 반응 시간 및 농도 등의 변화를 

통하여 카본 에어로젤의 입자 크기 및 기공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카본 에어로젤은 활성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낮은 정전용량을 나타낸다. 카본 에어로젤의 

비표면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화학적 활성화제 (K2CO3, KOH, NaOH 및 

ZnCl2)들을 이용한 활성화 기술은 기공 및 끝단에 여러 불순물들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흡착되어 전극으로 제조시 전해액과의 부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6,7]. 또한 800 oC 이상의 온도에서 탄화과정을 거쳐 제조된 

카본 에어로젤은 물과의 친화력이 거의 없는 소수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수계 전해질 이용시 카본 에어로젤 기공구조에 전해질이 젖지 않게 된다. 

이는 카본 에어로젤의 기공을 통해 전해질 이온들이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높은 확산 저항으로 인해 출력 특성을 감소시킨다 [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카본 에어로젤의 다양한 modification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화 방법을 통해 카본 에어로젤의 

비표면적이 향상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였으며,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질산 처리를 하여 카본 표면 위 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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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기능기를 도입하였다. 도입된 산소 기능기들로 인하여 카본 기공으로 

수계 전해질 이온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전기 이중층 

정전 용량 효과에 의사 커패시턴스 효과를 도입하고자, 레조시놀과 

포름알데하이드의 전구체를 이용하여 만든 카본 에어로젤에 질소가 포함된 

멜라민 전구체를 같이 넣어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였고, 그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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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및 배경 

2.1. 이산화탄소 활성화 (CO2 Activation) 

일반적으로 카본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물리적 

활성화 (physical activation)와 화학적 활성화 (chemical activation)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화학적 활성화는 K2CO3, KOH, NaOH 및 ZnCl2 등과 같은 염기성 

활성화제와 HCl 및 H3PO4 등과 같은 산성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카본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9,10]. 화학적 활성화의 원리는 카본 매트릭스에 화학적 

활성화제를 부착시킨 후 열처리하여 활성화제의 탈수 및 산화, 그리고 

침식현상에 의해 카본 매트릭스내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화학적 

활성화의 경우 활성화 과정이후 남아있는 활성화제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 

세척 및 건조과정이 필요하며, 세척 이후 카본 기공구조에 남아있는 불순물로 

인하여 전해액과 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9,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활성화법이 연구되고 있다. 물리적 활성화는 고온의 

분위기에서 탄화물을 수증기, 이산화탄소, 및 산소 (공기) 등의 활성가스와 

반응시켜 탄화물의 결정구조에 공간을 형성하여 세공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11,12].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경우 부다반응 (Boudouard reaction, Equation 

2.1.1)의 원리에 의해 탄화물과 반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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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g) + C → 2CO (g)   ΔH°
298 = −172.4 kJ/mol  (2.1.1) 

 

부다 반응은 카본 물질상에서 이산화탄소 1분자와 카본 물질이 반응하여 

2분자의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불균화 반응으로 이때 고온 즉, 900 oC이상의 

온도 조건 및 활성화 시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활성화 시간에 

따라 카본 에어로젤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전기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2.2. 질산 처리 (HNO3 Oxidation) 

슈퍼커패시터의 전극물질로 이용되는 카본 물질은 비표면적에 따라 

전기화학적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동일한 비표면적을 갖는 

물질이라도 전기화학 성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카본 물질의 기공 

구조와 표면의 성질에 기인한다 [8,13]. 카본 물질 기공 크기가 전해질 이온의 

크기에 비하여 작으면 전해질과의 원활하지 못한 접촉으로 인하여 카본 

물질의 기공 내부에서의 전기이중층의 형성이 어렵게 되어 이론적으로 카본 

물질의 비표면적보다 실제 전기이중층 형성에 관여하는 유효 비표면적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카본 물질 표면에 존재하는 기능기의 대표적인 

화학적 성질에 따라 전해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카본 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13,14]. 카본 물질과 

전해질 간의 표면 젖음성 또한 슈퍼커패시터 전극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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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인 카본 물질의 표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성 또는 염기성 기능기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능기의 존재로 인하여 카본 

물질은 상대적으로 친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슈퍼커패시터의 전극 

물질에 이용되는 카본 물질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전극 

물질에 이용된 카본 물질들은 표면에 친수성을 나타내는 헤테로 원자나 

다양한 기능기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소수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이용되는 전해질이 유기용매일 경우 전극 물질과 전해질 사이의 높은 

접촉능력을 보이나 수용액을 전해질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성의 특성을 

지닌 카본 전극 물질과 친수성의 특성을 보이는 전해질간의 낮은 접촉으로 

인하여 슈퍼커패시터의 전기화학적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13,14]. 

따라서 고온의 조건에서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표면 특성을 소수성 

성질에서 상대적으로 친수성 성질로 변화시키기 위해 질산 처리를 수행하였고, 

질산 처리 시간에 따른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전기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2.3. 질소 도핑 (Nitrogen Doping) 

일반적인 카본 물질을 전극으로 사용한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의 경우 

이론 용량이 100~200 F/g로 redox 반응에 의한 의사 커패시터보다 낮은 용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카본 전극 물질의 낮은 정전용량을 높이고자 최근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에 의사 커패시터를 조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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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카본 물질에 금속 산화물, 전도성 고분자 및 헤테로 원자 (산소, 

질소 등)들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17,18]. 이렇게 카본 물질에 도입된 물질들로 

인하여 카본 물질에 의한 EDL 커패시터 효과뿐만 아니라 redox 반응에 의한 

의사 커패시터의 효과로 전체적인 슈퍼커패시터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질소가 도입된 카본에 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18,19]. 카본 구조에 질소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VD, 

Plasma treatment, NH3 activation 등이 있다 [20]. 하지만 위 방법들은 모두 

고온이나 위험한 가스의 이용으로 제조 과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소가 포함된 멜라민 전구체를 레조시놀 전구체와 함께 넣어 

포름알데하이드와의 중합 과정을 통해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였고,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몰 비율에 따른 카본에 도입된 질소의 배열 

형태 및 그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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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전극물질 제조 

3.1.1. 카본 에어로젤의(CA)의 제조 

카본 에어로젤은 졸-겔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증류수에 

전구체인 resorcinol (C6H6O2, Sigma-Aldrich)과 염기 촉매 역할을 하는 Na2CO3을 

완전히 용해시킨다. 그 이후 formaldehyde (H2CO, Sigma-Aldrich)를 천천히 

첨가하여 졸(Sol) 형태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resorcinol 전구체 : Na2CO3의 

몰 비는 1:500, resorcinol 전구체 : formaldehyde의 몰 비는 1:2로 각각 고정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이 용액은 밀봉하여 80 oC 대류 오븐에서 2 일간 

건조시켜준다. 그 다음 50 oC의 아세톤에서 1 일간 용매를 치환시킨다. 이렇게 

치환된 에어로젤은 상온·상압 조건에서 1 일간 건조 시킨 뒤, 에어로젤에 

남아있는 아세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50 oC에서 다시 1 일간 건조시켜 

준다. 건조된 에어로젤은 분말형태로 만든 후, 소성로에서 800 oC, 1 시간 동안 

탄화시킨다. 이때 흘려 주는 질소의 유량은 100 cc/min으로 고정하고, 승온 

온도는 5 oC/min으로 승온한다. 이렇게 제조된 카본 에어로젤은 CA로 

명명하였다. 

3.1.2.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ACA)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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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기 위하여, 상기 3.1.1에서 제조된 카본 

에어로젤을 이산화탄소 (CO2)로 활성화시켰다. 이산화탄소 분위기 하 

소성로에 제조된 카본 에어로젤을 넣고 분당 5 oC로 승온한 뒤 950 oC에서 

적정 시간동안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은 ACA-X 

(X= 1, 2, 3, 4, 5, 그리고 6 h)로 명명하였으며, X는 이산화탄소 활성화 시간을 

의미한다. 

3.1.3.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MACA)의 제조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기 위하여, 상기 3.1.2에서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을 이용하였다. 환류장치에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을 넣고 5 M HNO3 수용액 100 ml를 넣은 후 90 oC에서 교반시키면서 

적정 시간 환류시킨다. 이후 분말들을 감압여과하면서 증류수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질산 수용액을 제거하였다. 세척된 분말들은 80 oC 대류 오븐에서 1 

일간 건조시켜 최종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은 MACA-X (X=3, 6, 9, 그리고 12 h)로 

명명하였으며, X는 질산 처리 시간을 의미한다. 

3.1.4.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NCA)의 제조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을 제조하기 위하여, 상기 3.1.1에서 이용한 

졸-겔법을 통하여 제조하였다. 제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MRF 에어로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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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yde를 개시제로 하여 melamine 및 resorcinol과의 부가반응, 

축합반응을 통하여 생성물 100g 기준으로 제조하였다. 먼저 90 oC 증류수에 

전구체인 resorcinol (C6H6O2, Sigma-Aldrich)과 melamine (C3H6N2, Sigma-Aldrich)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염기 촉매 역할을 하는 Na2CO3을 넣어준다. 그 이후 

formaldehyde (H2CO, Sigma-Aldrich)를 천천히 첨가하여 졸(Sol) 형태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촉매와 resorcinol의 양인 R/C 몰 비율은 500으로 고정하고 

melamine과 resorcinol의 양인 M/R 몰 비율은 0.14에서 0.33까지 변화시켰다. 

제조된 이 용액은 밀봉하여 80 oC 대류 오븐에서 3 일간 건조시켜준다. 그 

다음 50 oC의 아세톤에서 1 일간 용매를 치환시킨다. 이렇게 치환된 MRF 

에어로젤은 상온·상압 조건에서 1 일간 건조 시킨 뒤, MRF 에어로젤에 

남아있는 아세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50 oC에서 다시 1 일간 건조시켜 

준다. 건조된 MRF 에어로젤은 분말형태로 만든 후, 소성로에서 800 oC, 1 시간 

동안 탄화시킨다. 이때 흘려 주는 질소의 유량은 100 cc/min으로 고정하고, 

승온 온도는 5 oC/min으로 승온한다. 이렇게 제조된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은 NCA-X로 (X=0.14, 0.17, 0.20, 0.25, 그리고 0.33) 명명하였으며, X는 

melamine과 resorcinol의 몰 비율 (M/R molar ratio)을 의미한다. 

3.2. 전극 제조 

제조된 샘플들은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슈퍼커패시터 

전극으로 제조되었다. 제도된 카본 전극물질들, 도전제 Super P, 바인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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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E를 각각 80:10:10의 비율로 혼합한다. 이때, PTFE는 solvent인 2-Propanol에 

녹여 넣었으며, 넣어준 물질들을 잘 혼합하여 반죽형태로 제조한다. 제조된 

반죽에서 1 cm x 1 cm 정사각형 형태로 잘라 Current collector인 니켈폼에 

casting 후 압착하여 전극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전극은 남아있는 2-

Propanol을 제거하기 위해 100 oC 대류 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시켰으며, 

전극에 들어간 물질들의 중량은 약 2 mg으로 제조하였다. 

3.3.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3.3.1. N2 adsorption-desorption mesurement 

제조된 전극물질의 비표면적, 기공 부피 및 기공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소 흡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ASAP 2010 (Micromeritics)). 

3.3.2.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제조된 카본 물질에 도입된 다양한 기능기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수행하였다 (Nicolet, Nicolet 6700).  

3.3.3. CHON (Carbon, Hydrogen, Oxygen and Nitrogen) Elemental Analyses 

제조된 전극물질의 원소 성분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N 원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CHN 932, L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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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XRD (X-Ray Diffraction) 

제조된 카본 물질의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D-Max2500-PC diffractometer, Rigaku, Cu-Kα radiation (λ = 1.541 Å )). 

3.3.5.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제조된 전극물질의 카본 매트릭스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JEM-2100, Jeol). TEM 분석을 위해서 준비된 샘플은 

에탄올 용매에 녹여 구리 그리드에 고르게 분산시킨 후 80 oC 대류 오븐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켰다. 

3.2.6.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제조된 전극물질의 탄소와 도입된 질소의 결합 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AXIS-HIS, KRATOS, Mg- Kα radiation, 450 w) 

3.4.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3.4.1. 전기화학 시스템 구성 

제조된 전극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6 M KOH 

수용액을 전해질로 이용하여 3 전극 시스템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기준전극으로는 Ag/AgCl 전극을, 상대전극은 백금 전극을 각각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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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CV (Cyclic Voltammetry) 

제조된 전극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can rate 10 mV/s, 

voltage range -1.0 V ~ -0.2 V에서 CV 분석을 수행하였다. 

3.4.3.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Test  

제조된 전극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urrent density 1 

A/g, voltage range -1.0 V ~ 0 V에서 충/방전 분석을 수행하였다. 

3.4.4. 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제조된 전극물질의 주파수에 따른 impedance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 

kHz ~0.01 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5 mV 로 AC-impedanc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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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의 제조 

4.1.1.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이산화탄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 및 비교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화를     

시키지 않은 카본 에어로젤 (CA)의 비표면적 및 기공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N2 등온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1.1에 나타내었다. 그림 

Fig. 4.1.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기공구조가 잘 발달된 CA와 이산화탄소 

활성을 통하여 기존의 CA가 갖는 기공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 ACA가 

제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공 분포도 (Fig. 4.1.2)를 보게 되면, 기존 약 

10 nm의 중형 기공을 갖고 있는 CA가 이산화탄소 활성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2 nm 이하의 미세 기공이 발달함과 동시에 중형 기공 또한 

발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950 ℃의 고온에서 이산화탄소와 카본 

에어로젤의 카본 층들과의 반응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기공들이 발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공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산화탄소 활성 처리 시간이 5 시간까지는 미세 기공과 중형 기공 모두 

발달하였지만, 5 시간 이후부터는 기공 구조들이 무너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카본 에어로젤의 탄소 층들 간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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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달한 기공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된 CA와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의 물성 값들을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비표면적의 

경우 기공 분포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산화탄소 활성 처리 시간이 증가    

할수록 높아지다가 5 시간 이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 압력이 

낮은 부분에서의 초기 흡착량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활성화를 통하여 미세기공의 면적이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기공 분포도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카본 에어로젤을 활성화 시키면, 

카본 에어로젤의 기공 구조와 비표면적이 발달함을 알 수 있었고, 과도한 

활성화 반응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성 값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최적의 

이산화탄소 활성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 활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1.3에 

나타내었다. 먼저 CA의 경우 부분적으로 그래파이틱한 카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2θ=23.50에서의 넓은 영역의 C(002) Peak과 2θ=43.20에서의 C(101) 

Peak 특성을 나타낸다 [22]. ACA의 경우 이산화탄소 활성 처리 기간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Peak의 크기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카본 에어로젤의 그래파이틱한 카본 층들과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을 통하여 

생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TEM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1.4). CA (Fig. 4.1.4(a))의 경우, 카본 나노 입자들이 불균일하게 

3차원 네트웤 구조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ACA-1 h (Fig. 4.1.4(b))와 A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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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Fig. 4.1.4(c))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화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카본 에어로젤 고유의 3차원 네트웤 구조는 유지되면서 기공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균일하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21]. 하지만 이산화탄소 처리 

시간이 5 시간 이후 ACA-6 h (Fig. 4.1.4(d))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도한 활성화 반응으로 인하여 발달된 기공들이 부분적으로 붕괴됨을 확인할 

수 있다. 

4.1.2.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전기화학적 특성 확인 

제조된 CA 및 ACA-X 의 슈퍼커패시터용 전극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4.1.5 에서는 CA 및 ACA-X 의 Cyclic 

Voltammetry (CV)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고, CV 분석 정전용량 계산 결과는 

Table 4.1.2 에 정리하였다. 이때, 비정전용량 계산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Ia 와 Ic 는 각각 anodic 전류와 cathodic 전류 값이며, W 는 전극 물질의 

질량이고, dV/dt 는 scan rate 를 의미한다 [23]. 

 

먼저 CA와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의 그래프 개형은 일반적인 

카본 물질의 CV 경향인 직사각형의 개형을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24]. 

또한 ACA-5 h에서 가장 넓은 영역의 CV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18 

있는데, 이는 ACA-5 h의 비표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CV 

(Fig. 4.1.5)로부터 계산된 CA와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의 정전용량 

(Table 4.1.2)에서 이산화탄소 활성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전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처리 시간이 5 시간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을 보였고, 다시 

5시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표면적 경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커패시터의 

정전용량은 비표면적에 대체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Fig. 4.1.6은 CA와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 사용하여 만든 전극의 충방전 곡선을 

나타내었다. 이 때, 비정전용량 계산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I 

는 방전 전류 값이며, Δt 는 방전 시간이다. 또한 m 은 전극 질량이며, ΔV 는 

방전 과정에서의 전압 변화를 의미한다 [23]. 

 

 

 

CA와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의 충방전 그래프 개형은 일반적인 

카본 물질의 경향인 삼각형의 개형을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24]. 또한 

ACA-5 h 에서 가장 넓은 영역의 충방전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방전 곡선 (Fig. 4.1.6)에 의하여 계산된 CA와 ACA-X (X=1, 2, 3, 4, 5 

그리고 6 h) 정전용량은 Table 4.1.3에 나타내었으며, 충방전 테스트 결과 역시 

앞에서 언급한 CV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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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 처리 

시간과 그에 따른 비표면적과 정전용량간의 상간관계를 Fig. 4.1.7에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의 활성 처리 시간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은 화산형 

경향성을 보이며, 또한 정전용량 역시 같은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리 시간 5 시간에서 가장 높은 비표면적과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통한 활성화 방법을 통하여 

카본 에어로젤의 비표면적 증가와 그에 따른 정전용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제조에 있어 활성화 

시간이 물질의 물성과 정전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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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CA and ACA-X (X= 1, 3, 5, and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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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Pore size distributions of CA and ACA-X (X= 1, 3, 5, and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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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A and ACA-X (X=1, 2, 3, 4, 5, and 6 h) 

 
SBET 

(m2/g) a) 

Smicro 

(m2/g) 

Smeso 

(m2/g) 

Vi 

(cm3/g) b) 

CA 672 329 342 168 

ACA-1 h 1268 857 411 316 

ACA-2 h 1767 1130 637 440 

ACA-3 h 2116 1170 945 524 

ACA-4 h 2347 1226 1121 591 

ACA-5 h 2574 1249 1324 636 

ACA-6 h 2403 1212 1190 594 

a)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in the range of relative pressure (P/P0)= 0.05-0.30 

b) Initial amount of volume adsorbed in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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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XRD patterns of CA and ACA-X (X= 1, 3, 5, and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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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TEM images of (a) CA, (b) ACA-1 h, (c) ACA-5 h, and (d) ACA-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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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yclic voltammograms of CA and ACA-X (X= 1, 2, 3, 4, 5, and 6 h) at a scan 

rate of 1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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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Specific capacitance of CA and ACA-X (X= 1, 2, 3, 4, 5, and 6 h)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a)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 
(F/g) 

CA 60 

ACA-1 h 71 

ACA-2 h 81 

ACA-3 h 87 

ACA-4 h 93 

ACA-5 h 100 

ACA-6 h 95 

a) Measured at a scan rate of 10 mV/s in an aqueous solution of 6 M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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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Charge/discharge profiled of of CA and ACA-X (X= 1, 2, 3, 4, 5, and 6 h) at a 

current density of 1 A/g. 



 28 

 

 

 

 

 

 

Table 4.1.3. Specific capacitance of CA and ACA-X (X= 1, 2, 3, 4, 5, and 6 h) measured 

by charge/discharge test a)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 
(F/g) 

CA 153 

ACA-1 h 157 

ACA-2 h 171 

ACA-3 h 190 

ACA-4 h 191 

ACA-5 h 225 

ACA-6 h 192 

a) Measured at a constant current of 1 A/g in an aqueous solution of 6 M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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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BET surface areas and specific capacitances of CA and ACA-X (X=1, 2, 3, 4, 

5, and 6 h), plotted as a function of CO2 activ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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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 (MACA)의 제조 

4.2.1.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질산 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 (MACA-X (X=3, 6, 9, 

그리고 12 h)) 및 비교를 위해 질산 처리를 시키지 않은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의 비표면적 및 기공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N2 등온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2.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CA의 경우에는 type-IV 형태의 등온선과 H2-type의 이력 곡선을 나타내었고, 

이로부터 “잉크병” 형태의 기공들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hysteresis loop는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MACA-12 

h의 경우, type-IV 형태에서 type-I 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질산 처리 과정에서 카본의 기공 구조들이 무너지면서 물리적 

특성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잘 일치한다 [25-28]. 제조된 ACA와 

MACA-X (X=3, 6, 9, 그리고 12 h)의 자세한 물성 값들을 Table 4.2.1에 

나타내었다. 먼저 샘플들의 모든 물성 값들은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카본 층들이 

산화제인 질산 수용액과 반응하여 사라지기 때문이다 [25-28]. 흥미롭게도 

비표면적과 중형 기공과 관련된 값 (SBET, Smseo, 및 Vmeso)들은 6 h 까지는 

완만히 감소하다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급격한 비표면적 및 중형 기공들의 감소는 정전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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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특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적의 질산 처리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5-28]. 이러한 결과들은 TEM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2.2). 질산 처리 후 ACA의 표면이 뚜렷하게 변함을 알 수 

있는데, ACA의 경우 카본 입자들의 삼차원 네트웤 구조가 잘 형성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ACA-3 h와 MACA-6 h의 경우 질산 수용액에 의해 

카본 층들이 약간 깎여나가기는 했지만, ACA 고유의 카본 네트웤 구조가 잘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산 처리 시간이 6 시간을 넘은 MACA-9 h와 

MACA-12 h의 경우에는 과도한 질산 전처리로 인하여 많은 카본 층들이 

깎여나가 네트웤 구조 중간중간 빈 부분들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N2 등온 흡탈착 분석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CA 및 MACA-X 

(X=3, 6, 9, 그리고 12 h) 표면 위 산소 기능기들의 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Fig. 4.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질산 처리를 통하여 락톤, 카르복실산, 그리고 카보닐 그룹의 C=O 

(1750 cm-1 and 1600 cm-1) 피크와 페놀, 카르복실 무수물 그룹의 C-O (1250 cm-1)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9-31]. 특히,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피크들의 크기 또한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산 처리 

시간에 따라 도입되는 산소 기능기들의 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입된 산소의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CHON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2.2는 ACA와 MACA-X (X=3, 6, 9, 그리고 12 h)의 CHON 분석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다. CHON 분석 결과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카본의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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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감소 및 산소 함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FT-IR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2.2. 질산 처리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전기화학적 특성 확인 

제조된 ACA와 MACA-X (X=3, 6, 9, 그리고 12 h)의 슈퍼커패시터용 전극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Cyclic Voltammetry (CV) 분석을 수행하였고 Fig. 

4.2.4에 나타내었다. 또한 CV 분석 정전용량 계산 결과는 Table 4.2.3에 

정리하였다. 먼저 Scan rate 10 mV/s (Fig. 4.2.4(a))에서 ACA와 MACA-X의 

그래프 개형은 일반적인 카본 물질의 CV 경향인 직사각형 형태의 개형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24]. 흥미로운 점은 MACA-X에서 약 0.7 V 지점 redox 

피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질산 처리를 통해 카본 표면 위에 도입된 

산소 기능기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된 정전용량을 살펴보면 제조된 

샘플 중 MACA-6 h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정전용량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can rate 100 mV/s (Fig. 4.2.4(b))에서 MACA-12 h 샘플을 

제외한 다른 샘플들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비교적 직사각형 형태가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CV 그래프의 개형이 

찌그러지는 원인은 높은 임피던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따라서 

MACA-12 h의 경우 높은 임피던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Fig. 4.2.5에서는 

ACA와 MACA-X (X=3, 6, 9, 그리고 12 h)의 Scan rate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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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제조된 샘플들 중에서 MACA-6 h의 Scan rate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가 가장 작음 (약 73 % 유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샘플들의 Scan rate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의 값들은 다음의 순서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MACA-6 h (73 %) > MACA-3 h (67 %) > MACA-9 h (53 %) > ACA (45 %) > MACA-

12 h (36 %)). 이를 통하여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출력 측면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4.2.6에서는 ACA와 MACA-X (X=3, 

6, 9, 그리고 12 h)의 충방전 곡선을 나타내었고 그에 따른 정전용량 계산 

결과를 Table 4.2.4에 정리하였다. 낮은 Current density 1 A/g (Fig. 4.2.6(a)) 충방전 

곡선에서 제조된 물질 모두 삼각형 형태의 일반적인 카본 물질 전형의 충방전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삼각형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4]. 또한 충방전 시간이 샘플들 중에서 MACA-6 h에서 

가장 높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수행한 CV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높은 Current density 5 A/g (Fig. 4.2.6(b))에서도 CV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MACA-12 h에서 카본 기공에서의 이온 확산 

저항과 관련있는 높은 IR drop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4]. 질산 

처리를 통하여 카본 표면 위에 도입된 산소 기능기들이 전극의 임피던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IS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Fig. 4.2.7에 

나타내었다. 나이퀴스트 그래프는 크게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나오는 반원 

부분과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나오는 직선 형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나오는 반원 부분은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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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표면과 전해질 사이의 charge transfer 저항을 의미하며,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나오는 직선 부분은 전극 기공에서의 전해질 확산저항과 관련된 

Warburg’s 저항을 의미한다 [35,36]. 먼저 반원의 경우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반원의 크기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산 처리를 통하여 

카본 표면 위에 도입된 산소 기능기들과 전해질 이온과의 redox 반응에 의한 

것으로 charge transfer 저항이 커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산소 

기능기들이 많이 도입될수록 redox 반응에 의한 것으로 charge transfer 저항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pseudo-capacitance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직선의 

경우 이 직선의 기울기가 Z’쪽으로 기울게 되면 높은 전해질 확산을 의미한다 

[35,36].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질산 처리 시간이 6 시간 이하인 경우 

(MACA-3 h, MACA-6 h)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며, 이는 전해질 확산 저항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6 시간 이상인 

경우 (MACA-9 h, MACA-12 h)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며 전해질 확산 저항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an 

rate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 (Fig. 4.2.5)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위에서 나온 물리화학적 특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결과를 종합해보면 

MACA-6 h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과 우수한 rate capability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rate capability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2 가지로 볼 수 있다; 

(젖음성 그리고 중형 기공). 보고된 바에 따르면, 카본에 도입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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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기들은 전해질과 카본 사이의 젖음성을 높여 rate capability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14,15], 중형 기공의 감소는 전해질 이온의 

접근성을 낮추어 rate capability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37]. 본 

실험에서의 실험 데이터의 경우 이 2 가지 요소가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하면 산소 

기능기들이 많이 도입되어 rate capability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중형 기공은 

감소하기 때문에, 최적의 질산 처리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 정전용량의 경우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2 가지로 볼 수 있다; (EDL capacitance 

그리고 Pseudo-capacitance). 일반적으로 EDL capacitance는 비표면적과 관련이 

있으며, Pseudo-capacitance의 경우 카본 표면의 산소 기능기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5-28].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에 따르면,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EDL capacitance는 감소하는 반면, Pseudo-capacitance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전용량의 측면에서도 역시 최적의 

질산 처리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정전용량과 rate 

capability를 위해서는 최적의 질산 처리 조건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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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ACA and MACA-X (X= 3, 6, 9,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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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SBET 

(m2/g) a) 

Smicro 

(m2/g) 

Smeso 

(m2/g) 

Vmeso 

(cm3/g) 

Vpore 

(cm3/g) b) 

ACA 1268 566 702 0.95 1.43 

MACA-3 h 1016 329 687 0.93 1.34 

MACA-6 h 976 317 659 0.92 1.30 

MACA-9 h 779 302 477 0.71 1.06 

MACA-12 h 508 247 261 0.49 0.95 

a)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in the range of relative pressure (P/P0)= 0.05-0.30 

b) Total pore volume at P/P0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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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TEM image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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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FT-IR spectra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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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CHON elemental analyse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C 

(wt%) 

H 

(wt%) 

N 

(wt%) 

O a) 

(wt%) 

ACA 89.21 - 0.38 10.41 

MACA-3 h 72.31 - 0.78 26.91 

MACA-6 h 70.85 - 0.84 28.31 

MACA-9 h 64.73 0.90 0.96 33.41 

MACA-12 h 61.27 2.78 1.09 34.86 

a) Oxygen content was calculated as a difference between 100 % and the sum of C + H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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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Cyclic voltammogram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obtained at (a) 10 mV/s and (b) 10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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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3. Specific capacitance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a)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 (F/g) 

10 mV/sec 100 mV/sec 

ACA 84 46 

MACA-3 h 102 73 

MACA-6 h 120 94 

MACA-9 h 95 57 

MACA-12 h 75 27 

a) Measured at a scan rate of 10 mV/sec and 100 mV/sec in an aqueous solution of 6 M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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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Specific capacitance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plotted as a 

function of sc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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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harge/discharge profile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obtained at (a) 1 A/g and (b) 5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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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4. Specific capacitance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measured 

by charge/discharge test a)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 (F/g) 

1 A/g 5 A/g 

ACA 94 69 

MACA-3 h 112 84 

MACA-6 h 128 102 

MACA-9 h 106 78 

MACA-12 h 85 58 

a) Measured at a constant current of 1 A/g and 5 A/g in an aqueous solution of 6 M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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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Nyquist plots of ACA and MACA-X (X=3, 6, 9,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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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 (NCA)의 제조 

4.3.1.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질소가 포함된 멜라민 전구체를 이용하여 제조된 카본 에어로젤 (NCA-X 

(X=0.14, 0.17, 0.20, 0.25, 그리고 0.33)) 및 비교를 위해 질소가 도입되지 않은 

카본 에어로젤(CA)의 비표면적 및 기공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N2 등온 흡탈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3.1에 나타내었다. N2 등온 흡탈착 

곡선에서 CA의 경우 카본 에어로젤 고유의 잘 발달된 기공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되는 멜라민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흡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카본의 제조과정에서 

전구체들의 중합 반응시 두 개의 작용기가 존재하는 레조시놀의 경우 미세 

기공과 함께 중형 기공들이 형성되지만, 멜라민의 경우 세 개의 작용기에서 

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형 기공보다는 미세 기공 위주로 발달하며, 

형성되는 네트웤 구조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38,39]. 또한 NCA-0.25와 NCA-0.33의 경우에는 type-IV 형태에서 

type-I 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촘촘한 네트웤 구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멜라민을 녹이기 위해서 들어간 증류수가 

에어로젤의 건조과정에서 부피축소를 야기하여, 카본 기공 구조가 거의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제조된 CA와 NCA-X (X=0.14, 0.17, 0.20, 0.25, 

그리고 0.33)의 자세한 물성 값들을 Table 4.3.1에 나타내었다. 질소의 도입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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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되면, 전반적인 물성 값들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레조시놀에 비해서 멜라민의 경우 매우 낮기 때문에 카본 

에어로젤의 제조 시 건조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미세 기공 비표면적의 경우 질소 도입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개의 중합 작용기를 

갖는 멜라민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해석되며, N2 등온 흡탈착 

곡선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TEM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3.2). TEM 이미지에서 제조된 CA와 NCA-X 모두 

카본 나노 입자들의 3차원 네트웤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NCA-X의 경우 도입되는 질소의 양이 많아질수록 네트웤 구조가 

점점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레조시놀과 

포름알데하이드 네트웤 구조에 멜라민이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38.39], 모두 앞서 수행한 N2 등온 흡탈착 곡선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카본 제조시 도입되는 멜라민의 양에 따라 카본 에어로젤에 존재하는 

질소 기능기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Fig. 4.3.3에 

나타내었다. 표시된 각 피크들은 질소와 관련된 작용기들이며 [39,40], 이 

피크들이 도입되는 멜라민의 양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카본 제조시 도입되는 멜라민의 양에 따라 도입되는 질소의 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입된 질소의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CHON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3.2는 CA와 NCA-X (X=0.14, 0.17, 0.2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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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0.33)의 CHON 분석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다. CHON 분석 결과 

도입되는 멜라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카본의 질소 함량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FT-IR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3.2.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의 전기화학적 특성 확인 

제조된 CA와 NCA-X (X=0.14, 0.17, 0.20, 0.25 그리고 0.33)의 

슈퍼커패시터용 전극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Cyclic Voltammetry (CV) 

분석을 수행하였고 Fig. 4.3.4에 나타내었다. 또한 CV 분석 정전용량 계산 

결과는 Table 4.3.3에 정리하였다. 먼저 CA와 NCA-X의 그래프 개형은 

일반적인 탄소 물질의 CV 경향인 직사각형 형태의 개형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24]. 흥미로운 점은 비표면적이 CA보다 작고, 도입된 질소의 양이 NCA-

0.33보다 작은 NCA-0.20에서 가장 넓은 영역의 CV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도입된 질소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정전용량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A/g의 전류 밀도에서 측정된 CA와 

NCA-X (X=0.14, 0.17, 0.20, 0.25 그리고 0.33)의 충방전 곡선을 Fig. 4.3.5에 

나타내었고 그에 따른 정전용량 계산 결과를 Table 4.3.4에 정리하였다. 충방전 

곡선에서 제조된 물질 모두 삼각형 형태의 일반적인 카본 물질 전형의 충방전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삼각형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4]. 또한 충방전 시간이 샘플들 중에서 NCA-0.20에서 

가장 높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수행한 CV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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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4.3.6에서는 가장 높은 정전용량을 보인 NCA-

0.20의 다양한 Scan rate에 따른 Cyclic Voltammetry(CV) (Fig. 4.3.6(a))를 

나타내었다. Scan rate가 10 mV/s에서 200 mV/s로 변화할수록 비교적 그래프 

개형이 직사각형 형태가 잘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NCA-0.20의 다양한 

Current density에 따른 충방전 곡선 (Fig. 4.3.6(b))에서도 1 A/g에서 5 A/g으로 

변화할수록 삼각형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카본의 도입된 질소가 전극의 출력 밀도 측면 역시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4.3.3.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의 표면 특성 확인 

질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정전용량이 증가하지 않고 화산 형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카본 물질에 

도입되는 질소는 Fig. 4.3.7과 같은 형태로 도입되게 된다 [41-43]. 각 형태들은 

질소가 카본의 어느 부분에 도입되느냐에 따라 그 특징들이 변하게 되는데, 

오각형 탄소 고리에 도입된 질소는 “Pyrrolic nitrogen”, 육각형 탄소 고리에 

도입된 질소는 “Graphitic nitrogen”, 육각형 탄소 고리가 끊어진 곳에 도입된 

질소는 “Pyridine nitrogen”, 육각형 탄소 고리에 도입되어 산소와 결합한 

질소는 “Oxidized nitrogen”으로 각각 구분된다. 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4가지 

배열 중 슈퍼커패시터의 정전용량의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의 

도입 형태는 “Pyridine nitrogen”으로 알려져 있다 [41-43]. 이렇게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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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의 배열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NCA-X (X=0.14, 0.17, 0.20, 0.25 그리고 

0.33)의 XPS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Fig. 4.3.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NCA-X 샘플들은 바인딩 에너지 398.5 eV, 400.9 eV 그리고 404 

eV에서 3 가지 특징 피크들을 보였으며, 문헌에 따르면 이 들은 각각 

“Pyridine nitrogen”, “Graphitic nitrogen” 그리고 “Oxidized nitrogen”으로 

각각 보고된다. XPS 분석을 통하여 멜라인을 통하여 제조된 샘플들 모두 

성공적으로 질소가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41-43]. 또한 분석된 XPS 

그래프의 deconvolution된 결과를 Table 4.3.5에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 

NCA-0.20에서 “Pyridine nitrogen”의 비율이 다른 샘플들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슈퍼커패시터의 정전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Pyridine nitrogen”양이 NCA-0.20에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전용량도 NCA-0.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카본 제조시 도입되는 멜라민과 레조시놀의 

비율에 따라 정전용량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때 도입되는 질소의 형태 또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입된 질소의 형태 중“Pyridine nitrogen”형태가 

정전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본 에어로젤에 

질소를 도입하여 정전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멜라민 도입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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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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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SBET 

(m2/g) a) 

Smicro 

(m2/g) 

Smeso 

(m2/g) 

Vpore 

(cm3/g) b) 
Smicro/Smeso 

CA 681 332 349 1.30 0.95 

NCA-0.14 664 327 337 1.26 0.97 

NCA-0.17 648 325 323 1.20 1.01 

NCA-0.20 607 312 295 0.99 1.06 

NCA-0.25 515 285 230 0.63 1.24 

NCA-0.33 395 236 159 0.24 1.48 

a) Calculated by the BET equation in the range of relative pressure (P/P0)= 0.05-0.30 

b) Total pore volume at P/P0 ~ 0.990 

 

 

 



 54 

 

 

 

 

 

 

 

 

 

 

 

 

Fig. 4.3.2. TEM images of CA, NCA-0.20, and NCA-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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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FT-IR spectra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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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2. CHON elemental analyses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C 

(wt%) 

H 

(wt%) 

O 

(wt%) 

N 

(wt%) 

CA 93.21 - 6.51 - 

NCA-0.14 92.16 0.37 6.30 1.17 

NCA-0.17 91.13 0.59 6.02 2.26 

NCA-0.20 89.00 0.63 5.02 5.35 

NCA-0.25 87.61 0.84 4.58 6.97 

NCA-0.33 86.49 0.92 4.38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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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Cyclic voltammograms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at a scan rate of 1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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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3. Specific capacitance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a)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 
(F/g) 

CA 80 

NCA-0.14 85 

NCA-0.17 91 

NCA-0.20 113 

NCA-0.25 97 

NCA-0.33 73 

a) Measured at a scan rate of 10 mV/s in an aqueous solution of 6 M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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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Charge/discharge profiles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at a current density of 1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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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4. Specific capacitance of CA and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measured by charge/discharge test a)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 
(F/g) 

CA 92 

NCA-0.14 97 

NCA-0.17 101 

NCA-0.20 130 

NCA-0.25 107 

NCA-0.33 83 

a) Measured at a constant current of 1 A/g in an aqueous solution of 6 M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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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a) Cyclic voltammograms of NCA-0.20 at different scan rate (10-200 mV/s), and (b) Charge/discharge profiles of 

NCA-0.20 at different current density (1-5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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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XPS spectra of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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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5. Deconvoluted peak area determined from XPS analyses of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a) 

 Npyrdine (%) Nquaternary (%) Noxidized (%) 

NCA-0.14 28.5 58.8 12.7 

NCA-0.17 30.1 55.7 14.2 

NCA-0.20 38.7 47.6 13.7 

NCA-0.25 34.9 48.2 16.9 

NCA-0.33 22.5 62.8 14.7 

a) Deconvolution of XPS spectra was performed by the Gaussian curve-fit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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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슈퍼커패시터용 전극물질을 위해 카본 에어로젤의 다양한 

modification을 수행하였다. 카본 에어로젤(CA)는 레조시놀과 포름알데하이드의 

중합과정을 통해 졸-겔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이후 950 oC에서 이산화탄소로 

활성화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X, X= 1, 2, 3, 4, 5, 

그리고 6 h)을 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제조된 

물질의 비표면적을 조사한 결과, 활성화 시간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였지만 5 시간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 전압 

주사법과 충방전 분석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제조된 샘플 

중 ACA-5 h에서 가장 높은 정전 용량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가장 높은 

비표면적을 보인 ACA-5 h에서 가장 높은 정전 용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활성 카본 에어로젤의 제조에 있어 활성화 시간이 

물질의 물성과 정전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상기에서 제조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 (ACA)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한 

ACA를 90 oC에서 질산 처리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변형된 활성 카본 에어로젤 

(MACA-X, X= 3, 6, 9, 그리고 12 h)을 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질산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샘플의 물리화학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반면 FT-IR 분석 및 CHON 분석을 통하여 질산 처리 

시간에 따라 카본 표면 위 산소 기능기들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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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전압 주사법, 충방전 분석 및 EIS 분석에서 제조된 샘플 중 MACA-6 

h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과 우수한 rate capability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질산 처리 시간에 따라 비표면적이 감소하지만 카본 

표면 위 도입된 산소 기능기들의 Psebudo-capacitance로 인하여 MACA-6 h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출력 측면에서 질산 처리 시간에 

따라 중형 기공성이 감소하지만 카본 표면 위 도입된 산소 기능기들로 인하여 

MACA-6 h에서 또한 가장 우수한 rate capability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극 물질의 정전용량과 rate capability에 질산 처리 시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상기에서 제조된 카본 에어로젤 (CA)에 질소를 도입하기 위해 전구체로 

멜라민의 양을 변화시켜가며 질소가 도입된 카본 에어로젤 (NCA-X, X= 0.14, 

0.17, 0.20, 0.25, 그리고 0.33)을 제조하였다. 질소 흡탈착 분석 및 TEM 분석을 

통해 멜라민의 양이 증가할수록 샘플의 물리화학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반면 FT-IR 분석 및 CHON 분석을 통하여 멜라민의 양에 따라 

카본에 도입되는 질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순환 전압 주사법, 

충방전 분석에서 제조된 샘플 중 NCA-0.20에서 가장 높은 정전용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XPS 분석을 통하여 슈퍼커패시터의 정전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Pyridine nitrogen” 양이 NCA-0.20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Pyridine nitrogen이 정전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적의 멜라민 양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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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rbon aerogel 

for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 

Eo Jin Lee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a few decades, supercapacitor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as an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device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such as long life cycle, rapid storage, and 

lossless release of energy. Carbon aerogels have been recognized as promising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 because of their outstanding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extural property. These 

excellent properties of carbon aerogels are due to three-dimensional mesoporous network of 

carbon nanoparticles. However, carbon aerogels not only have lower surface area for EDL than 

activated carbon but also show limited power density and energy capacity. In addition, 

hydrophobic property of carbon aerogel also decreases wettability of electrode in aqueous 

electrolyte solution, resulting in suppressed electrolyte accessibility and high internal resistance. 

To overcome these drawbacks, various modification methods of carbon aerogel were investigated 

in this work.  

Carbon aerogel (CA) was prepared by a sol-gel polymerization of resorcinol and 

formaldehyde in ambient conditions. A series of activated carbon aerogels (ACA-X, X=1, 2, 3, 4, 5, 

and 6 h) were then prepared by CO2 activation of CA with a variation of activation time (X) for 

use as an electrode material for supercapacitor. Specific capacitances of CA and ACA-X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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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and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methods in 6 M KOH 

electrolyte. Among the samples, ACA-5 h showed the highest BET surface area (2574 m2/g) and 

the highest specific capacitance (100 F/g). It was found that CO2 activation was a very efficient 

method for enhancing physicochemical property and supercapacitiv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ctivated carbon aerogel. 

A series of modified activated carbon aerogels (MACA-X X=3, 6, 9, and 12 h) were 

prepared by HNO3 oxidation of activated carbon aerogel (ACA) with a variation of oxidation time 

(X). For comparison, activated carbon aerogel (ACA) was also examined. Physicochemical 

properties (BET surface area, micropore surface area (Smicro), mesopore surface area (Smeso), and 

pore volume (Vpore)) decreased with increasing HNO3 oxidation time, while the amount of surface 

oxygen group increased. Among the samples, MACA-6 h exhibited the best rate capability (73 %) 

and the highest specific capacitance (120 F/g). It is concluded that an optimal HNO3 oxidation 

condition was required for the highest supercapacitiv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modified 

activated carbon aerogel. 

A series of nitrogen-enriched carbon aerogels (NCA-X, X=0.14, 0.17, 0.20, 0.25, and 0.33) 

were prepared by a sol-gel polymerization of MRF (melamine-resorcinol-formaldehyde) with a 

variation of M/R (melamine/resorcinol) molar ratio (X). For comparison and reference, melamine-

free carbon aerogel was also prepared. They were then used as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s. 

It was observed that textural properties of NCA-X decreased with increasing M/R molar ratio, 

whereas nitrogen content increased with increasing M/R molar ratio.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nitrogen-enriched carbon aerogel electrodes were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and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measurements in 6 M KOH electrolyte. Surface properties of 

nitrogen-enriched carbon aerogels were examin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mong the samples, NCA-0.20 with the largest amount of pyridinic nitrogen showed the highest 

specific capacitance. Thus, an optimal M/R molar ratio (X) was required for the largest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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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idinic nitrogen in the nitrogen-enriched carbon aerogel, and in turn, for the highest specific 

capacitance of nitrogen-enriched carbon aerogel. 

 

 

Keywords : Supercapacitor, Carbon aerogel, CO2 activation, HNO3 oxidation, Nitrogen 

doping, Activated carbon ae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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