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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탄소부극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탄소부극물질로서 Sn-GIC (Graphite intercalated com-

pound)를 합성하고 그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합성시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수용액에 함침한 

후 건조한 시료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흑연에 삽입되는 Sn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흑연 내부로 삽입된 Sn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부극활물질로 사용한 cell의 초기 방전용량은 증가하였다.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1.0 

M SnCl2 수용액에 함침한 후 900 ℃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한 Sn-GIC는 346 mA/g의 초기용량과 10 cycle 후 13%의 용량감

소를 나타내었다.

Synthesis of Sn-GIC (Graphite intercalated compound) and its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o find a meth-

od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carbon anode of lithium ion battery. The content of Sn intercalated in graphite interlayer 

increased with increase of concentration of SnCl2 solution and increase of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of dried graphite 

after dipped in SnCl2 solution, respectively. And initial discharge capacity increased upon increase of intercalated Sn content. 

Sn-GIC with excellent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hich can be synthesized by heat treatment at 900 ℃ after dipped in 

1.0 M SnCl2 solution, showed 356 mAh/g of initial discharge capacity and 13% of capacity decay after 10 cycles.

Keywords: lithium battery, carbon electrode, graphite intercalated compound

1. 서    론
1)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부극활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흑연계 탄소재

료는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층간에 리튬이온이 삽입 및 탈삽

입되는 반응을 통하여 전기의 충⋅방전이 진행되므로 리튬금속을 부

극 활물질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dendrite 형성으로 인한 단락의 위험

성은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극활물질로서 흑연은 리튬금속에 

비해 리튬의 저장용량이 떨어지며, 충⋅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용량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리튬의 삽

입 반응시 이상적인 LiC6를 형성치 못해 저장용량이 이론용량에 미치

지 못하고, 또한 리튬의 삽입 및 탈삽입에 따라 흑연의 층간거리가 

3.35 Å에서 3.75 Å으로 팽창 및 수축을 반복하여 층상 구조의 안정

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1,2]. 이와 같은 탄소전극에서의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에 따라 탄소전극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cycle life 특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소위 GIC (graphite inter-

calated compound)형태의 탄소전극을 사용하는 것이다[3-6].

  이는 층상구조인 흑연 내부에 리튬 이온보다 원자반경이 큰 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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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여 층상구조를 지지함으로써 전지의 충방전시 리튬이온의 삽

입 및 탈삽입시에 따른 층간의 길이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부극활물질

의 구조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원리에 착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흑연의 층간에 Li가 삽입되는 경우, 제 1 stage 화합물이 LiC6의 양론

비를 가지며, Li가 흑연 육각원자의 중심에 위치하여 흑연의 c-축간 

거리는 3.7 Å을 이룬다. GIC의 원리에 따라 이 흑연의 층간에 Li 대

신 다른 금속원자가 이 흑연의 층간 육각격자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면 흑연의 c-축간 거리는 Li가 삽입된 경우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하

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충방전시에 Li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종 금속의 삽입은 적층일 경우 Li의 저

장 site의 감소로 인하여 삽입용량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성분

이 적절한 삽입조건에 따라 GIC가 제조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미 이러한 일련의 연구로 K을 흑연에 삽입한 K-GIC를 리

튬이차전지의 부극으로 사용을 시도하고 그 특성을 조사한 바 있다

[7]. 이 경우 최적의 삽입조건에서의 전극성능은 천연흑연에 비해 우

수하였으나, K의 삽입량 증가에 따라 전기화학적인 특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겠지만, K
+
의 양이온이 삽입된 K-GIC의 낮은 전기활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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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K 대신 전기활성을 높일 수 있는 다

른 금속이온의 삽입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Sn

을 삽입하는 Sn-GIC에 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Santos-Peta 등[5]은 

증기상 증착과 용융염제조의 방식으로 Hai-ming 등[4]은 일차 K-GIC

를 제조 후 K과 Sn을 치환하는 방법에 의해 Sn-GIC를 만들어 그 특

성을 조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들 연구가 공통적으로 Sn-GIC의 

합성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공정임을 고려하여 Sn함유 용

액중에 흑연을 함침시키는 단순한 방식으로 Sn-GIC의 합성방법을 검

토하고 이렇게 제조된 Sn-GIC를 탄소부극으로 사용시 전기화학적 특

성 및 거동을 조사하여 기존 흑연부극소재의 성능향상을 시도하였다.

2. 실    험

  실험의 방법 및 진행은 전보[7]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천

연 흑연을 500 ℃, Ar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후 0.1, 0.5, 1.0 M의 SnCl2 

수용액에 넣어 12 h 교반한 후 수세 건조하고, 이를 다시 500, 700, 

900 ℃에서 1 h 동안 열처리하여 Sn-GIC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시료

를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여 Sn삽입 여부 및 결정구조변화를 확인하

였으며, ICP를 통한 원소분석법에 따라 합성된 Sn-GIC 내의 Sn의 함

량을 정량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합성된 Sn-GIC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시험은 전

보[7]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지를 구성하고 동일한 전기화학적 분석방

법으로 진행하여 K-GIC의 경우와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n의 삽입에 따른 Graphite의 구조 특성

  Sn-GIC의 합성에서 열처리 온도(HTT ; heat treatment temperature) 

및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Sn의 삽입과 합성된 Sn-GIC의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ure 1(a)는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Sn-GIC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처리된 천연흑연

을 0.1, 0.5, 1.0 M의 SnCl2 수용액에 넣어 12 h 동안 교반한 후 900 

℃에서 열처리하여 합성한 Sn-GIC의 X-선 회절선이며, Figure 1(b)는 

열처리 온도가 Sn-GIC의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천연흑연을 0.1 M의 SnCl2 수용액에 넣어 12 h 동안 교반한 후 500, 

700, 900 ℃의 온도에서 1 h 동안 열처리하여 합성한 시료의 X-선 회

절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흑연으로 Sn의 함침량은 증가되어 Figure 1(a)에 나타낸 바

와 같이 Sn을 나타내는 (101)면과 (211)면의 회절선의 높이가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회절선의 증가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조건에서 제조된 Sn-GIC 중에 함유된 Sn량을 정량한 결

과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n의 삽입량이 증가한 결과

와 일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SnCl2의 농도증가는 Sn-GIC에 Sn이 천연

흑연에 존재하는 양이 증대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Sn이 함침된 이 

생성물이 실제로 Sn이 층간삽입이 되어진 Sn-GIC 인지의 여부가 입

증되어야 한다. 즉 천연흑연에 함유된 Sn이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이

것이 천연흑연의 층간에 삽입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흡착되어 

존재하는 것인지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Figure 2는 

각각의 조건에서 합성된 Sn-GIC의 x선 회절분석 결과로 부터 SnCl2 

수용액의 농도 및 온도변화에 따라 흑연의 층간면의 거리 d002의 변화 

및 흑연의 주회절선의 강도에 대한 Sn 결정체의 회절강도의 비

   (a)

   (b)

Figure 1. XRD patterns of synthesized Sn-GICs, (a) according to HTT 

(b)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SnCl2 aqueous solution.

(Isn(101)/IG(100))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Isn(101)/IG(100))를 함께 도시한 

것은 Sn농도의 증가에 따라 삽입량이 증대되고 열처리 후 그 결정성

이 증가되는데 이 경우 결정성의 증가가 이 함침된 Sn에 의한 결정성

의 증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Isn(101)/IG(100))는 Sn의 농도변화 및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라 그 기울기

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수용액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삽입된 Sn의 함유량이 증가되며, Sn이 증가됨에 따라 C축인 층

간거리 d002가 증가하는 현상은 곧바로 함침된 Sn이 흑연의 층간층에 

삽입된 것을 의미하여 전체적으로 d002가 늘어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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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planar spacing d002 values and main peak intensity ratio 

ISn(101)/IG(100) of Sn-GICs.

이 가능하다.

  Sn이 함침된 이후 열처리조건이 Sn-GIC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ure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n 회

절선의 강도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어 열처리 온도가 Sn-GIC의 합

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2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열처리온도 증가에 따른 흑연의 층간

거리 d002의 증가는 매우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열처리온도의 중요성

은 Table 1의 합성된 Sn-GIC 중의 Sn 함량을 정량한 결과에서도 확인

될 수 있었다. 열처리온도변화에 따라 Sn-GIC 중 Sn의 함량을 정량한 

결과는 모두 0.1 M 농도의 SnCl2 용액에 일정시간 동안 함침시킨 후 

이를 세척 건조 후 정해진 온도조건에서 각각 열처리하고 이를 다시 

세척 건조한 후에 합성된 Sn-GIC 중의 Sn함량을 정량한 것이다. 그러

므로 Sn-GIC에 함유된 Sn의 양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으나 열처리온도가 높을수록 Sn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증가에 

따라 층간의 거리 d002의 증가 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온도증가

에 따른 Sn함유량의 증가의 원인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Sn용액 함

침시 층간외의 위치에 존재하던 Sn이 고온의 열처리 결과 열적에너지

의 공급에 따라 Sn이 층간에 이동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가 공급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Sn-GIC는 용융법, 증기흡착법 등 

특별한 장비나 처리조건 없이 천연흑연을 단순히 Sn수용액에 함침시

켜서 열처리를 함으로써 쉽게 합성될 수 있다. 그리고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n의 삽입량이 

증가하여 Sn-GIC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Sn 삽입은 흑연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전하전달저항의 감소로 인한 긍

정적 효과와 Li+의 삽입 site의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최적의 Sn-GIC의 합성조건은 각 조건에서 얻어진 Sn-GIC의 

Table 1. Sn Content of Sn-GIC Synthesized at Various Condition

Synthesis condition
Tin Content to 1 g

of carbon [µg]Concentration of 

SnCl2 solution [M]

Heat treatment

temperature [℃]

0.1 500  360.93

0.1 700  466.81

0.1 900  539.37

0.5 900  874.95

1.0 900 1542.85

   (a)

   (b)

Figure 3. The Nyquist plot of Sn-GIC electrode, (a) according to con-

centration of Tin chloride aqueous solution and (b) according to HTT.

부극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 Sn-GIC의 전기화학적 특성

  3.2.1. AC impedance 특성

  Figure 3(a)는 반응온도를 900 ℃로 하여 SnCl2 수용액의 농도를 

0.1, 0.5, 1.0 M로 변화시켜 제조된 Sn-GIC을 전지의 부극으로 사용시 

AC impedance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전극에서의 전하전달저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Figur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거리가 증가하여 흑연 내부로 리튬의 삽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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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4. Charge-discharge profiles, (a)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Tin chloride aqueous solution and (b) according to HTT.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ure 3(b)는 SnCl2 수용액의 농도를 

1.0 M로 하고 열처리온도를 500, 700, 900 ℃로 하여 변화시킨 시료

의 AC impedance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a)에서와 마찬가지로 반

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극에서의 계면저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는데, 이 역시 층간거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즉, 두 가지의 경우 모

두 층간 거리의 증가가 전극저항이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3.2.2. 충⋅방전 특성

  Figure 4(a)는 열처리 온도를 900 ℃로 하고 SnCl2 수용액의 농도를 

0.1, 0.5, 1.0 M로 변화시켜 합성된 Sn-GIC를 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전류 충방전 그림이다. 합성된 Sn-GIC는 0.8 V영역과 0.2 V영역 이

하에서 나타내는 전형적인 graphite전극의 충⋅방전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half cell의 방

전용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으며 그중 1.0 M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큰 방전 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 M에서 

Figure 5. Cycling characteristics various Sn-GIC.

처리한 경우는 0.2∼0.25 V 부근에서 긴 전위 평탄영역을 보이고 있

으며 따라서 가장 높은 충전 capacity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원소분석 및 XRD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SnCl2 수용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n의 삽입량이 증가하고 graphite의 층간거리가 

증가하여 전극 내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예상했던 바와 같이 

흑연의 층간에 Sn을 삽입하여 층간거리의 확장을 통해 흑연의 부극활

물질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Cl2 수용액의 농도를 1.0 M로 하고 열처리 온도를 변화시켜 합성

된 Sn-GIC의 충⋅방전 거동을 Figure 4(b)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 ℃와 900 ℃에서 열처리한 GIC의 충⋅방전 profile은 

유사하나, 열처리 온도가 500 ℃의 경우 앞서의 700 ℃와 900 ℃에 

비해 방전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Figure 3(b)의 impedance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Figure 5는 각각 다른 농도의 SnCl2 수용액으로 처리한 Sn-GIC와 

열처리 온도를 달리하여 합성한 Sn-GIC의 리튬의 삽입용량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5에서 나타나듯이 1.0 M로 합성한 GIC의 경

우 높은 방전 용량을 가지며 cycle이 계속되어도 용량감소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리튬의 삽입⋅탈삽입시에 안정

된 graphite의 구조에서 기인하며 전지의 수명이 증가하고 안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0.1, 0.5 M의 경우 1.0 M로 합성했을 때보다 

용량감소의 폭이 크고 방전 용량도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graph-

ite의 층간거리가 1.0 M로 합성했을 때보다 작으므로 리튬의 삽입⋅

탈삽입시에 graphite의 층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열

처리 온도의 영향은 900 ℃에서 합성한 시료가 가장 안정된 용량특성

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비교적 안정된 용량 특성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층간거리(d002)가 클수록 Sn의 삽입에 의

하여 안정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보[7]의 K-GIC와 비

교할 때, 최적의 조건에서 제조된 K-GIC는 348 mAh/g의 초기 방전용

량과 10 cycle 후 252 mAh/g의 용량을 나타내어 27.6%의 용량 감소

가 일어난 반면, 최적의 조건에서 제조된 Sn-GIC는 356 mAh/g의 초

기 방전용량과 10 cycle 후 309 mAh/g의 용량을 나타내어 13.2%의 

용량감소가 일어나, 방전용량 및 cycle life 특성이 훨씬 우수하게 나

타났다. 이들의 층간거리가 거의 유사함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나는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흑연에 삽입된 Sn과 K의 전도도

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문에서 SnCl2 수용액의 농

도가 1.0 M 이상의 조건은 다루지 않았다. 전보의 K-GIC에 대한 연구

결과 1.0 M 이상의 조건에서 제조된 K-GIC의 부극 특성이 오히려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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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실제 Sn-GIC의 경우 예비실험의 결과

에서도 K-GI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 M 이상의 수용액에 합성된 

Sn- GIC 역시 좋은 부극특성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Sn-GIC의 합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SnCl2 수용액의 농도는 1.0 

M의 농도이며 그 열처리 온도는 900 ℃가 가장 바람직한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SnCl2 수용액을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Sn-GIC를 합성할 수 있

었으며, 최적의 조건에서 합성된 Sn-GIC는 리튬이차전지의 부극활물

질로서 천연흑연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Sn-GIC의 최적의 합성조건은 1.0 M SnCl2 수용액으로 12 h 함

침시키고 900 ℃의 열처리 조건이며 이 조건에서 합성한 Sn-GIC는 

356 mAh/g의 초기용량과 10 cycle 후 13% 정도의 용량감소로 K-GIC

에 비해 우수한 부극 특성을 나타내었다.

  2) 합성 시 SnCl2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건조시료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흑연에 삽입되는 Sn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Sn 

삽입량이 증가할수록 이를 부극활물질로 사용한 cell의 초기방전용량

이 증가하고, 10 cycle 후 용량 감소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천연흑연에 Sn 삽입은 cell의 충⋅방전시 리튬의 삽입 탈삽입으

로 인한 흑연 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흑연의 구조적 안정성을 매

우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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