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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 이차전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체전해질 및 전고체전지 연구 
개발 동향

1. 서론

재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는 휴대용 전자기

기의 전원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리튬이온전지는 높은 에너지밀도로 인하여 노

트북, 스마트폰 등 주요 디지털기기의 전원으

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력 저장 장치 등에

도 사용되는 등 대형화되고 있으며, 또한 더욱 

높은 에너지 및 출력 밀도가 요구되고 있어 안

전성 문제도 주목 받고 있다 [1].

안전 문제는 주로 기계적, 전기적, 열적 가혹 

조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최신식 리튬이

온전지는 여러 안전성 향상 기구 및 제어 유닛

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억제하고 있으며, 

폴리올레핀 기반의 분리막은 135도 부근에서 

녹아서 이온의 전달을 막아 더 이상의 큰 전류

가 흐르지 않게 셧다운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2, 3]. 그러나 이러한 안전 장치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전지는 가연성의 유기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어, 과충전이나 단락 등으로 인한 

열폭주 발생시 전극과 전해질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 화재나 폭발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

슬라의 모델S의 경우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차

량이 전소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의 화재 사고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전자회사의 스

마트폰용 전지가 발화하여 전량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가 단행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2
Special Theme

안전 사고들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이차전

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대형화 및 고에너지밀도화에 따

른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불

연 혹은 난연성의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전

고체전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종래 가연성의 

유기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아 전지 안전

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전고체전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

의 고체전해질 개발이 필수적이며, 고체전해

질은 액체전해질에 비해 낮은 이온전도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상온에서의 전지 성능 

구현이 어려웠으나, 최근 동경공업대학 칸노 

교수 연구팀에 의해 유기 액체전해질 수준인 

10-2 S/cm수준의 높은 이온전도도를 갖는 고체

전해질이 개발되면서 전고체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고체전지는 안전성의 장점 뿐만 아니

라, 종래 액체 전해질을 이용한 전지 시스템에

서 사용이 곤란하였던 고용량 고전위 전극재

료의 사용을 통해 전지의 에너지밀도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바이폴라 적층 셀의 개발을 통한 단셀

의 고전압화를 통하여 셀의 패키징을 위한 외

장재 등 부자재를 줄일 수 있어 배터리시스템

의 부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세대전지로서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소듐이온전지 등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

으나 그중에서도 전고체전지는 종래의 리튬이

온전지와 가장 유사한 시스템으로 적용 가능

성이 높으며, 신규 고이온전도성 고체전해질 

등의 개발도 활발하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NEDO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

발기구)에 따른 특허 분석 결과 차세대전지 중 

전고체전지와 관련된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  리튬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의 전지 발화로 인

한 실제 사고 차량: (a) 테슬라 모델 S, 주행중 화재 발생 

2013.11, (b)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2016.09.

ba

그림 4 ▶  도요타자동차의 차세대전지 연구 개발 로드맵  

 [도요타자동차 홈페이지].

그림 3 ▶  차세대전지 관련 특허 출원 건수 [1].

그림 2 ▶  바이폴라 구조 전고체전지 개발을 통한 전지 시스템 부

피 변화 개략도 [도요타자동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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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리튬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의 전지 발화로 인

한 실제 사고 차량: (a) 테슬라 모델 S, 주행중 화재 발생 

2013.11, (b)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2016.09.

ba

그림 4 ▶  도요타자동차의 차세대전지 연구 개발 로드맵  

 [도요타자동차 홈페이지].

그림 3 ▶  차세대전지 관련 특허 출원 건수 [1].

그림 2 ▶  바이폴라 구조 전고체전지 개발을 통한 전지 시스템 부

피 변화 개략도 [도요타자동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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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전지로서 근시일내에는 전고체전지를, 

중장기 계획으로는 리튬공기전지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이렇듯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전지로서 전고체전지 개발은 활발

히 수행되고 있으며 고체전해질의 연구 개발

을 통해 신규 구조의 고이온전도성 고체전해

질이 최근들어 보고되고 있다. 관련된 고체전

해질 및 전고체전지의 연구 개발 동향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2. 고체전해질

고체전해질은 크게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무

기계 고체전해질과 고분자계 고체전해질로 분

류할 수 있으며, 무기계 고체전해질은 각각 산

화물계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로 나눌 수 있

다. 여기에서는 무기계 고체전해질, 그중에서

도 산화물계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특징과 

장단점 및 앞으로의 극복 과제에 대해서 기술

해보고자 한다.

2.1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대표적인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들의 이

온전도도 및 결정 구조를 표 1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은 크게 결정계와 비

정질계로 나눌 수 있으며, 비정질계에서는 

LiPON이, 결정질계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구

조의 La0.51Li0.34TiO2.94 (LLTO), 나시콘 구조의 

Li1.3Al0.3Ti1.7(PO4)3 (LATP), 가넷 구조의 Li7La3Z-

r2O12 (LLZO)가 대표적인 고체전해질 소재이다.

비정질계의 LiPON 등은 상온에서의 이온전

도도가 10-6 S/cm 수준으로 비교적 낮아 주로 

박막 형태로의 사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증착 

공정을 이용한 소형 박막 전고체전지가 개발

되고 있다.

결정질계의 고체전해질은 이온전도도가 10-4~ 

10-3 S/cm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소결 상태에

서 그레인 바운더리의 저항을 최대한 제어한 

상태에서 소재 자체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한 

값이다. Li3xLa2/3-xTiO3 (LLTO)는 대표적인 산

화물 고체전해질로 1993년 이나구마 등에 의

해 발표되며 주목받았다 [4]. LLTO의 결정구조

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페로브스카이트 구

조를 갖고 있으며, 합성 조건과 조성, vacancy, 

polymorph에 따라 이온전도도가 달라지며 가

장 높은 이온전도도는 10-3 S/cm 정도로 보고

되었다 [5]. 유기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는 1/10 

정도로 낮지만 고체전해질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내어 주목받았지만, 

리튬 대비 낮은 전위 영역에서는 Ti의 환원으

로 인하여 전자 전도성을 나타내게 되어 흑연 

등 종래 리튬이차전지의 저전위 음극 재료 사

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가넷 구조를 갖는 Li7La3Zr2O12 (LLZO)는 2007

년 Murugan 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10-4 S/cm 

정도의 비교적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며, 리

튬 금속 대비 우수한 안정성으로 인해 주목받

아 최근 10년간 많은 연구가 이어져왔다 [6].  

LLZO의 구조 분석과 dopant 첨가 등을 통한 

이온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000도 이상의 높은 합성 온도

를 낮추기 위한 저온 합성법에 대한 연구도 활

발히 수행되었으며 졸겔법 등을 통한 신규 분

말 합성법의 적용도 검토되어 왔다 [6-8].

그러나 박막이 아닌 후막형 대면적 전고체전

지에의 적용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고체전

해질 소재 자체의 이온전도도만이 아니라 전

극 활물질과의 계면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체전해질을 실제 전지에 적용하

기 위한 후막 형태로의 제조 및 이에 대한 물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전지에서 고체전해

질의 두께는 이온저항과 에너지밀도에 큰 영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이온전도도

(S/cm) 
분류 

La0.51Li0.34TiO2.94 1.4 x 10-3 crystal 
(perovskite) 

Li1.3Al0.3Ti1.7(PO4)3 7 x 10-4 crystal 
(NASICON) 

Li7La3Zr2O12　 3 x 10-4 crystal (garnet) 

50Li4SiO4^50Li3BO3 4.0 x 10-6 glass 

Li2.9PO3.3N0.46 (LIPON) 3.3 x 10-6 glass (thin film) 

표 1 ▶  대표적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

그림 5 ▶  산화물 고체전해질 LLTO의 결정 구조.

그림 6 ▶  산화물 고체전해질 LLZO의 (a)결정 구조, (b) Li1, Li2 site의 위치, (c) 리튬 이온전의 전도 경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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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전지로서 근시일내에는 전고체전지를, 

중장기 계획으로는 리튬공기전지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이렇듯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전지로서 전고체전지 개발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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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체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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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계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로 나눌 수 있

다. 여기에서는 무기계 고체전해질,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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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La0.51Li0.34TiO2.94 (LLTO), 나시콘 구조의 

Li1.3Al0.3Ti1.7(PO4)3 (LATP), 가넷 구조의 Li7La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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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고체전해질로 1993년 이나구마 등에 의

해 발표되며 주목받았다 [4]. LLTO의 결정구조

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페로브스카이트 구

조를 갖고 있으며, 합성 조건과 조성, vacancy, 

polymorph에 따라 이온전도도가 달라지며 가

장 높은 이온전도도는 10-3 S/cm 정도로 보고

되었다 [5]. 유기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는 1/10 

정도로 낮지만 고체전해질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내어 주목받았지만, 

리튬 대비 낮은 전위 영역에서는 Ti의 환원으

로 인하여 전자 전도성을 나타내게 되어 흑연 

등 종래 리튬이차전지의 저전위 음극 재료 사

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가넷 구조를 갖는 Li7La3Zr2O12 (LLZO)는 2007

년 Murugan 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10-4 S/cm 

정도의 비교적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며, 리

튬 금속 대비 우수한 안정성으로 인해 주목받

아 최근 10년간 많은 연구가 이어져왔다 [6].  

LLZO의 구조 분석과 dopant 첨가 등을 통한 

이온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000도 이상의 높은 합성 온도

를 낮추기 위한 저온 합성법에 대한 연구도 활

발히 수행되었으며 졸겔법 등을 통한 신규 분

말 합성법의 적용도 검토되어 왔다 [6-8].

그러나 박막이 아닌 후막형 대면적 전고체전

지에의 적용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고체전

해질 소재 자체의 이온전도도만이 아니라 전

극 활물질과의 계면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체전해질을 실제 전지에 적용하

기 위한 후막 형태로의 제조 및 이에 대한 물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전지에서 고체전해

질의 두께는 이온저항과 에너지밀도에 큰 영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이온전도도

(S/cm) 
분류 

La0.51Li0.34TiO2.94 1.4 x 10-3 crystal 
(perovskite) 

Li1.3Al0.3Ti1.7(PO4)3 7 x 10-4 crystal 
(NASICON) 

Li7La3Zr2O12　 3 x 10-4 crystal (garnet) 

50Li4SiO4^50Li3BO3 4.0 x 10-6 glass 

Li2.9PO3.3N0.46 (LIPON) 3.3 x 10-6 glass (thin film) 

표 1 ▶  대표적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

그림 5 ▶  산화물 고체전해질 LLTO의 결정 구조.

그림 6 ▶  산화물 고체전해질 LLZO의 (a)결정 구조, (b) Li1, Li2 site의 위치, (c) 리튬 이온전의 전도 경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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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반응성이 높아 취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전지 제작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어 수분 및 대기 안정성의 개선이 요구되

고 있다.

대표적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들의 이

온전도도 및 결정 구조를 아래 표 2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황화물계 고체전해질도 산화물과 유사하

게 크게 결정계와 비정질계로 나눌 수 있으며, 

thio-LISICON, LGPS, Argyrodite 구조가 대표적

인 결정질계 고체전해질이다.

Thio-LISION 및 LGPS 구조 고체전해질은 동

경공업대학의 칸노 교수에 의해 오랜 기간동

안 연구되었다. LISICON 구조를 기반으로 O

를 S로 치환한 것을 thio-LISICON 구조로 부르

며, 원소 치환을 통하여 interstitial 리튬을 도입

하거나 혹은 리튬 vacancy 를 도입하며 구조와 

이온전도도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2001년 2.2×10-3 S/cm 수준의 높은 이온전도

도를 갖는 thio-LISICON Li3.25Ge0.25P0.75S4을 발

표하였으며, 고체전해질 개발 컨셉을 아래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9].

칸노 교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황화물

계 고체전해질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2011년 도요타자동차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유기 액체 전해질과 동등 수준인 1.2×10-2 S/

cm의 이온전도를 갖는 신규 초고이온전도성 

고체전해질 Li10GeP2S12 (LGPS)를 보고하였다 

[10]. LGPS의 구조 및 이온전도도를 아래 그림

에 나타내었다.

또한 합성한 LGPS를 이용하여 분말 가압식 

전고체전지를 제작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LiCoO2 양극재를 이용한 하프셀 평가 결과 120 

mAh/g 이상의 양호한 용량 발현 및 우수한 충

방전 용량 유지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체전해질 및 전고체전지의 연구는 더욱 활

발히 수행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8 ▶  thio-LISICON 고체전해질 개발 컨셉 [9].

향을 미치게 되어, 고체전해질의 두께가 얇을

수록 에너지밀도가 높아지고 이온저항이 낮아

져 전지 특성에 유리하나 대면적의 고체 전해

질을 1 mm 이하의 얇은 두께로 만들기 위해

서는 새로운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은 딱딱한 입자

의 물성으로 인하여 상온에서 입자를 가압 성

형하는 것만으로는 입계저항으로 인하여 전도

도가 상당히 낮아지며, 활물질과의 접촉 면적

도 극히 제한되어 실제 전지의 특성을 구현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가 중요하다.

일본 OHARA사는 Li2O-Al2O3-P2O5-TiO2-

GeO2로부터 비정질상의 글래스 모재를 만들

고 이후 가열을 통하여 나시콘 구조의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을 합성하고 있으며, 상온

에서 1.2x10-3 S/cm 의 비교적 높은 이온전도

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온 및 저온에서의 

이온전도도도 높은 편으로, 500℃에서 2.0×

10-1 S/cm, 영하 50℃에서 1.8×10-5 S/cm 의 이

온전도도를 나타낸다. OHARA사는 이를 이용

하여 상용화도 진행하여 일부 판매하고 있으

며, 2009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차전지전시

회에서 Li이온 전도성 글래스 세라믹 (LICGC)

이라는 상품명으로 출품하였다. 또한 수요에 

따라 맞춤 제작도 진행하며 전고체전지 용으

로의 적용 뿐만 아니라 리튬 공기 전지용 멤브

레인으로의 사용도 진행하고 있다.

2.2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황화물계의 고체전해질 재료는 가압 형성만

으로도 고체전해질층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 특히 입자의 

부드러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황화물계 

입자는 가압만으로도 입계가 용이하게 밀착되

어 높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반면에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수분과 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이온전도도

(S/cm) 
분류 

Li
3.25

Ge
0.25

P
0.75

S
4

2.2 x 10
-3 crystal 

(thio-LISICON) 

Li
10

GeP
2
S

12
1.2 x 10

-2 crystal 
(LGPS)

Li
6
PS

5
Cl 1.3 x 10

-3 crystal 
(argyrodite)

30Li
2
S^26B

2
S

3
^44LiI 1.7 x 10

-3

glass 

63Li
2
S^36SiS

2
^1Li

3
PO

4
1.5 x 10

-3

glass 

57Li
2
S^38SiS

2
^5Li

4
SiO

4
1.0 x 10

-3

glass 

Li
3.25

P
0.95

S
4
 1.3 x 10

-3

glass-ceramic 

Li
7
P

3
S

11
1.0 x 10

-2

　 glass-ceramic 

표 2 ▶  대표적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

그림 9 ▶  LGPS의 결정 구조 [10].

그림 10 ▶  LGPS의 이온전도도 [10].그림 7 ▶  OHARA사의 LICGC 고체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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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수분 및 대기 안정성의 개선이 요구되

고 있다.

대표적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들의 이

온전도도 및 결정 구조를 아래 표 2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황화물계 고체전해질도 산화물과 유사하

게 크게 결정계와 비정질계로 나눌 수 있으며, 

thio-LISICON, LGPS, Argyrodite 구조가 대표적

인 결정질계 고체전해질이다.

Thio-LISION 및 LGPS 구조 고체전해질은 동

경공업대학의 칸노 교수에 의해 오랜 기간동

안 연구되었다. LISICON 구조를 기반으로 O

를 S로 치환한 것을 thio-LISICON 구조로 부르

며, 원소 치환을 통하여 interstitial 리튬을 도입

하거나 혹은 리튬 vacancy 를 도입하며 구조와 

이온전도도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2001년 2.2×10-3 S/cm 수준의 높은 이온전도

도를 갖는 thio-LISICON Li3.25Ge0.25P0.75S4을 발

표하였으며, 고체전해질 개발 컨셉을 아래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9].

칸노 교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황화물

계 고체전해질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2011년 도요타자동차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유기 액체 전해질과 동등 수준인 1.2×10-2 S/

cm의 이온전도를 갖는 신규 초고이온전도성 

고체전해질 Li10GeP2S12 (LGPS)를 보고하였다 

[10]. LGPS의 구조 및 이온전도도를 아래 그림

에 나타내었다.

또한 합성한 LGPS를 이용하여 분말 가압식 

전고체전지를 제작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LiCoO2 양극재를 이용한 하프셀 평가 결과 120 

mAh/g 이상의 양호한 용량 발현 및 우수한 충

방전 용량 유지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체전해질 및 전고체전지의 연구는 더욱 활

발히 수행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8 ▶  thio-LISICON 고체전해질 개발 컨셉 [9].

향을 미치게 되어, 고체전해질의 두께가 얇을

수록 에너지밀도가 높아지고 이온저항이 낮아

져 전지 특성에 유리하나 대면적의 고체 전해

질을 1 mm 이하의 얇은 두께로 만들기 위해

서는 새로운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은 딱딱한 입자

의 물성으로 인하여 상온에서 입자를 가압 성

형하는 것만으로는 입계저항으로 인하여 전도

도가 상당히 낮아지며, 활물질과의 접촉 면적

도 극히 제한되어 실제 전지의 특성을 구현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가 중요하다.

일본 OHARA사는 Li2O-Al2O3-P2O5-TiO2-

GeO2로부터 비정질상의 글래스 모재를 만들

고 이후 가열을 통하여 나시콘 구조의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을 합성하고 있으며, 상온

에서 1.2x10-3 S/cm 의 비교적 높은 이온전도

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온 및 저온에서의 

이온전도도도 높은 편으로, 500℃에서 2.0×

10-1 S/cm, 영하 50℃에서 1.8×10-5 S/cm 의 이

온전도도를 나타낸다. OHARA사는 이를 이용

하여 상용화도 진행하여 일부 판매하고 있으

며, 2009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차전지전시

회에서 Li이온 전도성 글래스 세라믹 (LICGC)

이라는 상품명으로 출품하였다. 또한 수요에 

따라 맞춤 제작도 진행하며 전고체전지 용으

로의 적용 뿐만 아니라 리튬 공기 전지용 멤브

레인으로의 사용도 진행하고 있다.

2.2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황화물계의 고체전해질 재료는 가압 형성만

으로도 고체전해질층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 특히 입자의 

부드러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황화물계 

입자는 가압만으로도 입계가 용이하게 밀착되

어 높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반면에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수분과 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이온전도도

(S/cm) 
분류 

Li
3.25

Ge
0.25

P
0.75

S
4

2.2 x 10
-3 crystal 

(thio-LISICON) 

Li
10

GeP
2
S

12
1.2 x 10

-2 crystal 
(LGPS)

Li
6
PS

5
Cl 1.3 x 10

-3 crystal 
(argyrodite)

30Li
2
S^26B

2
S

3
^44LiI 1.7 x 10

-3

glass 

63Li
2
S^36SiS

2
^1Li

3
PO

4
1.5 x 10

-3

glass 

57Li
2
S^38SiS

2
^5Li

4
SiO

4
1.0 x 10

-3

glass 

Li
3.25

P
0.95

S
4
 1.3 x 10

-3

glass-ceramic 

Li
7
P

3
S

11
1.0 x 10

-2

　 glass-ceramic 

표 2 ▶  대표적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

그림 9 ▶  LGPS의 결정 구조 [10].

그림 10 ▶  LGPS의 이온전도도 [10].그림 7 ▶  OHARA사의 LICGC 고체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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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GPS의 단점으로는 Ge의 사용으로 

인한 비싼 재료 가격과, 저전위에서의 Ge의 환

원으로 인한 전자전도성으로 인하여 흑연 등 

종래 리튬이차전지의 저전위 음극 소재의 적

용이 곤란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2016년 칸노 

교수 연구팀과 도요타자동차는 LGPS 구조를 

갖는 두 종류의 새로운 고체전해질을 발표하

였으며, Ge 대신 Si을 사용하여 이온전도도를 

약 두 배 향상시켰으며 재료비의 저감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전이금속이 포함

되지 않은 Li, P, S 만으로 LGPS 구조의 고체전

해질을 합성하여 저전위 영역에서 전이금속의 

환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11].

글래스 형태의 고체전해질은 일본 오사카부

립대학의 타츠미사고, 하야시 교수 연구 그룹

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Li2S와 P2S5를 

출발 물질로 하여, 70:30 ~ 80:20 정도의 조성

비로 혼합한 후, 고에너지 볼밀링 등을 통하여 

비정질화를 진행시켜 글래스 형태의 고체전해

질을 합성한다. 이 후 낮은 온도에서의 열처리

를 통하여 부분적인 결정화를 통하여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을 합성하여 10-3 S/cm 의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12].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의 조성별 결정 구

조 및 온도별 이온전도도 및 주 침전상을 아래 

그림 및 표에 나타내었다.

Li2S-P2S5 계의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은 

Li2S와 P2S5의 비율에 따라 이온전도도 및 전위 

안정성이 달라져 사용 용도에 맞춰 다양하게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소재를 일부 첨가하여 이온전도도 등 소재 물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3. 전고체전지

전고체전지는 전지의 주요 구성 성분들이 모

두 고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래의 유기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으로 이온전도성만을 갖는 고체전해질이 양극

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이온전도 및 분

리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극 및 음극층

을 만들고 나중에 액체전해질을 주입하여 함침

시키는 종래의 리튬이온전지와는 다르게, 전고

체전지를 제작할때는 양극과 음극에 고체전해

질을 혼합하여 전극복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미

리 전극 층 내의 리튬 이온 전도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리튬이온전지와 전고체전지의 모식

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으며, 전고체전지는 

벌크형과 박막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에

서는 주로 벌크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1 전고체전지 개발 동향

일본의 이데미츠흥산은 정유회사로 원유 정

제중의 부산물인 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

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를 2000년경부

터 개발하였다. 2009년 1월에 개최된 국제 Car 

electronics 기술 전시회에 독자 개발한 고체전

해질을 적용한 전고체전지를 출품하였다. 고

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4.0×10-3 S/cm 였으

며, 이를 이용한 전고체전지는 용량 10 mAh급

의 코인 타입과 용량 100 mAh 급의 파우치 타

입 두 종류가 발표되었다. 전극재료는 종래 리

튬이차전지와 동일하게 양극에는 LiCoO2, 음

극에는 흑연을 적용하였으며, 초기 모델의 용

량밀도는 종래 액체계 리튬이온전지에 비하여 

20~30%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00℃의 높은 온도에서도 양호한 방

전 성능과 충방전 수명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10V의 높은 전압을 가해도 분해되지 않는 등 

우수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주목받았다.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전지 시제품 샘플을 출하하

였으나,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비교적 

낮은 시기였으며, 초기 전고체전지 시제품의 

낮은 에너지밀도로 인하여 시장에 진입하기는 

곤란하였다. 이후 이데미츠흥산은 전고체전지 

시장에서는 철수하였으며 고체전해질 소재 개

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몇몇 전지 회사에 소재

그림 11 ▶  LGPS 고체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전지의 충방전  

 평가 결과 (LCO/LGPS/Li-In) [10].

그림 13 ▶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xLi2S·(100-x)P2S5 

(mol%) 의 조성별 X선 회절 패턴 [12].

heat treatment 
temperature(℃)

Precipitated 
crystal

Conductivity at 
25℃ (Scm-1)

None Glass 5.4 x 10-5

250 Li7P3S11 2.2 x 10-3

360 Li7P3S11 3.2 x 10-3

550 Li4P2S6, Li3.2P0.96S4 1.1 x 10-6

Solid-statc 
rcaction

Li4P2S6, Li3PS4 1.0 x 10-8

표 3 ▶  글래스 고체전해질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이온전도도 및 

생성된 결정상 [12].

그림 14 ▶  리튬이온전지 및 전고체전지의 모식도 [13]. 그림 15 ▶  이데미츠흥산의 전고체전지 샘플.그림 12 ▶  LGPS 구조의 신규 고체전해질 [1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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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배 향상시켰으며 재료비의 저감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전이금속이 포함

되지 않은 Li, P, S 만으로 LGPS 구조의 고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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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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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의 타츠미사고, 하야시 교수 연구 그룹

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Li2S와 P2S5를 

출발 물질로 하여, 70:30 ~ 80:20 정도의 조성

비로 혼합한 후, 고에너지 볼밀링 등을 통하여 

비정질화를 진행시켜 글래스 형태의 고체전해

질을 합성한다. 이 후 낮은 온도에서의 열처리

를 통하여 부분적인 결정화를 통하여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을 합성하여 10-3 S/cm 의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12].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의 조성별 결정 구

조 및 온도별 이온전도도 및 주 침전상을 아래 

그림 및 표에 나타내었다.

Li2S-P2S5 계의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은 

Li2S와 P2S5의 비율에 따라 이온전도도 및 전위 

안정성이 달라져 사용 용도에 맞춰 다양하게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소재를 일부 첨가하여 이온전도도 등 소재 물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3. 전고체전지

전고체전지는 전지의 주요 구성 성분들이 모

두 고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래의 유기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으로 이온전도성만을 갖는 고체전해질이 양극

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이온전도 및 분

리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극 및 음극층

을 만들고 나중에 액체전해질을 주입하여 함침

시키는 종래의 리튬이온전지와는 다르게, 전고

체전지를 제작할때는 양극과 음극에 고체전해

질을 혼합하여 전극복합체 형태로 제작하여 미

리 전극 층 내의 리튬 이온 전도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리튬이온전지와 전고체전지의 모식

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으며, 전고체전지는 

벌크형과 박막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에

서는 주로 벌크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1 전고체전지 개발 동향

일본의 이데미츠흥산은 정유회사로 원유 정

제중의 부산물인 황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

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를 2000년경부

터 개발하였다. 2009년 1월에 개최된 국제 Car 

electronics 기술 전시회에 독자 개발한 고체전

해질을 적용한 전고체전지를 출품하였다. 고

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4.0×10-3 S/cm 였으

며, 이를 이용한 전고체전지는 용량 10 mAh급

의 코인 타입과 용량 100 mAh 급의 파우치 타

입 두 종류가 발표되었다. 전극재료는 종래 리

튬이차전지와 동일하게 양극에는 LiCoO2, 음

극에는 흑연을 적용하였으며, 초기 모델의 용

량밀도는 종래 액체계 리튬이온전지에 비하여 

20~30%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00℃의 높은 온도에서도 양호한 방

전 성능과 충방전 수명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10V의 높은 전압을 가해도 분해되지 않는 등 

우수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주목받았다.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전지 시제품 샘플을 출하하

였으나,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비교적 

낮은 시기였으며, 초기 전고체전지 시제품의 

낮은 에너지밀도로 인하여 시장에 진입하기는 

곤란하였다. 이후 이데미츠흥산은 전고체전지 

시장에서는 철수하였으며 고체전해질 소재 개

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몇몇 전지 회사에 소재

그림 11 ▶  LGPS 고체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전지의 충방전  

 평가 결과 (LCO/LGPS/Li-In) [10].

그림 13 ▶  글래스 세라믹 고체전해질xLi2S·(100-x)P2S5 

(mol%) 의 조성별 X선 회절 패턴 [12].

heat treatment 
temperature(℃)

Precipitated 
crystal

Conductivity at 
25℃ (Scm-1)

None Glass 5.4 x 10-5

250 Li7P3S11 2.2 x 10-3

360 Li7P3S11 3.2 x 10-3

550 Li4P2S6, Li3.2P0.96S4 1.1 x 10-6

Solid-statc 
rcaction

Li4P2S6, Li3PS4 1.0 x 10-8

표 3 ▶  글래스 고체전해질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이온전도도 및 

생성된 결정상 [12].

그림 14 ▶  리튬이온전지 및 전고체전지의 모식도 [13]. 그림 15 ▶  이데미츠흥산의 전고체전지 샘플.그림 12 ▶  LGPS 구조의 신규 고체전해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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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여 시장 형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히타치조선은 2016년 배터리재팬 전

시회를 통해 고안전성의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을 이용한 전고체전지 시제품을 발표하였다. 

종래의 리튬이온전지용 소재나 전지 업체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의 전극 및 셀 제조 방법으

로 접근하였으며, 고유의 전극 제작 방식으로 

100×100 mm 면적의 200 mAh급 대면적 파우

치 전고체전지를 발표하였으며, 종래 리튬이

온전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슬러리 기반의 습

식 공정이 아닌 건식 압력 방식의 독자 전극 제

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상

세 기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일본연구소는 2014년 일본 전지토론회

에서 2 Ah급 파우치형 전고체전지를 발표하였

으며 자사의 태블릿 PC 구동 시연을 통하여 전

고체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에

너지밀도는 175 Wh/kg 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리튬이온

전지와 동일한 흑연 음극을 적용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삼성일본연구소에서 발표한 전고체

전지 및 셀의 단면 전자현미경 관찰 이미지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3.2 전고체전지 극복과제

전고체전지의 상용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하

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

도로 상온에서 유기 액체전해질과 동등 수준

의 고체전해질 LGPS가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

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전고체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 

이외에도 활물질과 고체전해질의 계면이 중요

한 열쇠로서, 보다 더 많은 접촉 계면을 형성하

여 최적의 이온 전도 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접촉 계면에서 형성되는 고저항층을 억제하여 

계면 저항을 저감시켜 빠르고 균일한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8에서는 벌크형 전고체전지의 모식도

를 나타내었는데, 활물질의 용량 구현을 위해

서는 리튬이온과 전자 모두의 이동 경로를 균

형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그러나 실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그림 19에서와 같이 활물질과 고체전해

질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다수 관

찰되었으며, 따라서 고립된 활물질들은 충방

전 용량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셀의 에너지

밀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불균일성은 전체 전극의 음양극비와는 별개

로, 지역적인 과충전으로 인한 전극 활물질의 

구조 열화 및 리튬 금속의 덴드라이트 성장을 

일으켜 충방전 수명 열화를 가속시키는 원인

이 되므로 무엇보다 균일한 전극복합체를 형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계면에서의 리

튬결핍에 의한 고저항층의 형성도 문제로 지

적되고 있으며, 활물질 표면 코팅을 통한 억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어느정도 성과를 나

타내고 있다. 2007년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

의 다카다 박사는 LiCoO2 표면에 LiNbO3를 수 

nm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할 경우 전고체전지 

충방전 평가시 용량 구현율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사이에서 공간전하층에 의해 발생되는 리튬결

핍에 의한 고저항층이 LiNbO3 코팅에 의한 버

퍼층에 의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제안하였으

며, 표면 코팅에 따른 충방전 곡선 및 계면저항

을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15].

이후 전고체전지 계면에서의 저항층 형성 

메커니즘과 그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었으며, 2010년 오사카부립대학의 

타츠미사고 교수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그림 17 ▶  삼성일본연구소 개발 전고체전지 및 셀의 단면 전자

현미경 이미지.

그림 16 ▶  히타치조선의 전고체전지.

그림 18 ▶  벌크형 전고체전지의 양극복합체 내에서의 리튬이온 

및 전자 전달 경로 모식도 [14].

그림 20 ▶  LiCoO2 양극재 표면에의 코팅에 따른 충방전 곡선 및   

 계면저항 [15].

그림 19 ▶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전극복합체 내 활물질과 고

체전해질의 분포 상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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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여 시장 형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히타치조선은 2016년 배터리재팬 전

시회를 통해 고안전성의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을 이용한 전고체전지 시제품을 발표하였다. 

종래의 리튬이온전지용 소재나 전지 업체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의 전극 및 셀 제조 방법으

로 접근하였으며, 고유의 전극 제작 방식으로 

100×100 mm 면적의 200 mAh급 대면적 파우

치 전고체전지를 발표하였으며, 종래 리튬이

온전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슬러리 기반의 습

식 공정이 아닌 건식 압력 방식의 독자 전극 제

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상

세 기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일본연구소는 2014년 일본 전지토론회

에서 2 Ah급 파우치형 전고체전지를 발표하였

으며 자사의 태블릿 PC 구동 시연을 통하여 전

고체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에

너지밀도는 175 Wh/kg 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리튬이온

전지와 동일한 흑연 음극을 적용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삼성일본연구소에서 발표한 전고체

전지 및 셀의 단면 전자현미경 관찰 이미지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3.2 전고체전지 극복과제

전고체전지의 상용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하

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

도로 상온에서 유기 액체전해질과 동등 수준

의 고체전해질 LGPS가 이미 개발되어 상용화

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전고체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 

이외에도 활물질과 고체전해질의 계면이 중요

한 열쇠로서, 보다 더 많은 접촉 계면을 형성하

여 최적의 이온 전도 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접촉 계면에서 형성되는 고저항층을 억제하여 

계면 저항을 저감시켜 빠르고 균일한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8에서는 벌크형 전고체전지의 모식도

를 나타내었는데, 활물질의 용량 구현을 위해

서는 리튬이온과 전자 모두의 이동 경로를 균

형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그러나 실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그림 19에서와 같이 활물질과 고체전해

질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다수 관

찰되었으며, 따라서 고립된 활물질들은 충방

전 용량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셀의 에너지

밀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불균일성은 전체 전극의 음양극비와는 별개

로, 지역적인 과충전으로 인한 전극 활물질의 

구조 열화 및 리튬 금속의 덴드라이트 성장을 

일으켜 충방전 수명 열화를 가속시키는 원인

이 되므로 무엇보다 균일한 전극복합체를 형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계면에서의 리

튬결핍에 의한 고저항층의 형성도 문제로 지

적되고 있으며, 활물질 표면 코팅을 통한 억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어느정도 성과를 나

타내고 있다. 2007년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

의 다카다 박사는 LiCoO2 표면에 LiNbO3를 수 

nm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할 경우 전고체전지 

충방전 평가시 용량 구현율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사이에서 공간전하층에 의해 발생되는 리튬결

핍에 의한 고저항층이 LiNbO3 코팅에 의한 버

퍼층에 의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제안하였으

며, 표면 코팅에 따른 충방전 곡선 및 계면저항

을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15].

이후 전고체전지 계면에서의 저항층 형성 

메커니즘과 그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었으며, 2010년 오사카부립대학의 

타츠미사고 교수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그림 17 ▶  삼성일본연구소 개발 전고체전지 및 셀의 단면 전자

현미경 이미지.

그림 16 ▶  히타치조선의 전고체전지.

그림 18 ▶  벌크형 전고체전지의 양극복합체 내에서의 리튬이온 

및 전자 전달 경로 모식도 [14].

그림 20 ▶  LiCoO2 양극재 표면에의 코팅에 따른 충방전 곡선 및   

 계면저항 [15].

그림 19 ▶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전극복합체 내 활물질과 고

체전해질의 분포 상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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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O2 양극 활물질과 Li2S-P2S5 고체전해질 

계면에 Co와 S가 공존하는 상호확산에 의한 

계면층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그림 

21에 전자현미경 및 EDX 원소 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16].

공간전하층과 상호확산에 의한 고저항층의 

형성 메커니즘 및, 이의 억제를 위한 코팅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표면 코팅 물질들이 지속적인 충방전 과정 진

행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미진하여 관련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충방

전 수명 확보 및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

4. 맺음말

고체전해질 및 전고체전지 연구는 이차전지

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들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고이온전도성

의 신규 고체전해질의 개발이 가속화되며 전

고체전지의 실용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이온전도도의 고체전해질 

소재 뿐만 아니라,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계면

에서의 고저항층 억제, 균일한 분산을 통한 활

물질 이용률 극대화 및 전극복합체 내의 전해

질 함량 최소화 기술 등 핵심 요소 기술들이 함

께 개발되어야 실제 전고체전지로서의 성능

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종래 유기 액체계 리

튬이온전지의 제작 공정을 그대로 혹은 유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방향도 중

요하겠지만, 고체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제작 

공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소재에 있어서도 종래 리튬이온전지에서 사

용되던 활물질과는 다른 고체/고체 계면 형성 

및 고체전해질의 물성에 맞는 활물질 소재 개

발이 이루어져야 고성능 고안전성의 전고체전

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

고체전지의 개발을 통해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안전성 및 에너지밀도의 향상을 이룰 수 있으

며, 관련된 전기자동차 및 전력 저장 시스템에

의 적용을 통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그림 21 ▶ 전자현미경 및 EDX 원소 분석 결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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