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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복합전극의 결착특성은 리튬이차전지의 장기신뢰성 확보와 고에너지밀도 구현을 위한 중요한 물
성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기술의 한계로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1000 µm 두께의
코팅층을 절삭 및 박리하면서 결착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SAICAS(Surface And Interfacial
Cutting Analysis System)란 장비의 출현으로 전극 결착특성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분석 원리 및 측정 방법뿐만 아니라,
Peel Test와 같은 기존 결착특성 분석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SAICAS를 이용한 분석 방법의 신
뢰성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전극 설계의 최적화, 신규 바인더 도출 연구, 복합전극 내 바
인더 분포 등의 연구에서 SAICAS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SAICAS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리튬이차전지용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분석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 Although the adhesion properties of composite electrodes are important for securing
long-term reliability and realizing high energy density of lithium secondary batteries, related
research has not been carried out extensively due to the limitation of measurement technology.
However, surface and interfacial cutting analysis system(SAICAS), which can measure the
adhesion properties while cutting and peeling a coating layer of 1~1000 µm thickness,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for analyzing the adhesion properties of composite electrode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Thus, this review presents not only the principle and measurement method
of SAICAS but also comparison results between SAICAS and conventional peel test. In addition, application examples of SAICAS are introduced in the study of electrode design optimization, new binder derivation study, and binder distribution in composite electrode. This
suggests that SAICAS is an analytical method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investigate the adhesion properties of composite electrode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Keywords : SAICAS, Cutting and Peeling, Interface, Adhesion Properties, Lithium Secondary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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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29

론

1.1 고에너지밀도 복합전극 결착특성의 중요성
기기의 전원소자로써 리튬이차전지 적용범위는 소
형IT기기에서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고에
너지를 필요로 하는 중대형기기로 확대되고 있다.1,2) 이
러한 적용범위의 확대에 발맞추어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Cell, Pack, Module 기반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극 기반
의 고에너지밀도를 달성하는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에너지밀도 달성을 위한 노력으
로는 전극 소재를 고용량 소재로 대체하거나 바인더, 도
전재와 같은 용량을 구현하지 못하는 소재의 함량을 최
소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위와 같은 시도들은
실험실 기반 평가에서는 성공적이나 온도, 습도, 율속,
기기 진동 등 구동환경이 각기 다른 중대형 어플리케
이션으로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6,7) 또한 복합전극의 고
에너지밀도 달성을 위한 바인더 함량 최소화는 복합전
극의 결착특성과 같은 기계적인 물성의 저하를 야기한
다.8) 이러한 복합전극의 기계적 물성 저하는 다양한 환
경에서 충방전 시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박리현상 또는
복합전극 내 전극재의 박리에 따른 전극재의 고립현상
을 야기할 수 있다.8,9) 위와 같은 현상들은 실제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 중
대형 어플리케이션의 상용화 관점에서 큰 장애 요소이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바인더 개발 및 집전체
표면 개질을 통한 복합전극의 기계적 물성 특히 결착
특성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측
정 및 분석 기기와 기술의 한계로 인해 복합전극 결착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미진하다.
1.2 전극 결착특성 분석 방법 및 분석 기기 별 한계
복합전극 결착특성을 정성 혹은 정량 분석할 수 있
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접착력을 지닌 테이프로 전극 표면에
접착 후 UTM(Universal Testing Machine)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일정 응력으로 접착테이프를 전극으
로부터 박리할 때 측정 시료에 걸리는 장력을 측정하
는 장비로, 복합전극과 테이프를 기계적으로 박리시킬
때 걸리는 힘을 복합전극의 결착력으로 환산하는 Peel
Test가 있다.10-12) Peel Test는 복합전극 표면에 접착
후 기기적인 박리를 통한 결착특성 분석 기술로 접착
테이프를 복합전극의 표면에서 박리 시 복합전극과 집
전체의 계면이 아닌 Fig. 1과 같이 복합전극 내 가장
약한 결착특성을 가지는 부분에서 박리가 일어난다.8,13)
따라서 Peel Test는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결착특
성, 그리고 복합전극 내 특정 깊이에서의 결착특성을

Fig. 1. Schematic cartoon of the peel test of Si electrodes
with a binder of (a)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and (b)
co-polyimide (P84). (c), (d), (e), and (f) indicate the optical
images of each surface denoted in (a) and (b) (Ref. 15).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분석기술로는
Microscratch Test가 있다. Microscratch Test를 통한
복합전극 결착특성 분석방법은 일정하중을 가지는 다
이아몬드소재의 마이크로 팁이 전극을 절삭하며 움직
일 때 걸리는 힘을 측정하고 이를 복합전극의 결착력
으로 환산한다.14) Microscratch Test를 통한 복합전극
의 결착특성 분석한계는 다이아몬드소재의 마이크로
팁의 절삭 깊이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Peel Test와 같이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결착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과 다이아몬드소재의 마이크로 팁을 이용한 복합전
극 절삭방향이 충방전 시 복합전극이 박리되는 방향에
수직이므로 직접적인 결착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Fig.
2 참조) 세 번째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분석방법으로는
SAICAS(Surface And Interfacial Cutting Analysis
Systems)를 이용한 복합전극 절삭 및 박리에 따른 결
착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SAICAS는 마이크로 칼
날로 복합전극을 특정 깊이까지 절삭하고 집전체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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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method of a scratch test and the surface images of samples after the scratch test. (Redrawn from
Fig. 2 and 5 in Ref. 14).

Fig. 3. Measurement principle of surface and interfacial
cutting analysis system (SAICAS). (Redrawn from Fig.1
in Ref. 8).

행방향으로 복합전극을 박리시킬 때 걸리는 수평방향
의 힘을 측정하고 이를 복합전극의 결착력으로 환산
한다.8) SAICAS를 통한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분석방
법은 앞선 두 가지 분석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Peel Test와는 다르게 복합전극의 특정 깊이까
지 절삭 후 복합전극층을 박리시키기 때문에 특정 깊
이 혹은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에서의 정확한 결
착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전극을 박리시키는 방
향이 집전체와 평행하므로 복합전극의 절삭이 집전체
와 수직방향으로 이뤄지는 Microscratch Test 보다 실
질적인 결착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Fig. 3 참조)

2. 본

론

2.1 SAICAS 신뢰성 평가
앞서 언급한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의 결착력 분
석방법은 정하중 분석, 정속도 분석으로 나뉘어진다.8,13)
복합전극의 정하중 분석은 일정한 하중을 가진 마이
크로 칼날이 일정 수직, 수평속도로 복합전극을 절삭
하고 집전체에 도달하면 마이크로 칼날의 하중을 초
기값의 1/10정도로 수정하여 복합전극을 집전체로부터
박리시킨다. 수정된 하중은 마이크로 칼날이 집전체를
절삭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마이크로 칼날이 복합

Fig. 4. SAICAS operating modes for measuring adhesion
strengths (a) at the electrode/current collector interface
and (b) at the middle of composite electrodes. (c, d)
Optical images of the LiCoO2 electrodes after each
measurement corresponding to (a) and (b) mode,
respectively (Ref. 18).

전극과 집전체의 계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Fig. 4(a)와 같이 복합전극을
집전체로부터 박리시키고 이때 걸리는 수평방향 힘을
결착력으로 환산한다.8) 정하중 분석방법은 조도차가 없
고 강성이 있는 기판이나 접합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층의 물성이 확연히 다른 경우 사용이 용이하다. 정속
도 분석방법은 Fig. 4(b)와 같이 마이크로 칼날의 초
기 설정된 수직, 수평방향 속도로 복합전극 층을 절삭
하다가 특정 깊이에서 칼날의 수직방향 절삭 속도를
0으로 재설정하여 칼날이 수평방향으로만 움직여 복합
전극층을 박리시키고 이때 걸리는 수평방향 힘을 결착
력으로 환산한다.13) 정속도 분석방법은 기판의 강성이
낮고 복합전극 층 내 구성물질간의 결착력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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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presentative force/depth profiles measured by (a) SAICAS and (b) peel test. Measurement profiles of graphite
anodes having different binder content (2, 4 and 8wt%) with (c) SAICAS and (d) peel test. (Redrawn from Fig.2, 3 and 5
in Ref. 8).

Fig. 6. Optical surface images of graphite anodes before and after peel tests (Re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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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용이 용이하다. 이러한 SAICAS를 이용한 결착
특성 분석방법을 리튬이차전지용 복합전극에 도입하기
에 앞서 기존 사용되는 Peel Test와 비교를 통해 신뢰
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8,13,15-17) 그 중 대
표적인 예로 리튬이차전지용 흑연 음극의 바인더 함
량에 따른 복합전극의 결착력을 Peel Test와 SAICAS
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 후 절삭면 관찰을 통해 분
석방법의 신뢰성 검증이 이뤄졌다.8) Fig. 5의 결과와
같이 Peel Test와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 결착력
측정 결과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Fig. 6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측정 후 복합전극의 표면과
접착테이프의 표면을 살펴보면 바인더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박리된 전극 코팅층의 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8wt%의 바인더 함량을 가지는 복합전극
의 경우, 전극 내 구성물질간의 결착력이 높아 복합전
극 층 전체를 집전체에서 박리시킬 수 없었다. 위의 결
과로 Peel Test는 접착테이프의 접착력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7
과 같이 Peel Test 후 Confocal Optic Microscope를
통해 복합전극의 3D 형상을 관측 시 전극 내 바인더
분포에 따라 박리되는 위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17)
앞선 Fig. 6과 7의 Optic Image를 통해 Peel Test로
복합전극의 접착력을 측정 시 복합전극 내 결착력이
가장 약한 부분이 선택적으로 박리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다르게 Fig. 8의 결과를 통해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 결착력 측정 전 후 복합전극의 Optic
Image에서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측정 후 복
합전극의 몰폴로지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측정원
리에 기인한다. Peel Test를 이용한 결착력 분석 방법
은 접착테이프를 이용한 박리이기 때문이며 접착테이
프의 접착력이 복합전극 층과 집전체간 결착력보다 높
다면 충분히 복합전극을 집전체로부터 박리시킬 수 있

지만, 접착테이프와 복합전극간의 접착력이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결착력보다 낮다면 복합전극의 일부분만
을 박리시키게 된다. 이와 다르게 SAICAS를 이용한
결착력 분석 방법은 복합전극 층을 마이크로 칼날을
이용한 절삭 후 특정 깊이 혹은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에서 복합전극 층을 박리시킨다. 따라서 Peel Test
와는 다르게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정확한 계면접착력
을 측정할 수 있다.

Fig. 7. Confocal optic images of LiCoO2 electrodes having
(a) uniform binder distribution and (b) non-uniform
binder distribution after peel test. (Redrawn from Fig. 4
in Ref. 17).

Fig. 8. Optical surface images of graphite anodes (a) before and (b) after SAICAS measurement. (Re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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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maps for (a, b) interfacial adhesion strengths and (c, d) adhesion strength at the middle of LiCoO2
electrodes having different loading level and density. (Ref. 18).

Fig. 10. (a, b) Correlation relationships between adhesion strength and loading level and (c, d) slope changes as a function
of density and their error correlation factors, respectively. (Re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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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ICAS를 이용한 전극 설계와 전극 결착특성간
관계 규명
SAICAS와 Peel Test를 이용한 계면접착력 분석 전
/후 Optic Image를 비교함으로써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접착력 분석방법의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전극설계에 따른 복합
전극 내 구성물질간 그리고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
면접착력을 측정 비교 분석하여 Fig. 9와 같이 복합전
극의 로딩레벨, 밀도와 같은 복합전극 설계인자와 복
합전극의 결착력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18) 또한 이
를 기반으로 복합전극 설계에 따른 결착력 예측을 위
한 Fig. 10과 식1, 2, 3과 같이 관계식 및 예측모델
이 개발되었다.
FAl-Ca = αAl-Ca × ln(loading level) + Ce,Al-Ca

(1)

αAl-Ca = 0.0141 × e(0.6257 density)

(2)

2.3 SAICAS를 이용한 실리콘 복합전극 결착특성
개선 연구 및 이의 분석
이 후, SAICAS를 이용한 결착력 분석 및 개선 연
구는 고용량 소재인 실리콘 음극의 장기 신뢰성 확보
에 집중되었다. 실리콘 음극의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실리콘 복합전극 내 구성물질간 결착력
과 복합전극과 집전체간 계면결착력의 개선이 필수적

Ce,Al-Ca = -0.0172density2 + 0.0458density + 0.013 (3)

Fig. 11. (a) Shear stress and (b) adhesion strength of Si
electrodes with co-polyimide (PI) and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binders by using SAICAS. (Redrawn
from Fig. 9 in Ref. 16).

Fig. 12. (a) Cycle performance of Si electrodes with
polyimide (PI) and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binders and (b, c) their SEM images of after fully
discharging. (Redrawn from Fig. 7 and 8 in Ref.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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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9,20) 따라서 SAICAS를 이용한 결착력 분석방법
을 도입하여 바인더 별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비교분
석을 통해 신규 바인더 도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예로 실리콘 음극에 사용되던 PVdF(Polyvinylidene
Fluoride)바인더를 PI(Polyimide) 기반 바인더로 바꿔
서 실리콘 음극을 제조하였고 이에 따른 결착력 변화
를 Fig. 11과 같이 SAICAS를 통해 확인하였다.16)
SAICAS를 이용한 결착력 분석을 통해 PI를 신규 바
인더로 사용하였을 때가 기존 PVdF를 사용했을 때보
다 결착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전극의 결착력은
장기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아래 Fig.
1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후, Co-Polyimide
기반 P84 (HP Polymer)를 신규바인더로 실리콘, 실리
콘-흑연 음극에 적용하였다. P84를 바인더로 적용한
두 가지 복합전극은 Fig. 13과 같이 결착력이 향상되

Fig. 13. Adhesion strengths of (a) pure Si electrodes and
(b) Si/Graphite composite electrodes depending on binder
type, co-polyimide (P84) and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Redrawn from Fig. 8 in Ref. 15 and Fig. 8 in Re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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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확인되었다.15,21)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
의 결착력 분석 결과를 통해 PI계열의 고분자가 기존
실리콘 기반 전극에서 PVdF를 대체할 신규바인더로
적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규 바인더 도출 외
에도 Fig. 14와 같이 소재 표면에 새로운 고분자층을
적용하여 고분자간 물리적 접착 및 화학적 가교를 통
해 결착력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2,23) 이 또한
SAICAS를 통해 결착력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고
SAICAS를 이용한 결착력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화학적
가교를 통한 결착력의 증대와 물리적 접착을 통한 결
착력의 증대를 Fig. 15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2.4 SAICAS를 이용한 전극 내 바인더 분포 분석
SAICAS는 신규 바인더 개발 및 결착력 검증 외에
도 복합전극의 깊이 별 바인더 분포 분석이 가능함을
제시했다.17) 복합전극의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복합전극 내 바인더의 분포가 균일해 전극의
Microstructure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

Fig. 14. (a, b) Schematic cartoon for adhesive bonding
mechanism between polydopamine (PD) layer and
poly(acrylic acid) (PAA) binder. (Redrawn from Fig. 2 in
Ref. 22 and Fig. 2 in Ref.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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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내 바인더 분포 분석은 분석 기기 및 분석 방법
의 한계로 인해 진행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Fig. 16
과 같이 SAICAS로 복합전극의 결착력을 깊이별로 측
정하였고 이를 바인더의 분포특성 분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극 깊이별 결착력과 전극 단면의 EDS의
Fluorine Mapping 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또
한, 전기화학적 신뢰성 검증에서 바인더 분포 균일성
이 떨어지는 전극이 Fig. 17과 같이 집전체로부터 먼
저 박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의 결착력 측정이 단지 복합전극과 집
전체간 계면결착력의 측정에서 끝나지 않고 복합전극

Fig. 15. Adhesion strength of Si electrodes with
polydopamine(PD)-coated (a) current collector and (b)
conductive carbon (Super P Li®). (Redrawn from Fig. 5
in Ref. 22 and Fig. 5 in Ref. 23).

Fig. 16. Adhesion strength of LiCoO2 electrodes having
uniform and non-uniform binder distribution (Redrawn
from Fig. 6 in Ref. 17).

Fig. 17.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cathodes having (a, c) uniform binder distribution and (b, d) non-uniform binder
distribution after 100 cycles at 60oC (Ref.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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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구성물질 특히 바인더의 분포특성을 확인할 수 있
는 분석 기법임을 제시하였다.

3. 결

론

후막 및 고용량 소재 기반 전극의 장기 신뢰성 확
보를 위해 복합전극의 결착력과 바인더의 분포 등 복
합전극의 기계적, 구조적 특성의 분석 및 개선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분석 기기 및 방법의 한계
로 인해 복합전극의 기계적,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SAICAS란 분석기기의 출현으로 인해 리튬이차전지용
복합전극의 결착특성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다. 이
를 응용하여 복합전극의 설계와 결착력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고, 고용량 에너지 소재 기반 복합전극
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바인더 개발 연구 및 복합전극
내 바인더 분포특성 분석 또한 가능하였다. 따라서,
SAICAS를 이용한 복합전극의 결착특성 분석이 고에
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최적화 및 장기신뢰성 확
보에 필수적인 분석기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커
패시터, 연료전지, 태양전지와 같은 타 전지 시스템으
로 적용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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