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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사 기반 
리튬이차전지 소재합성 동향

1. 서 론

1991년‥소니(SONY)에‥의해‥처음‥개발된‥리

튬이차전지는,‥높은‥에너지‥밀도와‥전압을‥가지

며,‥파나소닉,‥히타치‥등의‥일본‥업체들의‥주도

로‥큰‥폭의‥성장을‥이루었다.‥소형‥IT기기‥시장

을‥중심으로,‥현재는‥전세계적으로‥20조원에‥육

박하는‥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다.‥최근‥세계‥

각국에서는‥환경문제에‥대한‥우려를‥필두로‥친

환경‥자동차,‥특히‥전기자동차‥개발에‥박차를‥

가하고‥있으며,‥이러한‥시대적‥흐름에‥따라‥핵

심부품인‥고성능의‥리튬이차전지의‥개발의‥필

요성이‥대두되고‥있다.‥그러나‥주로‥소형‥IT‥기

기에‥사용되는‥리튬이차전지의‥에너지‥밀도는‥

현재‥약‥150‥Wh‥kg-1‥정도이며,‥이를‥전기자동

차에‥사용할‥경우‥한번‥충전으로‥200‥km‥정도

를‥갈수‥있는‥수준에‥불과하며,‥특히‥주행‥중‥에

어컨이나‥히터를‥사용할‥경우,‥주행가능‥거리

가‥150‥km‥수준으로‥떨어지게‥된다‥[1].‥또한,‥

전지의‥완전‥충전에는‥3시간‥이상이‥소요되기‥

때문에‥충전‥인프라‥구축이‥절실하지만,‥현재

는‥일부‥지역에서만‥충전‥시설을‥지속적으로‥이

용‥가능한‥실정이다.‥현재의‥내연‥기관을‥사용

하는‥자동차의‥주행‥거리‥‥및‥연료‥보충‥시간과‥

동일한‥수준의‥전기자동차를‥개발하기‥위해서

는,‥지금보다‥훨씬‥더‥높은‥에너지‥밀도를‥가지

며‥빠르게‥충전이‥가능한‥리튬이차전지의‥개발

이‥시급하다.‥리튬이차전지가‥더‥높은‥에너지밀

도를‥갖기‥위해서는‥새로운‥전극‥소재의‥개발이‥

가장‥필요하다.‥현재‥상업화된‥리튬이차전지는‥

양극‥활물질로‥리튬을‥함유한‥전이금속‥산화물

(LiCoO2,‥LiNi0.33Co0.33Mn0.33O2,‥LiMn2O4‥등)

을‥사용하고‥있으며,‥음극‥활물질로는‥리튬이온

이‥가역적으로‥삽입(intercalation)/탈리(de-

intercalation)‥될‥수‥있는‥흑연(graphite)을‥주

로‥사용하고‥있다‥[2].‥전기자동차의‥원활하고‥

효율적인‥사용을‥위해서는‥현재의‥음극‥및‥양극‥

소재의‥5배‥정도의‥에너지‥밀도와‥출력‥밀도‥그

리고‥개선된‥안정성이‥요구되며,‥이러한‥조건을‥

만족하기‥위해서는‥신소재‥및‥구조제어‥기술‥개

발에‥대한‥돌파구가‥제시되어야‥한다.

전기방사법은‥1차원‥구조를‥갖는‥나노‥구조체

를‥손쉽게‥제조할‥수‥있는‥합성‥방법으로서,‥최

근에는‥양·음극‥및‥기능성‥분리막에‥적용하여‥

획기적으로‥리튬이차전지의‥성능을‥높인‥연구

결과들이‥속속들이‥발표되고‥있다‥[3].‥전기방

사는‥1795년‥Bose가‥모세관‥끝에‥맺혀‥있는‥물

방울에‥고전압을‥부여하면‥표면장력에‥의해‥물

방울‥표면으로부터‥미세‥필라멘트가‥방출되는‥

정전‥스프레이‥현상을‥발견한‥것을‥시초로‥하

여,‥점도를‥지닌‥고분자‥용액이나‥용융체에‥정

전기력이‥주어질‥경우‥섬유가‥형성되는‥현상

이다.‥전기‥방사는‥비교적‥간단하고‥저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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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이용하여‥전기적으로‥하전된‥고분자‥용

액‥및‥용융물의‥젯을‥통해‥1차원‥형상의‥나노‥

구조체를‥대량으로‥제조할‥수‥있는‥공정이다‥

[4].‥본고는‥전기방사법을‥통하여‥개발된‥1차

원‥나노‥소재들의‥차세대‥리튬이차전지‥적용

에‥대한‥최근‥연구‥동향‥및‥여러‥응용에‥대해

서‥소개하고자‥한다.

　

2. 전기방사 및 리튬이차전지의 기본원리

2.1 전기방사의 기본 원리

전기방사는‥고분자‥용액‥혹은‥용융물에‥전기

장을‥가하게‥됨으로써‥생기는‥젯(jet)을‥활용

하여‥나노섬유를‥제조하는‥원리로,‥간편하게‥

나노섬유를‥대량으로‥제조할‥수‥있는‥공정‥방

법이다.‥이러한‥전기방사를‥활용하게‥되면,‥약‥

수‥μm‥~‥수십‥nm‥사이의‥직경을‥갖는‥연속상

의‥나노섬유를‥구현할‥수‥있다.‥또한‥전기방사

에‥사용되는‥고분자용액에‥금속‥전구체,‥생체

효소,‥단백질,‥나노입자‥등을‥첨가하여‥다양한‥

기능성을‥갖는‥나노섬유를‥제조할‥수‥있다.‥

전기방사장치는‥전기방사‥용액을‥밀어‥낼‥

수‥있는‥실린지‥펌프(syringe‥pump),‥나노

섬유를‥뽑아‥내기‥위한‥바늘(needle)과‥나노

섬유를‥수집하는‥집전판(current‥collector),‥

DC‥고전압‥발생기(power‥supply)로‥구성된

다‥(그림‥1).‥이때‥한쪽‥전극은‥고전압‥발생기

와‥바늘에‥연결하고‥반대‥전극은‥집전판에‥연

결한다.‥실린지‥펌프로‥고분자‥용액을‥일정한‥

유입량을‥유지한‥채로‥바늘을‥통해‥토출‥시키

면‥노즐‥끝단으로‥토출된‥고분자‥용액이‥표면

장력으로‥인해‥반구‥형태를‥이루게‥된다.‥이때‥

바늘과‥집전판‥사이에‥수‥kV의‥전압을‥인가하

면‥고분자‥용액‥표면의‥전하‥사이의‥상호‥정

전기적‥반발력과‥외부‥전기장에‥의한‥쿨롱힘

(Coulombic‥force)에‥의해‥바늘‥끝에‥매달려‥

있는‥고분자‥용액의‥반구형‥표면이‥테일러‥콘

(Taylor‥Cone)으로‥알려진‥원추‥모양으로‥연

신된다.‥이때‥표면의‥같은‥전하의‥상호‥반발력

에‥의해‥고분자‥용액이‥갖는‥표면‥장력을‥넘어

서면‥하전된‥고분자‥용액의‥젯(Jet)이‥테일러‥

콘‥끝에서‥방출되고‥용매의‥휘발과‥연신이‥일

어나면서‥무작위적으로‥배열된‥나노섬유가‥집

전판에‥수집된다‥[5].

2.2 리튬이차전지의 기본 원리

리튬이차전지는‥리튬염‥전해액을‥사용하

는‥이차전지로‥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

로‥구성이‥된다.‥리튬이차전지는‥여러‥형태

의‥이차전지‥중‥특히‥에너지‥밀도가‥가장‥우

수하며‥낮은‥자가방전율을‥보이고,‥기억효과

(memory‥effect)가‥없어‥충·방전이‥자유로우

며‥가볍기‥때문에‥대부분의‥소형가전의‥전원

으로‥채용되고‥있다.‥리튬이차전지의‥양극으

로는‥리튬코발트산화물(LiCoO2,‥LCO)이‥주로‥

사용되고‥있으며‥음극은‥흑연(graphite)를‥주

로‥사용한다.‥충전시에는‥리튬코발트산화물에

서‥리튬‥이온이‥빠져‥나와‥흑연의‥결정‥속으로‥

삽입(intercalation)이‥되며‥방전시에는‥이의‥

역반응이‥일어난다‥(그림‥2).‥이처럼‥리튬이차

전지는‥양극과‥음극에서‥일어나는‥산화·환원‥

반응을‥통해‥전기에너지를‥화학에너지로‥저장그림 1.  전기방사 모식도 및 테일러 콘 형성 모식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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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다시‥이‥화학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방

출하면서‥작동한다.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에는‥ 음극

(anode),‥양극(cathode),‥분리막(separator),‥

전해질(electrolyte),‥그리고‥집전체(current‥

collector)가‥하나의‥집합체로‥구성되어‥있다.

3. 전기방사 기반 
리튬이차전지 소재합성 기술 현황

3.1  리튬이차전지용 전기방사 기반 1차원 음극 

소재 

3.1.1  금속/합금계/탄소 복합 나노섬유 음극 

소재

현재‥상용화‥단계에‥이른‥음극‥활물질로서의‥

흑연은‥안정성‥및‥신뢰성이‥확보된‥반면,‥용량

이‥낮다는‥매우‥큰‥한계점을‥갖고‥있다.‥이를‥

해결하기‥위해서‥지금까지‥전세계적으로‥리튬

과의‥반응성이‥월등히‥큰‥Si,‥Sn,‥Ge,‥Sb‥등의‥

금속/합금계‥음극활물질에‥대한‥가능성을‥검

토해왔다.‥대표적으로‥Si의‥경우,‥값싼‥가격‥대

비‥무게당/부피당‥용량이‥매우‥크기‥때문에‥리

튬이차전지용‥음극‥소재로서‥가장‥적당하다고‥

할‥수‥있다.‥하지만‥금속/합금계‥음극‥소재들

은‥반응‥시‥동반되는‥기계적‥응력/수축력에‥의

한‥부피‥변화(100~400%)에‥의해‥안정성이‥매

우‥떨어지기‥때문에‥상용화에는‥큰‥어려움이‥

있으며,‥이러한‥기계적‥불안정성을‥극복하기‥

위한‥새로운‥음극‥구조(부피‥팽창‥완화를‥위한‥

기공‥및‥소재‥선택의‥용이성‥고려)에‥대한‥개

발이‥필요하게‥되었다.‥최근‥국내에서는‥전기

방사법을‥이용하여‥Si‥그리고‥Sn‥기반의‥나노

섬유‥음극‥소재들이‥제안되었다‥[6].‥전기방사

법을‥이용하여‥SiO2‥나노섬유를‥제조한‥후,‥후

처리로서‥magnesisothermic‥reduction‥방

법을‥통하여‥메조‥기공을‥포함하는‥Si‥나노섬

유를‥개발한‥연구를‥예로‥들‥수‥있다.‥이‥연구

에서는‥본‥음극‥소재를‥이용한‥반쪽전지가‥매

우‥우수한‥수명‥특성‥(300‥사이클‥이상)‥및‥저

장‥특성(1,363.4‥mAh‥g-1)을‥구현할‥수‥있다

는‥것을‥확인하였다.‥Si의‥경우,‥리튬에‥대한‥

저장‥특성은‥Si이‥갖는‥상(phase)에‥따라‥확

연히‥달라지게‥된다.‥결정상의‥Si‥보다는‥비정

질상의‥Si이‥리튬에‥대해서‥상대적으로‥우수

한‥안정성을‥보이므로,‥비정질‥Si‥기반의‥나노

섬유‥음극‥소재에‥대해서도‥연구가‥진행되었

다.‥최근‥Jung‥et‥al.은‥전기방사법을‥이용하

여‥활성/비활성(active/inactive)‥비정질‥합

금계(metallic‥glass‥alloy)‥나노섬유를‥개발

하였으며,‥매크로‥기공‥및‥일차원‥특이‥구조에‥

근거하여‥기존‥Si‥기반‥음극‥소재들보다‥월등

히‥높은‥장수명‥특성(2000‥사이클‥이상)을‥구

현하였다‥(그림‥3)[7].‥　

그림 2. 리튬 이온 전지의 구동 원리에 대한 모식도.

그림 3. Si 기반 합금계 나노섬유 음극 활물질 모식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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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Si‥외에도‥리튬과‥활성이‥큰‥Sn이‥적

절한‥비율로‥포함시킴으로써‥합금재료의‥전도

성을‥향상시켰으며,‥비정질상‥형성을‥돕고‥리

튬과‥반응시‥발생하는‥체적변화를‥완화시키기‥

위한‥버퍼(buffer)‥역할을‥하는‥Fe,‥Al,‥Ti,‥Ce

을‥전기방사법을‥이용하여‥손쉽게‥조합할‥수‥

있었다.‥전기방사법을‥이용하여‥다양한‥금속/

합금계‥나노섬유‥음극‥소재를‥개발할‥수‥있지

만‥아직까지도‥전자의‥이동에는‥큰‥한계가‥있

어,‥용량‥구현을‥위한‥전자‥효율에‥큰‥문제점

으로‥남아‥있다.‥이를‥극복하기‥위해서‥금속/

합금계‥나노섬유를‥고전도성의‥탄소재와‥복합

화하는‥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탄소‥복

합‥소재를‥위한‥공통적‥접근‥방법은‥금속/합금

계‥음극‥소재를‥탄소‥소재‥코팅을‥통해서‥둘러‥

싸게‥하거나,‥혹은‥탄소‥구조체에‥담지시키는‥

것이며,‥이러한‥해결‥방법에‥전기방사법은‥유

용하게‥활용되어‥왔다고‥할‥수‥있겠다.‥차세대‥

탄소재로는‥탄소나노섬유(carbon‥nanofiber,‥

CNF)가‥있으며,‥탄소나노섬유‥내부에‥Si‥혹

은‥SnCo‥합금계‥나노입자‥음극‥소재‥등을‥담

지시킨‥복합‥소재들이‥개발되어‥왔다.‥특히,‥

‘SnCo/C‥복합‥나노섬유’의‥경우,‥균일하게‥분

포된‥Co가‥Sn의‥체적변화를‥주위에서‥효율적

으로‥억제시켜줌과‥동시에,‥내부‥탄소들이‥전

자의‥이동을‥용이하게‥만들어‥주게‥된다.‥게다

가,‥외부‥탄소층은‥효율적인‥쿨롱‥반응에‥필

수적인‥안정적‥고체‥전해질‥분열‥간기(solid‥

electrolyte‥interphase,‥SEI)‥층‥형성에‥중요

한‥역할을‥하여,‥비가역적인‥용량‥손실을‥최소

화하여‥준다고‥할‥수‥있다.

3.1.2  금속 산화물/탄소 복합 나노섬유 음극 

활물질

불행하게도‥이러한‥금속/합금계‥음극‥소

재의‥패러다임은‥완전하게‥기존의‥흑연‥소재

를‥대체하기에는‥아직까지‥역부족이다.‥따라

서‥현재‥고용량‥금속/합금계‥음극‥소재는‥소

량으로‥다량의‥흑연‥소재와‥함께‥상용화‥리튬

이차전지에‥활용되고‥있으며,‥미래에‥더‥나

은‥전지‥개발을‥위해서는‥다른‥대체‥가능한‥

음극‥소재가‥절실하다.‥근래에는‥그‥중‥또‥다

른‥음극‥소재로,‥전이‥금속‥산화물(transition‥

metal‥ oxide)이‥개발되어‥왔으며,‥전기화

학‥성능‥향상을‥위해‥전기방사법‥등의‥다양

한‥나노기술이‥응용되어‥왔다‥ [6].‥전이‥금

속‥산화물‥기반의‥나노섬유‥음극‥소재는‥다음

과‥같이‥(1)‥리튬의‥삽입(intercalation)/탈리

(de-intercalation)‥기작;‥(2)‥리튬과의‥치환

(conversion)‥기작‥에‥따라서‥분류‥가능하다.

3.1.2.1  Metal oxide nanofiber anodes 

based on intercalation/de-

intercalation reaction

다양한‥전이‥금속‥산화물‥나노섬유‥음극‥소

재‥중,‥스피넬(spinel)‥구조를‥갖는‥lihtium‥

titanate(Li4Ti5O12)는‥리튬과‥반응‥시,‥무시할‥

정도의‥작은‥체적변화‥특성에‥근거하여‥지금

까지‥상용화되어‥사용될‥정도로‥매우‥유용하

게‥이용되어‥왔다.‥하지만‥매우‥낮은‥이론적‥용

량(175‥mAh‥g-1)과‥낮은‥전기전도도(10-13‥S‥

cm-1)은‥Li4Ti5O12의‥활물질로서의‥응용을‥제

한시켜왔으며,‥이를‥극복하기‥위하여‥반응‥비

표면적‥향상‥및‥전도성‥향상을‥위해‥전기방사

법을‥활용하여왔다.‥한‥예로,‥Xu‥et‥al.은‥Ti‥전

구체,‥Li‥전구체‥및‥C‥전구체를‥전기방사용액

으로‥사용하고,‥전기방사하여‥다공성의‥일차

원‥Li4Ti5O12‥나노섬유/탄소‥복합‥소재를‥개발

하여‥고율에서도‥리튬‥저장‥능력이‥매우‥향상

된‥리튬-이온전지를‥구현하였다‥[8].‥그럼에도‥

불구하고‥현재‥Li4Ti5O12‥나노섬유‥기반의‥전지‥

용량은‥현저하게‥낮다고‥볼‥수‥있다.‥Li4Ti5O12

와는‥달리,‥상대적으로‥훨씬‥높은‥이론‥용량‥

(335‥mAh‥g-1)을‥갖는‥TiO2는‥전기방사법을‥

통하여‥다양하게‥응용되어왔다.‥전기방사법을‥

통하여,‥다공성‥TiO2/탄소나노섬유,‥h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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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TiO2/탄소나노섬유‥등의‥음극‥소재가‥

개발되었으며,‥TiO2의‥전기전도도를‥향상시키

기‥위하여,‥후처리‥공정을‥통해‥질소가‥도핑된‥

TiO2‥나노섬유‥등이‥함께‥등장하였다.‥

3.1.2.2  Metal oxide nanofiber anodes 

based on the conversion reaction

전이‥금속‥산화물(MxOy,‥M=Mn,‥Fe,‥Co,‥

Ni,‥Cu,‥Sn‥등)은‥치환(conversion)‥기작을‥

통해서‥리튬‥이온과‥반응하게‥된다.‥지금까

지‥전기방사법을‥이용하여‥개발된‥전이‥금속‥

산화물‥나노섬유‥음극‥소재는‥MnOx,‥FeOx,‥

NiOx,‥CoOx,‥CuOx,‥SnOx‥등이‥있으며,‥이들

은‥초기‥리튬과‥반응‥시‥많은‥전자를‥포함하

여‥반응을‥진행하게‥된다.‥이들‥또한‥금속/합

금계‥음극‥소재와‥비슷하게,‥리튬‥이온과의‥반

응시‥체적‥변화가‥크며‥근본적으로‥전기전도

도가‥극도로‥낮아‥전자의‥효율이‥극심하게‥떨

어진다는‥단점이‥있다.‥이들에‥대한‥극복‥방법

은‥금속/합금계‥음극‥소재‥문제‥해결법과‥비슷

한‥접근‥방법으로서,‥대부분이‥전기방사법을‥

통해‥합성‥가능한‥탄소나노섬유를‥도입하여‥

전도성‥향상‥및‥부피‥변화를‥최소화하는‥방법

에‥기초한다‥(그림‥4)[9].‥특히,‥최근‥연구자들

이‥주목하고‥있는‥부분은,‥이들‥전이‥금속‥산

화물‥나노섬유는‥리튬‥이온과‥반응‥후의‥현상

이다.‥치환‥반응‥후,‥이들‥음극‥소재는‥비전도

성‥Li2O‥matrix‥내에‥전이금속‥입자들이‥분포

되고,‥이들‥matrix‥내의‥전자‥이동이‥반응‥후

의‥전자‥효율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요인이

라고‥여겨진다.‥치환‥반응‥이후의‥반응들은‥전

이금속‥산화물‥종류(SnO2의‥경우‥Sn의‥alloy‥

반응;‥Co의‥경우‥표면‥커패시터‥반응)‥에‥따라‥

매우‥다양하다고‥할‥수‥있으며,‥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다양한‥형태의‥복합화를‥통해서‥전

지‥성능을‥크게‥향상‥시킬‥수‥있게‥된다.‥하지

만‥현재까지‥이들‥차세대‥소재들의‥출현은‥Si‥

및‥흑연에‥비해‥상용화에‥가까운‥소재라고‥볼‥

수‥없으며,‥높은‥에너지를‥요하는‥전기자동차‥

및‥대용량‥저장‥시스템용‥이차전지‥음극‥소재

로‥사용되기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고‥할‥수‥

있겠다.

3.2  리튬이차전지용 전기방사기반 1차원 양극 

소재 

현재‥상용화에‥성공한‥리튬이차전지용‥양극

은‥층상구조와‥스피넬‥구조를‥갖는‥리튬전이

금속산화물(LMOs,‥M‥=‥Co,‥Fe,‥Mn,‥etc.),‥

올리빈‥구조를‥갖는‥리튬인산철(LiFePO4,‥

LFP)‥등이며‥전기자동차용‥고용량‥이차전지

의‥양극재는‥주로‥Ni,‥Co,‥Mn,‥Al‥등이‥다양

한‥조성으로‥조합된‥형태의‥리튬전이금속산

화물이‥사용되고‥있다.‥Ni은‥고용량‥특성,‥Mn

과‥Co는‥안전성,‥Al은‥출력‥특성에‥영향을‥미

친다.‥이들‥양극의‥공통적인‥문제는‥낮은‥전기‥

전도도이며‥이는‥출력특성과‥수명특성에‥영

향을‥미친다.‥LFP는‥높은‥안정성으로‥인해‥전

기자동차와‥같은‥대형‥어플리케이션에‥적용

이‥가능한‥양극소재이나‥낮은‥리튬‥이온전도

도‥및‥10-9‥S‥cm-1에‥달하는‥낮은‥전기‥전도도‥

때문에‥실제‥사용을‥위해서는‥많은‥양의‥도전

재를‥사용하거나‥특수한‥표면‥코팅을‥해야‥한

다.‥최근‥전기방사로‥제조된‥탄소나노섬유에‥

기존의‥리튬이차전지용‥양극활물질을‥내장하

여‥출력특성과‥수명특성이‥획기적으로‥개선된‥

연구결과가‥활발히‥보고되고‥있다.‥탄소나노

그림 4.  CoO/CNF 복합 나노섬유 음극 활물질 모식

도 및 SEM 이미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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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는‥매우‥높은‥전기전도성을‥갖기‥때문에‥

낮은‥전기전도도를‥갖는‥리튬이차전지용‥양극

활물질과‥복합화하면‥빠른‥충전과‥방전‥환경

에서도‥높은‥가역용량을‥보인다.‥그러나‥리튬

전이금속산화물은‥전기방사로‥합성된‥고분자‥

나노섬유가‥탄화되는‥과정에서‥환원될‥여지

가‥있기‥때문에‥주로‥상대적으로‥환원‥위험성

이‥적은‥올리빈‥구조의‥LFP에‥한정되어‥연구

가‥주로‥진행되었다.‥Maier‥그룹에서는‥2011

년에‥전기방사를‥통해‥100‥nm‥가량의‥직경

을‥가진‥탄소가‥코팅된‥단결정‥LFP‥나노와이

어를‥합성,‥우수한‥율속특성(169‥(0.1‥C),‥162‥

(0.5‥C),‥150‥(1‥C),‥114‥(5‥C),‥93‥mA‥h‥g-1‥

(10‥C))과‥고온에서의‥우수한‥수명특성(98%‥

capacity‥ retention‥ after‥ 100‥ cycles‥ at‥

60℃)를‥보고했다‥[10].‥보다‥최근에는‥Qiu‥그

룹에서는‥바인더를‥쓰지‥않고‥free-standing

한‥LPF/탄소나노섬유‥복합체‥전극을‥제조하여‥

플렉서블하면서도‥우수한‥율속특성‥및‥수명특

성을‥보이는‥결과를‥보고하였다.‥이러한‥결과

는‥LFP의‥단점으로‥여겨졌던‥낮은‥리튬이온전

도도‥및‥전기전도도를‥전기방사를‥이용,‥고전

도성‥탄소나노섬유에‥나노‥크기의‥LFP를‥성공

적으로‥분산시켜‥해결할‥수‥있다는‥것을‥보여

준‥예이다.

전기방사를‥이용‥직접‥다공성의‥1차원‥구조

의‥리튬산화물‥전극을‥제조하는‥연구도‥많은‥

연구그룹에서‥소개가‥되었다.‥다공성‥1차원‥구

조는‥i)‥리튬‥이온‥확산‥거리를‥현격하게‥짧게‥

할‥수‥있고,‥ii)‥넓은‥비표면적을‥가져‥전해액

과의‥접촉면적을‥넓혀‥리튬이차전지의‥충·방

전‥특성과‥출력특성,‥그리고‥수명특성을‥향상‥

시킬‥수‥있다.‥Madhavi‥그룹에서는‥전기방사

를‥이용‥다공성의‥LiMn2O4‥나노튜브를‥합성‥

1C‥충방전조건에서‥1250‥사이클‥후에도‥119‥

mAh‥g-1의‥용량(87%‥capacity‥retention)을‥

유지하는‥것을‥보였다‥[11].‥또한,‥TiO2를‥음

극으로‥사용한‥풀셀(full-cell)으로‥구성하여‥

70‥사이클‥후에도‥90%의‥용량‥유지율을‥보여‥

전기방사를‥이용하여‥합성된‥양극활물질이‥보

다‥실제적인‥환경에서‥구동이‥가능하다는‥것

을‥입증하였다.‥400‥mAh‥g-1의‥높은‥용량으

로‥차세대‥양극활물질로‥활발히‥연구가‥되고‥

있는‥vanadium‥pentoxide(V2O5)‥또한‥전기

방사를‥이용‥1차원‥구조로‥합성하고‥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lasma‥Enhanced‥Chemical‥

Vapour‥Deposition,‥PECVD)로‥전도성‥탄소

를‥코팅하여‥기존의‥문제점으로‥지적된‥낮은‥

수명‥특성‥및‥율속‥특성을‥획기적으로‥개선한‥

보고가‥있다‥[12].‥이러한‥전기방사를‥통해‥합

성된‥1차원‥구조의‥양극‥활물질이‥기존의‥벌크‥

입자‥타입의‥양극‥활물질보다‥탁월한‥성능향

상을‥보이는‥것은‥전기방사를‥이용한‥고성능‥

리튬이차전지용‥양극‥활물질‥설계에‥대한‥높

은‥가능성을‥입증한‥것이다.

3.3  리튬이차전지용 전기방사 기반 분리막 

소재

분리막은‥리튬이차전지의‥음극과‥양극‥사이

에‥위치하여‥리튬‥이온의‥투과를‥가능하게‥하

고‥양·음극‥간의‥전자의‥이동은‥제한하여‥전

기적‥단락을‥방지하여‥리튬이차전지의‥안전한‥

구동을‥유지시키는‥역할을‥한다.‥따라서‥높은‥

리튬‥이온의‥전도도,‥내화학성,‥열적‥및‥기계

적‥안정성을‥갖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현재‥리튬이차전지의‥분리막으로‥폴리

에틸렌(polyethylene,‥ PE),‥폴리프로필

렌(polypropylene,‥ PP)과‥이의‥복합체

를‥주재료로‥사용하는‥다공성‥폴리올레핀

(polyolefin)‥분리막이‥주로‥사용되고‥있으나,‥

낮은‥전해액‥젖음성(electrolyte‥wettability)‥

및‥낮은‥기공율(약‥40%)로‥인한‥낮은‥이온‥전

도도(ion‥conductivity)로‥인해‥전지의‥성능

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또

한‥고온에‥취약하며‥치수안정성이‥매우‥떨어

지기‥때문에‥전기적‥단락이‥발생할‥수‥있어‥리

튬이차전지에‥충분한‥안정성을‥부여하지‥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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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근‥높은‥내열성‥및‥전해액‥젖음성,‥그리

고‥전기화학적으로‥안정한‥고분자를‥전기방사

하여‥높은‥기공도를‥갖는‥고출력‥분리막을‥합

성한‥연구가‥발표되고‥있다.‥전기방사를‥이용

하면‥높은‥기공율(70%‥이상)을‥갖는‥분리막의‥

제작이‥가능하며‥두께의‥조절이‥쉽고,‥다양한‥

종류의‥기능성‥고분자를‥손쉽게‥사용할‥수‥있

어‥기능성‥분리막의‥제조가‥가능하다.

PVdF와‥PVdF‥공중합체를‥전기방사하여‥

제조된‥고분자‥나노섬유‥분리막은‥90%‥이

상의‥기공율과‥5‥V‥이상의‥전압에서도‥안정

한‥매우‥우수한‥전기화학적‥안정성을‥보이는‥

것이‥발표되었다.‥또한‥고내열성과‥고강도를‥

가진‥폴리페닐렌‥이소프탈아미드(poly(m-

phenylene‥isophthalamide),‥PMIA)‥나노섬

유‥층을‥PVdF‥나노섬유‥층‥사이에‥위치시켜‥

분리막의‥안정성을‥확보하는‥연구도‥발표가‥

되었다.‥또한‥내열성이‥높고‥전해액‥젖음성이‥

뛰어난‥세라믹을‥전기방사로‥제작된‥고분자‥

나노섬유와‥복합화한‥연구도‥활발히‥진행되었

다.‥UNIST의‥이상영‥교수팀에서‥PAN,‥PVdF,‥

PVP와‥같은‥고분자를‥전기방사하여‥나노섬유

로‥제작함과‥동시에‥Al2O3‥또는‥SiO2‥나노입

자를‥전기분무(electrospray)하여‥세라믹‥나

노입자/고분자‥나노섬유‥복합‥멤브레인을‥개

발하였다‥[13].‥이렇게‥제조된‥Al2O3/PVdF‥세

라믹‥분리막은‥150℃의‥고온에서도‥수축‥현상

이‥발생하지‥않는‥현상을‥보였으며,‥기계적‥강

도가‥뛰어나며‥세라믹‥분말이‥나노섬유‥사이

사이에‥채워져서‥고분자‥나노섬유의‥유연성‥

또한‥그대로‥유지하도록‥하였다.‥본‥연구팀에

서도‥2014년에‥세라믹과‥고분자‥나노섬유를‥

복합화하여‥높은‥내열성‥및‥전해액‥젖음성,‥그

리고‥높은‥기공도를‥가져‥리튬이차전지에‥높

은‥출력특성을‥부여할‥수‥있는‥분리막을‥개발

하였다.‥본‥연구팀은‥열적‥안정성이‥매우‥뛰어

난‥폴리이미드(polyimide,‥PI)를‥전기방사하

고‥세라믹을‥코팅하여‥내열성‥및‥전해액‥젖음

성을‥기존‥PE분리막에‥비해‥현저히‥향상시켰

으며‥높은‥기공도를‥지녀‥매우‥뛰어난‥출력‥특

성을‥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그림‥5)[14].

전기방사를‥통해‥기공도가‥높은‥분리막을‥손

쉽게‥합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종‥이상

의‥고분자가‥혼합된‥형태의‥고분자‥나노섬유

도‥쉽게‥제조가‥가능하기‥때문에‥리튬이차전

지용‥분리막은‥전기방사가‥응용되기에‥가장‥

적합한‥소재중‥하나이며‥앞으로도‥활발한‥연

구가‥진행될‥예정이다.

　

3.4 분리막-전해질 복합 멤브레인

전기방사를‥이용하여‥전해질과‥분리막이‥

복합화된‥겔-폴리머‥전해질(gel-polymer‥

electrolyte)을‥개발하는‥연구도‥활발히‥진행

되고‥있다‥[15].‥전기방사를‥통해‥합성된‥고분

자‥나노섬유‥분리막은‥높은‥기계적‥특성을‥갖

기‥때문에‥고분자‥전해질과‥복합화될‥경우‥고

분자‥전해질에‥높은‥기계적‥특성‥및‥유연성을‥

갖게‥할‥수‥있다.‥고분자‥전해질을‥단독으로‥

사용할‥때보다‥같은‥두께‥대비‥더욱‥높은‥기계

적‥특성을‥갖기‥때문에‥얇으면서도‥높은‥유연

성을‥지닌‥리튬이차전지의‥설계가‥가능하다.‥

그림 5.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고내열성 PI/Al2O3 복합 

분리막 및 내열 특성 [14].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12호 (2016년 12월)   27

테마기획  _ 전기방사 나노섬유 기술 동향
S p e c i a l 
T h e m a

또한‥전해액이‥흐르지‥않기‥때문에‥전해액의‥

누수‥염려도‥없기‥때문에‥높은‥안정성을‥갖는

다.‥뛰어난‥전기화학적‥안정성을‥갖는‥PVdF‥

나노섬유를‥기반으로‥한‥겔-폴리머‥전해질이‥

주로‥연구되었으며‥상온에서‥10-3‥S‥cm-1의‥

높은‥이온‥전도도와‥뛰어난‥전기화학적‥안정

성(>4.5‥V‥vs.‥Li/Li+)‥및‥높은‥고율특성을‥보

이는‥것이‥확인되었다.‥리튬이차전지의‥안정

성을‥위해서는‥고체전해질의‥개발이‥필수이기‥

때문에‥앞으로도‥전기방사를‥기반으로‥한‥분

리막-전해질‥복합‥멤브레인에‥대한‥연구는‥활

발히‥진행될‥것이라고‥예상된다.

4. 결 론

　본‥고에서는‥전기방사를‥이용한‥차세대‥리

튬이차전지소재의‥연구‥동향‥및‥여러‥응용에‥

대해서‥소개하였다.‥지난‥25년‥동안‥리튬이차

전지는‥괄목할‥만한‥성능‥향상을‥보였지만‥전

기자동차,‥ESS‥등이‥요구하는‥에너지‥밀도와‥

출력‥밀도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전기‥방사를‥통해‥손쉽게‥1차원‥나노‥구

조체를‥도입하여‥기존‥리튬이차전지의‥양·음

극‥소재의‥문제점인‥낮은‥용량,‥전기전도도,‥

충·방전시‥급격한‥부피팽창,‥벌크‥입자‥형태로‥

인한‥낮은‥이온전도도를‥획기적으로‥개선·향

상시킨‥수많은‥결과가‥보고되고‥있다.‥또한‥리

튬이차전지의‥안정성‥및‥출력‥특성을‥좌우하

는‥분리막‥소재의‥경우,‥전기방사를‥통해‥합성

된‥분리막이‥기존의‥연신으로‥제조된‥다공성‥

폴리올레핀‥분리막‥보다‥월등히‥향상된‥출력‥

특성‥및‥열적‥안정성을‥보이는‥것이‥확인‥되었

으며,‥전기방사를‥이용하여‥합성된‥리튬이차

전지‥소재‥중‥가장‥먼저‥상용화가‥되었다.‥이

차전지‥소재의‥한계가‥대두되는‥만큼,‥이종‥소

재들‥간의‥접목이‥용이하고,‥소재의‥선택‥범위

가‥광범위한‥전기방사‥나노섬유는‥기존‥연구

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새로운‥비전을‥제

시하며,‥앞으로‥차세대‥리튬이차전지소재‥구

현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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