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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진 책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KETI)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음극소재

1. 서 론

청정‥그리고‥신재생‥에너지에‥대한‥지대한‥관

심은,‥이차전지,‥태양전지,‥연료전지,‥그리고‥전

기‥이중충‥커패시터‥(electrical‥double-layer‥

capacitor)에‥대한‥새로운‥소재‥연구를‥가속화

하고‥있다.‥이러한‥전력공급원‥장치‥중,‥리튬이

온‥이차‥전지는‥우리‥생활‥속에‥쉽게‥찾아볼‥수‥

있는‥스마트폰,‥노트북‥컴퓨터,‥그리고‥디지털

카메라‥등에‥성공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2011

년‥기준‥약‥110억불에‥달하는‥시장을‥형성하고‥

있다.‥이러한‥리튬이온‥전지는‥좀‥더‥큰‥규모의,‥

즉‥전기자동차,‥로봇,‥전력저장‥장치에‥그‥적용‥

가능성이‥검토되고‥있으나,‥이러한‥대규모‥분야

에‥대한‥적용‥여부에는,‥현재‥수준의‥에너지‥밀

도보다‥더‥높은‥무게당‥또는‥부피당‥에너지‥밀

도의‥이차전지‥성능‥확보에‥달려‥있다고‥볼‥수‥

있다.‥

현재‥상용화되어‥있는‥리튬이온전지는‥약‥160‥

Wh/kg‥(350‥Wh/L)의‥에너지밀도를‥가지며‥천

연흑연‥음극‥및‥니켈계‥양극‥소재가‥그‥에너지‥

밀도를‥결정하고‥있다.‥더‥높은‥에너지‥밀도를‥

얻기‥위해선‥새로운‥소재‥적용이‥필요하며,‥그‥

중‥리튬‥합금계‥음극소재의‥적용,‥나아가‥리튬‥

금속의‥음극‥적용은‥현재‥에너지밀도‥대비‥약‥2

배‥이상의‥상승을‥가져올‥수‥있는‥중요한‥연구‥

과제라‥할‥수‥있다‥(그림‥1).‥기존‥리튬이온전지‥

기반의‥차세대‥연구‥(소위,‥advanced‥lithium-

ion‥battery)‥외에도‥새로운‥반응기구‥기반의‥

미래형‥리튬이차전지‥(소위,‥post‥lithium-ion‥

battery)‥연구‥또한‥에너지‥밀도‥향상을‥위해‥매

우‥중요하다.‥가장‥대표적인‥post‥LIB로‥Li-O2
와‥Li-S‥전지가‥있는데,‥1950~70년대‥제안된‥

기본‥개념을‥현대의‥고도화된‥재료,‥화학,‥그리

고‥전지기술을‥적용하여‥재조명하는‥연구가‥활

그림 1. 다양한 전지구성 및 종류에 따른 에너지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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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진행되고‥있다.‥이러한‥전지‥시스템에서‥

리튬금속‥음극‥또는‥리튬합금‥음극이‥차지하

는‥영향력은‥매우‥크며‥이에‥대한‥근본적이고‥

실제적인‥연구개발은‥향후‥이차전지‥연구개발‥

전개에‥매우‥중요한‥이슈라‥할‥수‥있다.

한정된‥지면에서‥리튬금속과‥리튬합금‥음극

의‥그‥방대한‥내용을‥다‥소개할‥수‥없겠지만,‥

그들‥소재의‥기본적인‥특성,‥장/단점,‥개발‥역

사와‥현재의‥연구동향의‥주요내용을‥최대한‥

살펴보고‥향후‥나아갈‥방향에‥대해서도‥간략

히‥기술해‥보고자‥한다.‥

2. 리튬금속 음극

2.1 리튬금속 음극의 기술적 현황 및 문제점

　　　

리튬금속‥음극은‥가장‥낮은‥표준/환원‥전위

(-3.04‥V‥vs.‥SHE)를‥갖고,‥또‥가장‥가벼운‥금

속‥원소(6.94‥g/mol)로서‥약‥3860‥mAh/g의‥

높은‥용량,‥즉‥높은‥에너지‥밀도를‥구현할‥수‥

있는‥금속‥음극소재이다.‥하지만,‥이러한‥리

튬금속은‥높은‥화학/전기화학적‥반응성을‥가

지고‥있어,‥대부분의‥액체‥전해액과‥계면을‥형

성하는‥경우,‥유기용매‥또는‥리튬염과‥반응하

여‥여러‥가지‥문제점을‥나타내게‥된다.‥리튬

금속‥음극의‥계면‥현상‥연구로‥저명한‥Peled

에‥의하면,‥리튬금속과‥전해액‥간의‥계면에서

는‥불용성‥표면‥성분들이‥형성하게‥되고,‥이

는‥SEI‥(solid‥electrolyte‥interface)라는‥고

체전해질‥성격의‥다층‥피막을‥형성하는‥것으

로‥알려져‥있다.‥이러한‥피막‥형성은‥리튬금속‥

음극의‥저장‥(storage)‥특성,‥즉‥추가적인‥부

식반응‥정도에‥영향을‥미치는‥인자가‥되며,‥동

시에‥충전‥시‥형성되는‥리튬금속의‥전착층‥형

상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게‥된다.‥앞서‥언급

한‥바와‥같이,‥리튬금속‥음극은‥충전시‥수지상‥

(dendrite)‥형태의‥전착‥형상을‥일반적으로‥

나타낸다‥(그림‥2).‥이러한‥수지상‥구조는‥다

공성의‥특성을‥가지며,‥반복되는‥충방전‥반응

에‥의하여‥모재로부터‥이탈될‥수‥있어,‥그‥결

과‥낮은‥충방전‥효율이라는‥문제점이‥나타내‥

전지의‥수명특성‥열화를‥보여준다.‥또한‥지속

적인‥수지상‥성장은‥전지‥내부에서‥양극과‥접

촉할‥수‥있는,‥소위‥내부단락의‥문제점을‥일으

켜,‥전지의‥발화‥및‥폭발이라는‥위험성을‥내포

하고‥있다.‥따라서‥이러한‥계면의‥불안정성은‥

리튬금속을‥음극으로‥사용하는‥전지‥시스템,‥

즉‥Li-O2와‥Li-S‥전지,‥또는‥리튬금속을‥음극

으로‥채용하는‥리튬폴리머전지‥등에서‥커다란‥

문제점으로‥인식되고‥

있으며‥반드시‥해결되

어야‥할‥사항이다.‥

2.2  리튬금속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존 

연구

　　　

앞서‥언급한‥바와‥같

이,‥리튬금속‥음극의‥

피막‥성질‥및‥충전‥시‥

리튬‥전착층의‥수지상‥

형상은‥리튬금속을‥사

용하는‥이차전지의‥성그림 2. 충방전시 리튬금속 계면 형상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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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이러한‥문제

점을‥해결하기‥위해,‥지금까지‥수많은‥연구들

이‥다양한‥관점에서‥시도되어‥왔다.‥액체‥전해

질‥조성,‥첨가제,‥리튬표면‥인의적‥개질,‥전류

밀도‥제어,‥관련‥고도분석‥등이‥그것이며‥여기

서는‥지면상의‥제한으로‥일부‥주요‥내용만‥언

급하고자‥한다.

2.2.1 액체 전해질 조성

리튬금속‥피막의‥성질과‥리튬‥전착‥형상의‥

거동은‥사용되는‥액체전해질의‥종류와‥밀접

한‥관련이‥있으며,‥따라서‥적절한‥유기용매‥및‥

염의‥선정은‥중요한‥요소가‥된다.‥프로필렌카

보네이트‥(PC)‥및‥에틸렌카보네이드‥(EC)‥용

매‥외에,‥에테르(ether)계‥용매가‥리튬금속‥음

극계면을‥상대적으로‥안정화시킬‥수‥있는‥것

으로‥한동안‥검토되었다.‥에테르계‥용매로

는‥테트라하이드로퓨레인‥(tetrahydrofuran,‥

THF),‥2-메틸테트라하이드로퓨레인‥(2-Me-

THF),‥다이에틸에테르‥(diethyl‥ether,‥DEE)‥

등이‥있으며,‥일반적으로‥낮은‥점도도‥그리고‥

놓은‥리튬이온‥전도도를‥갖고‥있으며,‥또한‥수

지상‥리튬금속‥전착을‥상대적으로‥완화시킬‥

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에테르계‥용매의‥또‥다른‥문제점은‥

전기화화적‥산화‥안정‥영역이‥다른‥용매에‥비

교하여‥낮다는‥것이다.‥대부분의‥에테르계‥용

매는,‥4‥V‥이하의‥비교적‥낮은‥전위영역에서

부터‥전기화학적으로‥산화되기‥시작하여,‥기

존의‥4‥V급‥양극재인‥LiCoO2,‥LiNiO2,‥그리

고‥LiMn2O4와의‥사용이‥제한된다.‥하지만,‥최

근‥2‥V급‥Li-S‥차세대‥전지에‥대한‥관심이‥커

지면서,‥에테르계‥전해액‥사용에‥대한‥재관심

을‥불러일으키고‥있다.‥또한,‥Li-S전지‥계에서‥

용해되는‥폴리설파이트‥(polysulfides)‥음이

온은‥카보네이트‥용매보다‥에테르계‥용매에서‥

활용될‥수‥있기‥때문에‥Li-S‥이차전지에서는‥

이러한‥에테르계‥전해액이‥일반적으로‥사용되

고‥있다.

용매의‥재발견‥외에도‥고농도‥전해질염‥전

해액의‥리튬‥수지상‥성장‥억제‥및‥충방전‥특성‥

향상‥발견은‥또‥다른‥중요한‥연구‥성과이라‥할‥

수‥있다.‥그림‥3과‥같이,‥기존의‥1M‥수준의‥농

도에‥비해‥4~5M의‥높은‥전해액에서‥수지상

이‥아닌‥감자형태의‥비교적‥큰‥그리고‥낮은‥비

표면적을‥갖는‥리튬‥전착상이‥관찰되고‥있으

며‥(그림‥3),‥이는‥계면에서‥상대적으로‥많이‥

분포하는‥리튬이온의‥원활한‥전달현상‥등이‥

리튬이온‥확산결핍에‥의한‥수지상‥전착‥문제

를‥상당히‥해결해‥주는‥것으로‥보이며,‥결과적

으로‥개선된‥충방전‥특성을‥나타내‥주고‥있다.‥

하지만‥고농도화로‥인한‥전해액‥점도의‥상승,‥

이로‥인한‥전해액‥이온전도도‥및‥전지‥율특성‥

저하는‥해결해야‥할‥숙제이다.

　　　

2.2.2 첨가제

매우‥작은‥소량의‥첨가제를‥이용하여‥리튬의‥

전착‥형상을‥제어할‥수‥있다면,‥이는‥매우‥효

과적이고‥효율적인‥방법이‥될것이다.‥이러한‥

첨가제는‥리튬금속‥음극의‥SEI‥피막의‥물리적,‥

그림 3.  ether 및 고농도 리튬염 적용을 통한 리튬 전
착형상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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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특성을‥조절할‥수‥있으며,‥또한‥리튬‥

전착‥시,‥전류밀도‥분포‥제어‥관점에서도‥개

선‥효과를‥이끌어‥낼‥수‥있다.‥현재까지‥리튬

금속‥음극의‥문제점‥해결을‥위한‥첨가제의‥연

구는‥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첫째,‥리

튬‥또는‥리튬의‥초기피막과‥반응하여‥균일하

고‥치밀한‥SEI‥피막을‥형성하는‥첨가제,‥둘째,‥

리튬금속‥계면에서‥화학적‥반응을‥일으키지‥

않으면서‥충방전‥전류밀도의‥분포를‥조절하거

나,‥또는‥리튬과‥전해액과간의‥화학적‥반응을‥

최소화‥시키는‥첨가제,‥셋째,‥리튬과의‥합금화‥

반응을‥이용하여‥리튬의‥전착‥형상을‥조절하

는‥첨가제가‥그것이다.‥이러한‥측면에서‥다양

한‥종류의‥첨가제들이‥연구되어‥왔는데,‥무기

계‥화합물,‥계면활성제와‥같은‥유기계‥화합물,‥

기체상의‥화합물‥등을‥들‥수‥있다.‥이러한‥첨

가제들‥중‥몇‥가지‥주요한‥것들은‥표‥1에‥정리

하였으며,‥그‥중‥몇‥가지를‥소개하고자‥한다.

첨가제‥한‥종류로서‥불산‥(HF)이‥처음으로‥

일본의‥Kanamura‥그리고‥Takehara‥연구팀

에‥의해‥소개‥되었다.‥소량의‥불산‥첨가는‥리

튬금속‥음극의‥초기피막‥성분인‥Li2O,‥LiOH,‥

또는‥Li2CO3와‥산-염기‥반응을‥일으켜,‥최종

적으로‥LiF/Li2O‥라는‥다층구조‥SEI피막을‥형

성한다.‥이러한‥LiF을‥포함하는‥SEI‥피막은‥비

교적‥결함이‥적고,‥균일하며,‥그리고‥치밀한‥

성질을‥나타내어‥리튬의‥전착‥및‥용출‥시‥균일

한‥전류밀도를‥형성하도록‥유도한다.‥그‥결과,‥

소위,‥blue‥lithium‥이라는,‥수지상‥성장이‥억

제된‥비교적‥평탄한‥리튬‥전착‥형상이‥구현‥되

며,‥이러한‥현상은‥최근에‥다른‥연구‥그룹에서

도‥재확인‥되고‥있다‥(그림‥4).‥이러한‥전착‥형

상은‥결과적으로‥우수한‥리튬금속‥음극의‥가

역효율이라는‥개선된‥전지특성‥결과를‥보여

준다.‥이러한‥HF‥첨가제의‥효과는,‥앞서‥언급

한‥바와‥같이,‥LiPF6를‥리튬염으로‥사용하는‥

전해액‥계에서도‥종종‥찾아볼‥수‥있는데,‥이는‥

LiPF6‥염이‥전해액‥내‥미량‥존재하는‥수분과‥

반응하여‥HF를‥형성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

다.‥HF‥첨가제와‥동일한‥효과를‥구현하는‥방

법으로,‥다른‥불소‥함유‥첨가제들이‥연구되었

는데,‥(C2H5)4NF(HF)4‥그리고‥불소화‥에스테

르‥첨가제가‥그‥예가‥되겠다.

리튬과‥합금화를‥이용하는‥것과는‥달리,‥

정전기적‥쉴드‥반응‥(electrostatic‥ shield‥

mechanism)이라는‥새로운‥개념을‥이용하

는‥경우도‥최근에‥발표되었다.‥제어된‥소량의‥

Cs‥또는‥Rb‥양이온을‥전해액에‥첨가함으로

표 1.  리튬금속 음극 특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첨가제 및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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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이들‥양이온의‥실질적인‥전기화학적‥환원

전위를‥리튬이온‥환원전위보다‥낮게‥변경할‥

수‥있게‥되고,‥따라서‥이러한‥양전하를‥띠는‥

이온들이‥초기‥성장‥리튬‥표면에‥흡착,‥균일

한‥전류밀도‥분포‥및‥수지상‥전착‥형상을‥완

화시켜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러한‥접근‥

방식은‥리튬전착‥형상을‥제어하는데‥큰‥효과

를‥나타내긴‥하였으나,‥전기화학적‥거동에‥있

어서는‥여전히‥낮은‥가역효율‥(76%)을‥보여,‥

그‥원인과‥실질적인‥음극으로서의‥전지‥거동‥

개선을‥해결해야‥할‥것으로‥보인다.‥또한,‥실

제적으로‥전지엥서‥적용되는‥고전류‥(1‥mA/

cm2‥이상)‥조건에서의‥리튬‥전착‥형상‥또한‥

검토되어야‥할‥것이다.

2.2.3 표면 코팅

리튬금속‥음극의‥계면‥저항‥및‥수지상‥전착‥

형상을‥개선하는데‥있어,‥리튬금속‥음극‥표면

을‥사전에‥개질하는‥방법도‥또‥다른‥접근방식

이‥될‥수‥있다.‥사전‥코팅재로서‥갖추어야‥할‥

기본‥조건으로는,‥균일한‥전류밀도‥구현을‥위

해‥코팅층은‥구조적으로‥균일하고‥얇아야‥할‥

것이며,‥전해액과의‥접촉에‥있어‥낮은‥저항‥및‥

화학적‥안정성을‥가져야‥할‥것이며,‥리튬금속‥

표면과‥접촉성이‥높아‥균일한‥계면을‥형성하

고,‥기계적‥강도도‥확보해야‥할‥것이다.‥

관련한‥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는데,‥실

란‥ (silane)계‥물질‥코팅,‥고분자물질‥코팅,‥

그리고‥Li3N과‥LiPON‥ (Li‥ phosphorous‥

oxynitride)과‥같은‥무기계‥리튬이온‥전

도체‥코팅이‥그‥예가‥될‥수‥있다.‥Dunn과‥

Vaughey‥연구결과에‥의하면,‥염소화실란

(chlorosilane)‥사전‥코팅은‥리튬금속‥음극‥거

동을‥개선시켜‥주었다.‥염소‥반응기와‥리튬금

속‥표면의‥수산화기가‥서로‥반응하여‥형성된‥

피막은‥리튬금속‥음극의‥계면‥저항,‥그리고‥리

튬의‥부식특성을‥많은‥부분‥개선시켰다.‥하지

만,‥코팅층의‥접착력은‥충방전이‥거듭됨에‥따

라‥저하되면서‥그‥개선‥효과는‥미미해져,‥추가

적인‥개선‥연구가‥필요로‥한다.‥또‥다른‥최근‥

연구‥증,‥습식‥화학처리를‥통한‥Li3PO4‥SEI형

성‥제어는‥표면제어의‥중요성을‥알려주는‥연

구결과라‥할‥수‥있겠다.‥기계적‥강도가‥높고‥

화학적으로‥안정한‥Li3PO4‥박막층은‥리튬의‥

수지상‥전착을‥억제하고‥따라서‥충방전‥수명‥

특성을‥상당‥향상시키는‥결과를‥보여주었다‥

(그림‥5).

　　　

3. 리튬합금 음극 소재

3.1 기본 특성 및 개발 역사

리튬‥합금계‥음극‥소재는‥많은‥량의‥리튬을‥

저장할‥수‥있는‥특성을‥가지고‥있어‥현재‥상

용화‥되고‥있는‥흑연계‥음극물질을‥대체할‥수‥

있는‥가장‥유망한‥음극‥물질로‥여겨지고‥있

다.‥예를‥들어,‥주석‥(Sn)의‥경우,‥주석‥1몰당‥

그림 4.  HF효과에 의한 리튬 전착 형상: 수지상 억
제된 blue-lithium 형성 (a) without HF, (b) 
with HF effect [4].

(a) (b)

그림 5.  Li3PO4 표면 개질 유무에 따른 리튬금속 음극 
계면변화 모식도 [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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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a

4.4개의‥리튬을‥저장,‥약‥993‥mAh/g의‥용량

을‥나타내며,‥규소‥(Si)의‥경우에는,‥규소‥1몰

당‥3.75개의‥리튬을‥저장,‥약‥3,590‥mAh/g

의‥용량을‥보인다.‥따라서‥372‥mAh/g의‥용

량을‥갖는‥흑연‥음극‥소재보다‥몇‥배를‥상회하

는‥고용량의‥장점을‥갖는다.‥또한‥리튬‥합금계‥

음극은‥리튬금속‥대비‥1‥V‥이하의‥비교적‥낮

은‥리튬‥방출‥전위를‥가지고‥있어‥(규소의‥경

우,‥0.4~0.5‥V,‥주석의‥경우‥0.5~0.6‥V)‥고전

압의‥전지를‥구성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

다.‥주기율표‥상의‥비교적‥많은‥원소들이‥리튬

과‥전기화학적으로‥합금화‥반응을‥일으킬‥수‥

있다.‥이러한‥원소들은‥대부분‥그룹‥III‥ (붕소‥

(B),‥알루미늄‥(Al),‥갈륨‥(Ga),‥인듐‥(In)),‥그

룹‥IV‥(규소‥(Si),‥게르마늄‥(Ge),‥주석‥(Sn),‥

납‥(Pb),‥그리고‥그룹‥V‥(인‥(P),‥비소‥(As),‥

안티모니‥(Sb),‥비스무스‥(Bi))에‥속해‥있으

며,‥그‥외에도‥마그네슘‥(Mg),‥칼슘‥(Ca),‥아

연‥(Zn),‥카드늄‥(Cd),‥팔라듐‥(Pd),‥은‥(Ag),‥

금‥(Au),‥그리고‥백금‥(Pt)‥등이‥리튬과‥합금

화‥될‥수‥있다.‥이러한‥원소들의‥구체적인‥리

튬‥합금화‥반응기구‥및‥전기화학적‥거동은‥최

근에‥발표된‥리뷰‥논문을‥통해‥자세히‥살펴볼‥

수‥있다.‥상기에‥언급한‥바와‥같이,‥여러‥원소

들이‥리튬과‥전기화학적‥합금화를‥나타낼‥수‥

있으나,‥리튬‥이차‥전지‥음극으로서‥심도‥있게‥

검토되고‥있는‥원소는‥사실‥몇‥개에‥불과하다.‥

그것들은‥규소,‥주석,‥알루미늄,‥안티모니,‥인‥

등이‥해당하는데,‥이는‥소재의‥가격,‥매장량,‥

그리고‥환경‥친화성‥관점에‥기인한다.‥이‥중에

서‥특히,‥규소‥(Si)와‥주석‥(Sn)은‥높은‥용량과‥

적절한‥저전위‥특성으로‥인해‥더‥많은‥관심을‥

받아오고‥있다.‥

리튬‥합금계‥음극을‥처음으로‥도입하여‥상

용화‥시킨‥리튬‥이차‥전지로는,‥일본‥마쯔시다

에서‥출시한‥동전형‥형태‥(coin‥type)의‥전지

를‥들‥수‥있다.‥이‥전지에서는‥납,‥카드늄,‥그

리고‥인듐‥간으로‥이루어진,‥비교적‥무른‥합

금물질‥(Wood's‥alloy)을‥음극으로‥채용하였

다.‥하지만‥리튬‥합금‥음극‥물질의‥가장‥큰‥문

제점인‥부피변화와‥그로‥인한‥음극의‥기계적‥

열화‥문제는‥그‥이후‥본격적이고‥폭‥넓은‥리

튬‥합금계‥음극‥리튬‥이차‥전지의‥상용화를‥어

렵게‥하였고,‥현재까지도‥그러한‥상황이다.‥리

튬‥합금계‥음극‥물질이‥리튬을‥저장할‥때,‥보

통‥200~300%‥이상의‥부피팽창을‥나타내게‥

되는데,‥이는‥현재‥상용화되고‥있은‥흑연‥음극‥

물질의‥10%‥내‥부피변화에‥의하면‥상당히‥높

은‥수치이다.‥부피변화의‥악영향을‥좀‥더‥자세

히‥설명하자면,‥다음과‥같다.‥리튬‥합금계‥음

극‥물질이‥반복적으로‥리튬을‥저장하고‥방출

할‥때‥부피변화가‥나타나며,‥이는‥리튬‥합금계‥

물질의‥크랙‥또는‥파단같은‥기계적인‥열화를‥

일으키게‥하고,‥이로‥인하여,‥활물질의‥미세한‥

전기적‥단락‥및‥전극‥자체의‥전기적‥네트워크

가‥허물어져,‥전극의‥임피던스를‥향상시킨다.‥

그‥결과로,‥전지의‥싸이클에‥따른‥용량‥감소

가‥나타나게‥된다.‥또한,‥입자‥파괴에‥의해‥새

롭게‥드러나는‥입자의‥표면에서는‥새로운‥전

해액‥비가역‥반응이‥일어나게‥되고,‥이러한‥싸

이클에‥따른‥반복적인‥현상은‥전지의‥장수명‥

또는‥안전성‥측면에서‥악영향을‥미치게‥된다.‥

(그림‥7)　　　

리튬‥합금계‥음극‥물질에‥대한‥연구는‥이

그림 6. 리튬합금이 가능한 원소별 이론 가역 용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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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970년대부터‥시작되었다.‥하지만‥앞서‥언

급한‥기계적‥열화‥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

다가,‥1997년‥일본‥후지‥ (Fuji)사의‥주석계‥

비정질‥복합음극‥물질이‥ (amorphous‥ tin‥

composite‥oxide,‥ATCO)‥개발되면서‥다시‥

본격적으로‥연구되기‥시작됐다.‥이‥ATCO‥소

재에‥있어‥핵심이‥되는‥기술적‥열쇠는‥나노기

술에‥있다.‥ATCO‥물질‥내‥리튬과‥반응하는‥핵

심‥원소인‥주석은‥나노크기의‥입자로서,‥이러

한‥나노‥입자‥주석의‥부피변화를‥완충할‥수‥있

는‥리튬‥이온‥전도체‥산화물‥내에‥존재하여,‥

리튬‥합금화에‥의한‥부피변화‥및‥이로‥인한‥기

계적‥열화를‥많은‥부분‥해결할‥수‥있었다.‥

3.2 소재 나노화

일반적으로,‥리튬‥합금계‥물질의‥나노‥구조

화는‥다음의‥몇‥가지‥장점을‥부여한다.‥첫째,‥

마이크로‥이상의‥크기에서‥속도론‥적으로‥일

어나지‥못하는‥반응을‥상온에서‥구현할‥수‥있

고,‥둘째,‥리튬의‥확산‥거리를‥줄여‥최대용량‥

구현‥및‥반응속도,‥즉‥전지의‥율‥특성‥또한‥향

상시킨다.‥셋째,‥합금화로‥인한‥상변화‥시‥발

생하는‥응력‥및‥변위‥정도를‥완화시켜‥리튬‥합

금‥입자의‥기계적‥파괴‥현상을‥완화시킨다.‥문

헌에‥의하면,‥일반적으로‥규소‥및‥리튬-규소‥

합금과‥같은‥취성(brittle)‥물질의‥파괴는‥크

랙‥첨단부‥(crack‥ tip)

에서‥ 전파되는‥ 전위

(dislocation)‥및‥그로‥

인한‥크랙‥형성에‥의해‥

나타나게‥되는데,‥이러

한‥소재의‥결정립‥크기

가‥20‥ nm‥이하인‥경

우,‥발생할‥수‥있는‥전

위는‥빠른‥속도로‥표면

으로‥전달되어,‥결정

립‥전체에‥걸친‥기계

적‥파손은‥거의‥나타나

지‥않는다고‥알려져‥있다.‥이론적으로‥크랙의‥

형성‥및‥전파는‥어느‥임계‥크기의‥결정립‥이상

에서‥나타나게‥되는데,‥이러한‥임계‥크기는‥통

상의‥나노‥크기의‥결정립‥보다‥큰‥값을‥보이므

로,‥입자‥및‥결정립의‥나노‥구조화는‥기계적‥

열화를‥억제하는데‥중요한‥기술적‥이슈가‥된

다.‥또한‥리튬‥합금‥소재‥내‥리튬‥농도의‥구배

(gradient)‥형성은‥농도에‥따른‥부피‥차이로‥

인해‥벌크‥크기의‥소재에‥있어‥기계적‥파괴를‥

유발하게‥된다.‥하지만,‥나노크기의‥결정‥구조

에서는‥빠른‥속도로‥확산‥농도‥구배가‥소멸될‥

수‥있어,‥농도‥구배‥차이에‥의한‥소재‥파괴현

상을‥완화시킬‥수‥있다.‥

하지만,‥나노‥구조화가‥항상‥장점만‥보여주

는‥것은‥아니다.‥수반되는‥단점으로는,‥첫째,‥

전극의‥밀도가‥감소할‥수‥있어‥전지의‥부피당‥

에너지‥밀도를‥낮출‥수‥있으며,‥둘째,‥나노‥크

기‥입자에‥의해‥높아진‥비표면적은‥전해액의‥

부반응‥및‥기타‥열적‥반응‥정도를‥증가시켜‥전

지의‥가역효율‥및‥안전성에‥문제를‥일으킬‥수‥

있다.‥셋째,‥입자가‥작아지기‥때문에‥전지‥제

조‥공정상의‥슬러리‥및‥전극제조‥단계에서‥균

일하고‥일정한‥전극‥형태를‥구현하는데‥어려

움이‥따른다.‥넷째,‥나노기술을‥적용한‥활물질

을‥생산‥하는데‥있어‥제조‥비용‥상승의‥문제점

이‥따르게‥된다.‥따라서‥나노구조‥리튬‥합금계‥

음극‥물질을‥연구,‥개발하는데‥있어‥이러한‥문

그림 7. 충방전 시 발생하는 실리콘 소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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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들‥또한‥같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현재까지‥연구‥개발된‥리튬‥합금계‥물질의‥

나노‥구조화는‥크게‥세‥가지‥형태로‥분류될‥수‥

있다.‥첫째,‥리튬‥활성/비활성‥나노복합‥물질‥

(active/inactive‥nanocomposite),‥둘째,‥리

튬‥활성원소로‥이루어진‥다상‥복합‥물질‥(all-

active‥multiphase‥composite),‥셋째,‥탄소

재와의‥복합‥물질이‥그것이다.‥리튬‥활성/비활

성‥나노복합‥물질의‥기본적인‥개념은‥리튬‥활

성‥물질이‥리튬과‥비활성인‥물질‥내에‥분포‥또

는‥균일하게‥복합화‥되어‥있는‥것으로,‥리튬‥

활성‥물질은‥전지‥충방전‥반응의‥중심‥역할을‥

하게‥되고,‥비활성‥물질의‥경우는‥활성‥물질의‥

부피‥팽창‥및‥수축에‥대한‥기계적‥완충‥작용,‥

활성‥물질의‥싸이클에‥따른‥응집‥현상‥억제,‥

또한‥경우에‥따라서는‥리튬‥이온‥전도체‥역할

을‥하게‥된다.‥리튬‥활성‥다상‥복합‥물질의‥경

우에는,‥상대적으로‥부피팽창이‥큰‥저전위의‥

리튬‥활성‥물질이‥충방전‥반응의‥중심으로‥작

용하며,‥상대적으로‥고‥전위에서‥반응하는‥리

튬‥활성‥물질은‥기계적인‥완충‥또는‥리튬‥이온‥

전도체의‥역할을‥하게‥된다.‥탄소‥복합체의‥경

우,‥흑연‥또는‥비정질‥탄소재가‥표면에‥코팅‥

또는‥복합화‥되어,‥기계적인‥완충‥작용‥및‥전

자/리튬이온의‥전도‥경로를‥원활하게‥해‥준다.‥

비교적‥탄소‥코팅‥또는‥복합체에‥대한‥연구가‥

많이‥진행되고‥있는데,‥앞서‥언급한‥높은‥전자‥

전도도‥및‥기계적‥완충‥작용이‥큰‥이유로‥여겨

진다.‥

3.3 최신 실리콘 나노소재 개발 및 해석 기술

현재‥가장‥상용화에‥가까운‥나노구조‥소재

로‥평가받고‥있는‥것은‥SiO로서,‥일본의‥히타

치-막셀‥(Hitachi‥Maxell)사에서는‥탄소가‥코

팅된‥SiO를‥음극소재를‥채용한‥(비롯‥5%미만

의‥소량이긴‥하나)‥고용량‥리튬‥이온‥이차전지

를‥출시한‥바‥있다.‥SiO‥물질은‥나노‥결정립의‥

Si이‥비정질‥SiOx‥(x는‥대부분‥2에‥해당)‥매트

리스(matrix)‥내에‥섬‥형태로‥분포하는‥미세

구조를‥갖고‥있어‥(그림‥8),‥충방전‥가역‥반응

에‥참여하는‥나노‥결정립‥Si의‥부피팽창‥및‥전

기/이온의‥원활한‥전달을‥SiOx‥매트리스‥물질

이‥효과적으로‥구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비교적‥높은‥용량과‥함께,‥우수한‥수명‥

특성을‥보여준다.‥하지만‥SiOx‥매트리스‥물질

이‥초기‥충전시,‥리튬과‥반응하여,‥Li2O‥또는‥

Li4SiO4와‥같은‥비가역‥상을‥형성하게‥되는데,‥

이는‥SiO-C‥물질의‥초기효율을‥낮추게‥되고

(그림‥8),‥따라서‥양극과‥짝을‥이루어‥전지를‥

구성하는‥경우,‥그‥전지의‥실질적인‥용량‥및‥

에너지‥밀도는‥많은‥향상을‥보여주지‥못한다.‥

이러한‥초기‥비가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탄

소와의‥효과적인‥복합화‥또는‥코팅,‥매트리스‥

물질의‥부분‥개질‥등이‥연구,‥발표되고‥있다.

그림‥9은‥실리콘/탄소의‥이상적인‥복합구조

라‥말할‥수‥있는‥소재의‥개념도와‥실제‥실험적

으로‥구현한‥연구결과를‥보여주고‥있다.‥탄소와

의‥치밀한‥네트워크‥형성‥및‥팽창‥완화를‥고려

그림 8.  SiO 음극소재 미세구조 및 초기 충방전 전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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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부‥기공‥구조‥그리고‥표면‥제어를‥모두‥포

함한다고‥할‥수‥있다.‥모델‥화합물의‥실험적‥구

현‥및‥성능‥확인이라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

으나,‥실제‥전지‥적용을‥위한‥실질적인‥실험평

가를‥추가로‥확인할‥필요가‥있으며‥제조‥공정‥

또한‥상용화‥관점에서‥

검토하여야‥할‥것이다.

실리콘을‥채용하는‥

리튬이차전지‥구현을‥

위해서는‥활물질‥외에

도‥극판‥구현에‥필요

한‥바인더‥소재에‥대

한‥새로운‥기술개발‥또

한‥매우‥중요하다.‥기

존이‥PVDF‥또는‥SBR

계‥바인더는‥부피변화

가‥흑연보다‥상대적으

로‥심한‥실리콘에‥부적

합하며‥(급격한‥수명열

화‥현상이‥관찰됨).‥새

로운‥기계적‥물성을‥보

이는‥신규‥바인더‥소재가‥필요로‥한다.‥현재‥

poly(acrylic‥acid)(PAA)계,‥carboxymethyl‥

cellulose(CMC)계,‥polyimide계‥바인더가‥

관심을‥받고‥있으며,‥이들의‥공통적인‥기계적‥

특성은‥기존‥바인더에‥비해‥높은‥강성(높은‥영

그림 9. 대표적 실리콘 나노구조 소재 [7].

그림 10.  실리콘계 음극 충방전 시 형상변화 모식도: (a) 일반 PVDF 바인
더, (b) PAA 바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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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및‥높은‥인장강도)과‥높은‥접착력을‥보여

주는‥것으로,‥실리콘‥활물질의‥부피변화에서‥

오는‥전극구조‥변화를‥최소화‥시켜‥전극의‥충

방전‥특성을‥유지하는‥것으로‥해석된다‥(그림‥

10).

소재‥및‥이를‥채용한‥전지의‥고‥에너지밀도

화는‥한편으로‥전지의‥안전성‥(safety)관점에

서‥trade-off를‥가져올‥수‥있다.‥실제‥높은‥용

량으로‥충전된‥실리콘‥소재는‥주위‥온도가‥올

라갈‥때‥전해액과‥매우‥심각한‥발열반응을‥보

이고,‥그로‥인해‥몇‥가지‥전지‥안전성‥평가에

서‥문제점을‥보여주는‥것이‥실제‥상용화‥개발

과제에서‥알려져‥있다.‥이를‥해결하는‥노력은‥

소재,‥극판,‥그리고‥전지‥구조‥등‥여러‥관점에

서‥접근될‥수‥있으나,‥에너지‥밀도와‥수명을‥

그대로‥유지하면서‥전지의‥안전성을‥확보하

는‥연구개발은‥향후‥예상되는‥난제라‥할‥수‥있

다.‥그림‥11은‥소재‥관점에서‥전지의‥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하는‥연구의‥한‥예로서,‥코어-셀‥

구조의‥나노선형‥실리콘‥복합체로,‥통상‥외곽

을‥형성하는‥물질로‥탄소를‥사용하는‥개념에

서‥벗어나‥전기‥전도성,‥이온‥전도성,‥기계적‥

강도,‥열적‥안전성‥등‥모든‥조건에서‥실리콘의‥

충방전‥및‥열적‥특성을‥확보할‥수‥있도록‥소재

를‥설계하고‥구현한‥것으로,‥TiO2-x를‥외곽‥셀‥

구조물질로‥적용한‥신규‥나노‥소재이다.‥산소

를‥일부‥결핍시켜‥이의‥기본‥전기‥전도도‥자체‥

또한‥확보한‥것으로‥이의‥충방전‥특성,‥부피변

화‥및‥발열‥특성이‥매우‥개선되었음을‥확인할‥

수‥있다.

한편,‥실리콘‥소재의‥기계적‥물성‥변화‥및‥팽

창에‥대한‥근본적인‥해석‥연구도‥중요한‥과제

라‥할‥수‥있다.‥전극의‥팽창‥및‥수축‥거동은‥상

용화‥연구에‥매우‥중요한‥이슈이며‥이를‥실시

간으로‥측정할‥수‥있는‥분석‥방법의‥구축과‥이

를‥통한‥거동‥해석은‥매우‥중요하다.‥그림‥12

은‥실시간으로‥실리콘‥음극의‥팽창과‥수축을‥

확인할‥수‥있는‥in‥situ‥dilatometry‥측정‥결

과로‥전극의‥기공특성이‥전지‥수명에‥미치는‥

영향을‥이를‥통해‥이해할‥수‥있다.‥또한,‥실리

콘‥결정구조에‥영향을‥받는‥비등방성‥팽창‥연

구결과는‥(그림‥13에서‥볼‥수‥있듯이,‥<110>

방향으로‥우선적‥팽창‥현상이‥확인되며‥이는‥

동일한‥방향으로‥리튬의‥용이한‥확산에‥의한‥

그림 11.  코아-셀 Si＠TiO2-x 나노선형 음극활물질 개
념도 [8].

그림 12.  실리콘을 채용한 전지풀셀의 충방전시 두께
변화 거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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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해석됨)‥실리콘‥활물질‥설계에‥중요한‥

정보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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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결정 방향성에 따른 실리콘 팽창거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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