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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리튬 이온 전지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을 위해 급속

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정된 이론적 용량으로 인하여 높아지

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용량

과 출력을 가질 수 있는 전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1].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각광받는 리튬-황 전지는 높은 이론 용량

(1675 mAh g-1)과 에너지 밀도(2600 Wh kg-1)를 가진다. 또한, 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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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해 전지의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

점을 가진다[2]. 그러나 황은 기본적으로 절연 특성을 가지며 반복적

인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의 상변화로 큰 부피 변화(~79%)가 일어

나기 때문에 양극재의 내구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진다[3]. 게다가, 
리튬-황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전이 진행되면서 황의 환원으로 

생성되는 가용성 리튬 폴리설파이드(Li2SX, 4 ≤ X ≤ 8)가 액체 전해

질에 용해되어 음극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리튬 폴리설파이드 

셔틀 현상’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리튬 금속 표면에 Li2S2 / Li2S의 불

용성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증착되어 활물질의 손실을 가져오고, 결과

적으로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전기화학적 성능을 가진 리튬-

황 전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유기 액체 전해질 시스

템을 고분자 전해질로 대체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5, 6]. 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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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가교성 작용기가 기능화된 사다리형 폴리실세스키옥산(LPMA64)을 합성하였고, 이를 액상 전해질의 
열 가교 공정에 활용하여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5 wt%의 낮은 LPMA64 고분자 가교
제 함량으로도 전해질 내 네트워크 구조가 잘 발달하여, 우수한 형태 안정성과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 전해질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하이브리드 겔 고분자 전해질이 적용된 리튬-황 전지는 안정적인 율속과 장수명 성능 및 높은 
쿨롱 효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완화된 리튬 폴리설파이드 셔틀 현상에 기인했다. 본 연구결과는 제조된 유기-무기 하
이브리드 겔 고분자 전해질이 리튬-황 전지 응용에 유망한 전해질임을 보여주었다.

Abstract
A ladder-like polysilsesquioxane (LPMA64) functionalized with a crosslinkable group was synthesized and used for the prepa-
ration of organic-inorganic hybrid gel polymer electrolytes through a thermal crosslinking process of the liquid electrolytes. 
A small weight percent of LPMA64 polymer crosslinker (5 wt%) was able to form a well-developed network structure, result-
ing in good dimensional stability with high ionic conductivity. The lithium-sulfur batteries fabricated with organic-inorganic 
hybrid gel polymer electrolytes exhibited stable C-rate and cycling performance with excellent Coulombic efficiency due to 
the alleviated lithium polysulfide shuttling effect during prolonged cycling.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organic-inorganic 
hybrid gel polymer electrolytes could be a promising candidate electrolyte for application in lithium-sulfur batteries.

Keywords: Gel polymer electrolyte, Polysilsesquioxane, Lithium-sulfur batteries, Ionic conductivity, Electrochem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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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와 리튬 염으로 구성되는 전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리튬 폴리설

파이드의 용해로 인한 셔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해질 시스

템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결정성이 높은 Polyethylene oxide 
(PEO)를 기반으로 제조되어 전해질 내 리튬 이온의 이동도가 제한을 

받아 넓은 영역의 온도에서 활용되기 어렵다[7]. 한편, 겔 고분자 전해

질은 앞서 언급한 전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문제점은 해결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해질 시스템으로서, 고분자 호스트에 다량의 액

체 전해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유기 액체 전해질에 

가까운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고분자 매트릭스에 의

해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셔틀 현상이 억제되어 비가역적인 용량 손실

을 완화할 수 있어 전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6]. 따라서, 겔 고분자 전해질의 도입은 리튬-황 전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화학적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유망한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겔 고분자 전해질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가교와 화학적 가교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물리적 가교 시에는 주로 Polyethylene 
oxide,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Polyacrylonitrile (PAN) 등의 유기 고분자를 고분자 매트릭

스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시간이나 열에 의해 구조가 붕괴되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조된 겔 고분자 전

해질은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교성 작용기가 포함된 물질을 활용하여 전

해질을 제조한다. 화학적 가교에 의해 제조되는 겔 고분자 전해질의 

특성은 가교제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교제의 선택

이 중요하며, 또한 가교제의 구조 제어를 통해 추가적인 이온전도도 

향상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형 구조의 Poly(phenyl-co-methacryloxypropyl) 

silsesquioxane (LPMA64)을 이용하여 화학적 가교에 의한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LPMA64는 사다리형 구조의 무기 Si-O-Si 이중 

주사슬로 구성되는 무기-유기 하이브리드 구조를 이루어 겔 고분자 

전해질에 기계적 견고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LPMA64에 존재하는 다

수의 가교성 작용기는 낮은 함량만으로도 효과적인 화학적 결합을 가

능하게 만들어, 높은 이온 전도 특성을 가지는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

조할 수 있다. LPMA64로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하였고, 형성된 고분자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리튬 폴리설파이드 

셔틀 현상을 완화하여 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반응을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LPMA64을 사용한 겔 고분자 전해질은 액상 전해질에 비

해 안정적인 리튬-황 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2. 실    험

3-Methacryloxypropyltrimethoxysilane (98%)과 Phenyltrimethoxysilane 
(98%)는 Shin-Etsu사에서 구매하였다. Potassium carbonate, Tetrahydro-
furan (THF), Azobisisobutyronitrile (AIBN, 98%), Lithium bis(trifluoro-
methylsulfonyl)imide (LiTFSI, 99.9%), Lithium nitrate (LiNO3, 99.9%), 
1,3-Dioxolane (DOL, 99%), 1,2-Dimethoxyethane (DME, 99%)은 
Aldrich사에서 구매하였다. 모든 시약들은 사용 전에 정제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LPMA64 고분자 가교제의 합성은 앞서 발표된 논문을 따라 진행되

었으며[10], 그 과정을 Figure 1(a)에 나타내었다. 200 mL의 둥근 바닥 

Figure 1. (a) Synthesis of LPMA64 and (b) preparation of gel polymer 
electrolytes (GPEs) through thermal crosslinking.

플라스크에 탈이온수(4.8 g, 0.266 mol), THF (82 g, 0.112 mol), 
Potassium carbonate (0.04 g, 0.292 mmol)을 교반하여 반응 용매를 제

조하였다. 이후 단량체 3-Methacryloxypropyltrimethoxysilane (7.94 g, 
32 mmol)과 Phenyltrimethoxysilane (9.52 g, 48 mmol)을 상온에서 7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렇게 얻어진 반응물을 methylene chloride와 

탈이온수를 활용한 추출 과정을 통해 정제하였으며, 건조과정을 거쳐 

하얀 가루인 LPMA64 26.3 g을 얻었다(95% 수득률). 제조된 고분자

의 구조는 NMR spectroscopy (BRUKER 400 MHz Germany)를 통해 

분석되었다. 1H NMR (CDCl3, ppm): 0.6−1.1 (t, SiCH2CH2CH2OCO 
CH2CH3, 2H), 1.4−1.6 (Si-CH2CH2CH2OCOCH2CH3, 2H), 3.2−3.4 (Si- 
CH2CH2CH2OCOCH2CH3, 2H), 1.3 (s, Si-(CH2CH2CH2OCOCH2CH3), 
3H), 5.2−5.4 (Si-(CH2CH2CH2OCOCH2CH3), 2H), 7.2−8.0 (m, Si(C6H5), 
5H), 29Si NMR (ppm): −64∼−70 ppm, −77∼−82 ppm. Mw = 43 000.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해 1 M LiTFSI와 0.1 M LiNO3가 

포함된 DME/DOL (1/1, v/v) 액상의 전해질에 LPMA64를 용해시키고 

라디칼 개시제인 AIBN을 첨가하였다. 이후 70 ℃ 오븐에서 8시간의 

반응을 거쳐 기계적 안정성을 가지는 겔 고분자 전해질이 제조되었으

며[Figure 1(b)], FT-IR (Thermo NICOLET IS50)을 이용하여 가교성 

작용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선형 점탄성 영역에서 Rheometer 
(Advanced Rheometric Expansion System, ARES)를 활용하여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유변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측정을 위해 stainless steel

로 제작된 blocking 전극을 활용하였다. 10 Hz-100 KHz의 주파수 범

위와 5 mV의 교류전압 진폭 조건에서 Impedance analyzer (SP150, 
Biologics)를 사용하여 전해질의 저항 값을 분석하였다. 전기화학적 

안정성은 stainless steel을 작업전극, 리튬 금속을 대전극 및 기준전극

으로 이용하여, 1.0 mV s1의 scan rate로 측정하였다. 겔 고분자 전해

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

고 황/탄소 복합체 기반의 양극을 활용하여 전지를 제조하였다. 양극

은 70 wt%의 황/탄소 복합 재료, 15 wt%의 도전제(Super P carbon) 
및 15 wt%의 바인더(PVdF)로 구성되었다. 황/탄소 복합체를 제조하

기 위해 80 wt%의 황과 20 wt%의 다공성 탄소(Ketjen black)를 155 
℃에서 24시간 열처리하였다. 알루미늄 집전체 위에 균일한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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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H NMR and 29Si NMR spectra of LPMA64.

슬러리를 코팅하여 전극을 제조하였으며, 진공 하에 건조한 다음 로

딩 레벨(loading level)이 약 1.0 mg cm-2인 양극을 만들었다. 위에서 

준비한 전극과 전해질을 상용 폴리에틸렌 분리막과 조립하여 리튬-황 

전지를 제조하였으며, 모든 전지는 수분과의 접촉이 차단된 아르곤 

가스가 채워진 글러브 박스(glove box)에서 조립되었다. 정전류 충-방
전 기기(원아테크, WBCS3000)을 이용하여 1.8-2.8 V의 전압 범위에

서 리튬-황 전지의 충-방전 사이클 특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리튬-황 전지의 전해질로의 응용을 위해 다수의 가

교성 작용기가 도입된 사다리형 polysilsesquioxane (LPMA64)을 활용

하여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고, 이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Figure 1(a)에 나타낸 방법과 같이 염기 촉매 하에서 가수분해

와 축합반응을 통해 고분자 가교제인 LPMA64을 합성하였으며, 1H 
NMR과 29Si NMR을 통해 LPMA64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Figure 2) 
1H NMR 분석에서 가교성 methacryloxypropyl 그룹과 구조적 안정성

을 위한 phenyl 그룹을 가지는 고분자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미축합 반응물인 Si-OH에 의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

았고, 29Si NMR에서도 미축합물인 T2 (alkyl-Si(OSi–)2OH) 구조에서 

관찰되는 -58 ppm 피크 없이 T3 (alkyl-Si(OSi–)3) 구조에 해당하는 -67 
ppm와 -80 ppm 피크들이 확인되었다[10]. 이를 통해 합성된 LPMA64
는 완전히 축합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전기화학적으로 불안정

한 하이드록시 그룹을 포함하지 않아 전지용 전해질 제조에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겔 고분자 전해질은 열에 의한 가교반응에 의해 제조되었다. LPMA64

의 양을 달리하여 액상 전해질의 겔화 특성을 조사하였고, 비교적 낮

은 LPMA64 함량인 5 wt% 조성에서 LPMA64와 전해액 간의 상 분리 

현상이 없이 균일한 겔 고분자 전해질이 제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LPMA64에 존재하는 다수의 가교성 작용기들이 공유결합으로 연결

되어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 결과로 판단되며[11], 액상 

전해질의 흐름성이 억제되어 유리병을 거꾸로 뒤집어도 누액이 없는 

안정적인 겔 상을 이루었다[Figure 1(b)]. 가교반응의 전과 후의 변화

를 FT-IR 분석을 통해 나타내었으며, Figure 3(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불포화 C = C 이중결합 피크가 열처리에 의해 유발된 가교반응

의 결과로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12].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동적 점탄성 특성은 유변학적 분석으로 평가하였다. Figure 3(b)에서 

나타낸 것처럼 측정된 저장 탄성률(G’)과 손실 탄성률(G’’)은 적용된 

Figure 3. (a) FT-IR spectra of GPEs before and after crosslinking 
process. (b) Rheological properties of GPEs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LPMA64.

Figure 4. (a) Ionic conductivity of GPEs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LPMA64 (b) Linear sweep voltammogram, (c) Cyclic voltammo-
gram, and (d) Representative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profile for 
GPE containing LPMA64 5 wt%.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으며, 저장 탄성률이 손실 탄성률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결과를 통해 고체와 유사한 거동이 지배적인 겔 고분자 전해

질이 제조됨을 확인하였다[13]. 또한, LPMA64의 함량에 따라 탄성률

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LPMA64의 함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저

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
는 구조적 차이로부터 해석할 수 있다.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의 밀도가 높아지고 더욱 강하게 결합하게 

되어 우수한 물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

의 발달은 전해질의 전반적인 이온전도도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

상이 된다. 
LPMA64의 함량에 따른 겔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변화를 

AC impedanc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4(a)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된 겔 고분자의 이온 전도도는 LPMA64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질의 이온전도

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σ는 이온 전도도, n은 

전하운반체의 수, µ는 이온의 이동도를 의미한다[14].

σ (T) = Σ n × q × µ (1)

LPMA64에 의해 생성된 네트워크 구조는 겔 고분자 전해질에 기계

적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온의 이동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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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PMA64 도입에 따른 단위 부피당 전하운반체 수의 감소는 액체 

전해질에 비해 이온 전도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낮은 함량인 5 wt%의 LPMA64만으로도 안정적인 구조의 겔 

고분자 전해질 형성이 가능하여 이온 전도도의 감소가 최소화되었으

며, 실제 전지 응용의 한계로 인식되는 1 mS cm-1보다 높은 이온 전도

도 값이 측정되었다. LPMA64 5 wt%를 활용하여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상온에서 선형 주사 전위법(LSV, 
Linear sweep voltammetry)으로 평가하였다. Figure 4(b)의 분석 결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튬-황 전지의 작동 전압인 1.8 V와 2.8 V 사이

의 영역에서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변화 없이 전류가 안정적으로 유

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이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리튬-황 전지에 적용하기에 충분함을 나타낸다. 
안정적인 전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의 높은 이온 전도

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 wt%의 LPMA64를 활용하여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리튬-황 전지를 제조하였고, 전
지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ure 4(c)는 Li/Li+의 전압 대

비 1.8-2.8 V 범위에서 0.1 mV s−1로 측정된 순환 전압 전류법(CV) 
결과를 나타낸다. 황에서 긴 사슬을 가지는 리튬 폴리설파이드로의 

전환 반응이 2.2 V에서 관찰되며, 더 낮은 전압인 2.0 V에서는 짧은 

사슬을 가지는 불용성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형성에 의한 환원 피크가 

나타났다. 한편, 2.4 V의 넓은 산화 피크는 짧은 사슬에서 긴 사슬 리

튬 폴리설파이드로의 전환에 기인한다[4]. 분석 결과 겔 고분자 전해

질은 리튬-황 전지에 적용 시에 부반응 없이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명확하게 구분되는 산화, 환원에 의

한 피크 관찰을 통해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이 전지 구동에 요구되

는 충분한 리튬 이온 전도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d)는 상온에서 0.1 C 전류 밀도 조건에 따른 전지의 충-방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방전 과정에서 분명하

게 발달된 두 개의 평탄 전압 영역과 충전 과정에서 하나의 평탄 전압 

영역이 관찰되며, 이는 앞서 분석된 순환 전압 전류법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전해질에 따른 율별 방전 특성 결과를 평가하여 Figure 

5(a)에 도시하였다. 비교적 저율인 0.1 C, 0.2 C와 0.3 C의 전류 밀도

에서는 액상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와 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전

지가 비슷한 방전 용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율속과 사이클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의 방전 용량이 안

정적으로 얻어지며, 초기값인 0.1 C의 전류 밀도로 돌아왔을 때에도 

높은 회복 용량을 나타내었다. 액상 전해질에 비해 낮은 겔 고분자 전

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고려할 때, 향상된 전기화학적 특성은 형성된 

겔 구조에 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

에 보고되어 있듯이, 겔 고분자 전해질의 네트워크 구조는 반복적인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의 부피 변화를 억제하여 전해질과 

전극 계면에서의 부반응을 줄이고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용출을 감소

시킬 수 있다[15]. 이에 따라 우수한 안정성과 전기화학적 특성이 얻

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b)는 0.1 C의 전류 밀도 조건에서 전

해질에 따른 전지의 수명 특성 결과를 나타낸다. 앞선 평가결과를 통

해 예측할 수 있듯이, 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가 액상 전해질

을 사용한 전지에 비해 안정적인 수명 특성과 높은 쿨롱 효율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가 안정적인 전기화학적 성능을 나

타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충-방전 테스트를 하기 전과 후 전지의 임

피던스 변화를 조사하였다[Figure 5(c), (d)]. 충-방전 테스트 이전의 

교류 임피던스 스펙트럼은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전해질 저항(bulk 

Figure 5. (a) Specific capacities at various C-rates for cells fabricated 
with liquid electrolytes as reference and GPEs containing LPMA64 5 
wt% (b) Cycling performance (c, 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 for reference and GPEs containing LPMA64 5 wt%, 
respectively.

resistance)과 전하 전달 저항(charge transfer resistance)에 의한 반원을 

나타내었고, 리튬 이온이 전극으로 확산하는 저항에 의해 낮은 주파

수 영역에서 비스듬히 선형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났다[16].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 충-방전 테스트 이전에는 액상 전해질과 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와 값의 저항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명 테스트 이후 전지의 계면 

저항의 변화가 관찰되며,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층을 포함하는 계면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반원 형태

의 저항이 나타났다[15, 17]. 액상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에 저항의 증

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충-방전 과정에서 리튬 폴리설파이드 셔틀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항의 증가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의 부반응물 생성 억

제를 통한 저항의 감소 결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완전히 축합된 구조를 가지는 폴리실세스키옥산 가

교제(LPMA64)를 합성하였고, 이의 화학적 가교반응을 이용하여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LPMA64에 존재하는 다수의 가교성 작

용기는 서로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5 wt%의 낮은 함량만으로 안정적

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동적 점탄성 거동은 네트워크 구조의 발달에 의존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은 리튬-황 전지의 구동 전압 

범위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함이 관찰되었고, 겔 고분자 전해질이 

포함된 리튬-황 전지를 제작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액

상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에 비해 안정된 수명 특성과 방전 용량이 측

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겔 구조가 반복적인 충-방전에 의한 양극의 

부피 변화와 전해질과 전극 계면에서의 부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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