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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 이온전지는 점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며 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작고
여유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도 배터리가 적용되기 위하여 과거에는 시도
되지 않았던 다양한 모양의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다. 복잡한 형상의 배
터리나 전극을 만드는데 기존의 전극 형성 방식인 전극 물질을 용매와
잘 섞어 슬러리를 형성한 후 집전체 위에 도포하는 방법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방식의 전극 형성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복잡한 표면에도 적용이 가능한 전기영동전착 방식을 전극 제작 방식으
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앞선 연구들이 이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활물질 혹은 활물질과 도전
재만을 전착하여 결착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방식의 한계로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뿐만 아니라 고분자를 함께 전착함으
로써 일반 전극과 같이 바인더가 포함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
전극을 전기영동방식을 통해 활물질로만 구성된 전극과 비교 분석함으로
써 시스템의 장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활물질은 충방전 시 부피변화가 큰 실리콘을 사용하여 바인더 적용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바인더로 사용한 키토산
은 바인더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전기영동전착 방식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활물질 또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고 전착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활물질로 사용한 실리콘과 바인더로 사용한
키토산을 함께 분산시켜 주었을 때 표면전하의 측정을 통하여 실리콘과
키토산의 전착 현상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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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키토산의 비율, 전착 시간을 달리해가며 활물질과 바인더 간의 비율,
전착량의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실리콘 단독 전착보다 훨씬 좋은 질과
양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극을 실제
로 구동시켰을 때 바인더와 함께 전착된 실리콘 전극이 실리콘만으로 이
루어진 전극에 비하여 수명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결착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녔던 전기영동전
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방식을 통해서도 바인더가 포함된 전극
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리튬이온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전기영동전착, 동시전착, 전기
분해, pH, 음극, 활물질, 바인더, 결합제, 실리콘, 키토산, 결착력,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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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리튬 이온전지는 점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며 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작고
여유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도 배터리가 적용되기 위하여 과거에는 시도
되지 않았던 다양한 모양의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LG화학
에서 이어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적용이 가능한 wire 형태의 배터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활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주석을
니켈과 합금 형태로 도금하여 전극을 구성하였다[3].
복잡한 형상의 배터리나 전극을 만드는데 기존의 전극 형성 방식인 전
극 물질을 용매와 균일하게 섞어 슬러리를 형성한 후 집전체 위에 도포
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간단하며 복잡한 표면
에도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전극 형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최근에는 여러 논문에서 전기영동전착 방식을 전극 제작 방식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활물질들을 전착시켜 전지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기영동전착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말한다. 고분자를 전착시키
는 방법이 이 중 하나이다. 20세기 초반에 개발되어 현재는 자동차 산업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포가 불가능
한 복잡한 모양의 자동차 차체에 부식을 방지하는 막을 코팅하는데 사용
되며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이 공정을 거쳐 생산되게 된다. 전착 원리는
다음과 같다[1]. 산성이나 염기성의 수계 용매를 사용하여 특정 작용기
를 가지는 고분자를 녹인 후 용액에 일정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전극 표
면에서의 물 분해 반응에 의한 전극 근처의 국부적인 pH 변화를 통해
고분자의 작용기에서 수소 이온이 탈착되어 고분자의 용해도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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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며 전극 표면에서 석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작용기
를 가지는 고분자, 안료, 염료 등을 전극 표면에 전착시킬 수 있다.
또한 용매 내에 입자를 분산시켜 전극 표면에 전착시키는 방식 역시
전기영동전착이라고 불린다. 입자는 용매 내에서 여러 원인으로 표면에
전하를 띠게 되며 서로 밀어내는 척력에 의해 침전되지 않고 분산을 유
지하게 된다. 이 때 용매 내에 전기장을 인가하게 되면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장에 의해 이동(전기영동)하여 전극 표면에 달라붙
는(전착) 원리로 전착이 일어난다[4]. 이러한 원리로 인하여 입자의 크
기가 일정 크기 이상보다 커서 입자간 척력보다 중력의 영향이 더 커져
분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는 적용이 불가능한데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활물질과 도전재, 바인더의 경우 입자 크기가 수 마이크로 사이즈
에 불과하므로 입자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공정이 불가능한 전
기영동전착에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전착물에서 반
데르발스 인력 외에는 입자들간의 인력을 제공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결착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연구들
이 전기영동전착방식으로 많은 양의 활물질을 전착시켜 사용할 수 없었
다는 점[5]과 거의 대부분의 활물질이 충방전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피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극형성 방법으로서 근
본적을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논문들에서도 1) 얇은 박
막으로 전극을 구성하거나 2) 충방전 시에 부피변화가 적은 활물질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피해나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뿐만 아니라 고분자를 함께 전기영동전착시킴으로
써 바인더로서 사용이 가능한 고분자를 입자형태의 활물질과 함께 전착
시켜 일반 전극과 같이 활물질뿐만 아니라 바인더도 포함된 시스템을 구
성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실제 전착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전착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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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였고 만들어진 전극을 전기영동방식을 통해 활물질로만 구성된
전극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장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활물질은 부피변화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바인더
적용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는 작은 배터리에 많
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휴대기기의 배터리 이슈와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바인더와 함께 올린 실리콘은 실리콘으로만 구성된 전극과 특성
비교를 해볼 수 있었는데 분석 결과 실제로 초기부터 빠르게 퇴화하는
실리콘 전극에 비하여 바인더와 함께 전착된 실리콘 전극이 일정한 용량
을 유지하며 충 방전을 지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전기영동전착 방식이 배터
리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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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 1. 리튬이온전지
리튬은 알칼리 그룹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다. 리튬의 표준 환원 전위
는 가장 낮은 -3.045 V (vs. NHE)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리튬은 높
은 energy density를 가진 전극 물질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리
튬 금속 자체는 높은 반응성이 있으며 수계 시스템에서 물과 격렬히 반
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전극물질에 리튬을 사용하는 시스템
은 유기계 혹은 무기계 중 비수계 전해질을 사용해 왔다. 전해질 내에서
리튬은 비수계 전해질과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면에서 추가적인 부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동태 피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리튬은 전기화학 전지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
다.[6, 7]
리튬이온전지(lithium ion battery)는 리튬 이온이 anode(negative
electrode)와 cathode(positive electrode) 사이를 충방전 과정 중에
이동하며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며, 몇 번이고 충방전이
가능하다. 1970 대에 계속적인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전지 배터리는
M. S. Whittingham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8]. 이러한 전지는 리
튬 금속과 titanium (IV) sulfide (TiS2)이 각각 음극과 양극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음극을 리튬 금속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1차 리튬 전지 이
후로도 지속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안전 문제가 치명적인 결점
중 하나였다. 충방전 과정은 리튬 금속 전극의 표면에 리튬 수지상
(dendrite)을 유발시켰다. 이 리튬 수지상은 분리막(separator)를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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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극에 닿아 셀의 내부 단락(internal short)를 유발시켰으며 이어
종종 열폭주를 일으키며 폭발하곤 했다. 리튬 금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리튬 이온의 가역적 삽입이 가능한 물질을 적
용하려고 노력했다. 1974년, 가역적인 NR4+이온의 삽입/탈리가 흑연에
서 가능함이 J. O. Besenhard에 의해 발견되었다[9]. 그는 리튬이온배
터리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시키고자 하였다[10, 11]. 이후 리튬 금속을
리튬 이온 삽입이 가능한 물질로 바꿈으로서 전지의 수명 특성과 안전성
은 대폭 개선되었다.
그 동안에, 리튬 금속이 음극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양극에서도 발
전이 일어났다. 전해질의 염을 제외하고는 리튬 이온의 source가 없기
때문이었다. J. B. Goodenough는 1980년도에 리튬이온배터리에 lithium
cobalt (III) oxide (LiCoO2) 를 적용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12,
13]. 리튬이온이 삽입되는 음극과 양극의 조합은 리튬이온전지의 완전
한 새시작을 알렸다. 즉, 하나의 전극이 리튬 이온을 내놓으면, 다른 전
극에 리튬이 삽입되는 것이다[14]. 이러한 리튬 이온 전달의 원리는 처
음으로 M. B. Armand에 의해 “rocking chair” system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5]. 1991 년, Sony는 탄소질 물질과 LiCoO2를 음극과 양극으
로 한 상업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출시했다.

2. 1. 1. 양극 활물질
리튬 이온 전지의 요소 중, 양극 물질은 전지 용량과 성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극 물질로 사용되는 층상 구조인 LiCoO2
는 Sony에 의하여 1991년 상용화 되었다. 층상 구조인 LiCoO2는 높은
구동 전압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리튬 이온 전도도, 용량을 가진다. 하
지만 높은 energy density와 power density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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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양극 물질의 개발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층상 구조인 LiNiO2 는
LiCoO2와 비교하였을 때 양극 물질 중 높은 용량을 가지나, 충방전시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전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용량이 작지만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낮은 가
격을 장점으로 하는 스피넬(spinel) 구조의 LiMn2O4은 고유의 용량 한
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고온에서 망간의 용해가 일어난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최근에는 olivine 구조의 LiFePO4 가 좋은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LiFePO4의 경우에도 낮은 전도도와
기존 양극 활물질의 평균보다 낮은 구동 전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
이라고 할 수 있다.

2. 1. 1. 1. 층상 구조(layered structure) 물질

층상 구조를 가진 리튬 전위 금속 산화물 (LiMO2)은 리튬 이온 전지
의 양극 물질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금속 산화물 들 중에
서, 층상 구조의 리튬 코발트 산화물인 LiCoO2는 가장 좋은 전기화학적
성능을 가진 물질로 고려되어 왔으며, J. B. Goodenough가 이를 1980
년대에 발견한 이래로 가장 넓게 사용되어져 왔다[12]. LiCoO2의 층상
구조(space group: R3m)의 unit cell은 CoO6 의 octahedral 층 사이에
리튬 원자 층이 자리하고 있다. 층상구조의 LiCoO2에서 리튬 이온이 제
거되면, 비화학량적 Li1-xCoO2 (0<x<1)이 형성되며, 이러한 결정학적인
구조는 리튬 함량에 따라 좌우된다[16, 17]. 그러나 가역적인 삽입/탈리
는 리튬의 함량이 반 이상일 때만 가능한데 이것은 충전 과정에서 Li1xCoO2의

x>0.5 일 때 결정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monoclinic 구조로 바

뀌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상변화는 LiCoO2의 이론 용량이
274 mA h g-1 임에도 불구하고 가역적인 용량을 약 140 mA h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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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V vs. Li/Li+ 까지 충전하였을 때)으로 한정 짓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LiCoO2의 단위격자 당 부피와 격자 상수 역시 리튬의 함량에
따라 변화한다. 리튬이 층상구조의 Li1-xCoO2의 x=0.5까지 없어지면
결정구조는 산소 원자 사이의 척력 때문에 c축으로 증가하게 된다[12,
18]. 4.3 V 이상에서는 (Li1-xCoO2의 x>0.5) Co의 산화보다 산소 가스
의 발생이 일어나며 가역적 용량의 감소가 유발된다. 게다가 활발한 산
소 발생은 LiCoO2의 구조 붕괴를 초래하며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것은
전지의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19].
층상구조인 리튬 니켈 산화물인 LiNiO2는 산화환원 전위가 0.25 V로
LiCoO2보다 낮아 전해질이 산화되는 문제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20]. LiCoO2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LiNiO2는 저렴하며 독성이 적고 고용량(200 mA h g-1 이상이 가능)이
다. 또한 리튬의 함량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화
학적인 특성이 높은 전위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그래도 아직 복잡한 합
성 방법, cation mixing, 낮은 열적 안정성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LiNiO2 상용화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서, Ni의 일부분을 Mn, Co나 Al으로 치환하거나, 표면에 Al2O3,
ZrO2를 코팅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21-23].

2. 1. 1. 2. 스피넬 구조(spinel structure) 물질

스피넬

구조를 갖는

리튬 망간

산화물인 LiMn2O4는 층상구조의

LiCoO2를 대체할만한 물질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24, 25]. 스피넬 구
조인 LiMn2O4는 높은 속도 특성(3-D host network), 낮은 가격과 독
성(Mn), 쉬운 제작방법(solid-state reaction) 등의 좋은 장점들을 많
이 가지고 있다. Space group이 Fd3m에 속하는 LiMn2O4는 cu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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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packed (ccp) array에서 O 원자는 32e 위치에, Mn과 Li는 각각
16d,

8a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Mn

원자는

O

원자에

대하여

octahedral coordination을 가지며, octahedral 구조의 MnO6은 3차원으
로 edge를 공유하여 Li을 삽입, 탈리 시킨다. 충전 과정 중에, 리튬 이
온의 농도가 감소하며 단위격자 부피는 등방 적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스피넬 구조의 LiMn2O4은 4.0 V vs. Li/Li+ 근처에서 2개의 plateau를
그리며 리튬이 탈리된다. LiMn2O4의 이론 용량은 150 mA h g-1로
LiCoO2 보다 낮으나 4 V 영역에서 3-D host network가 잘 작동한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Mn3+ 불균화(disproportionation) 반응에 의한 Mn 소
실, 충방전 과정 중 Jahn-Teller distortion, 온도 상승에 따른 HF
attack에 의한 Mn3+ 용해 등 셀 퇴화를 일으키는 몇 가지 문제점 들이
있다[26, 27].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이온 치환 (Al3+,
Ni3+, Co3+, Fe3+)이 제안되고 있다[28, 29]. 1~3가의 solid solution은
Mn 양이온의 평균 산화수를 증가시켜줄 수 있다. 또한 표면을 Al2O3,
AlPO4, ZrO2나 ITO로 코팅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
는 높은 온도에서도 LiMn2O4의 스피넬 구조 안정성과 수명 특성을 증가
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다[30-32].

2. 1. 1. 3. 올리빈 구조(olivine structure) 물질
올리빈 구조의 LiFePO4는 최근에 뛰어난 구조 안정성과 170 mA h g1

에 달하는 높은 용량으로 각광받고 있다[33]. Space group으로 Pnma

를 가지는 LiFePO4는 hexagonal close-packed (hcp) 구조에 O 원자
가 배치되어 있고 Fe 원자가 산소 원자에 ocathedral coordination을
가지며 배치되어 있다. Octahedral 구조의 FeO6는 tetrahedral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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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4와 O의 꼭짓점을 공유하며 다른 tetrahedral 구조의 PO4와 edge를
공유하며 연결되있다. Fe 기반의 물질 중에서 LiFePO4는 Fe3+/Fe2+ 산
화환원

전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었다.

Polyanion인

(PO4)3-와의 강한 공유결합은 Fe-O 공유결합을 감소시켜서 LiFePO4
에서 Li의 Fermi level 아래까지 Fe의 산화환원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
서 LiFePO4에서 Fe3+/Fe2+ 산화환원 전위는 약 3.4 V vs. Li/Li+ 근처
에서 형성된다[33, 34]. LiFePO4의 구조적 화학적 안정성은 놀랄 만큼
뛰어나지만 단점도 있는데, polyanion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일반적
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 낮은 전도도와 리튬의 삽입/탈리 경로가 1차원
이기에 보이는 낮은 이온 전도도가 바로 그것이다[35, 36]. 전기 전도도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탄소나 은 나노입자를 도전재로서 코팅하거나 이
종 원소를 도핑 시키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LiFePO4를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리튬 이온 전도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방안들도 존
재한다.

2. 1. 2. 음극 활물질
리튬 이온전지 개발 초기에는 리튬 금속이 음극재로서 사용되었다. 리
튬 금속의 이론적 용량은 3800 mA h g-1 이다. 하지만 리튬 금속의 낮
은 녹는 점과 좋지 않은 가역성은 배터리 시장의 발전을 저해시켰다. 특
히 충방전시 리튬 수지상의 형성은 내부 단락을 유발시켰다. 하지만 리
튬 삽입 물질로서 탄소질 물질의 적용은 리튬 금속의 안전 문제를 성공
적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탄소질 물질은 리튬 금속만큼이나
낮은 구동 전압과 좋은 구조적 안정성, 좋은 수명특성을 지니고 있다.
탄소질 물질 중에서, 흑연(graphite)는 음극 물질 중에서 가장 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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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물질이며 흑연의 이론 용량은 372 mA h g-1 이다. 흑연의 고유한 용
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리콘(Si)과 주석(Sn) 기반의 물질 같은
합금계 물질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합금계 물질의 단점 중 하
나는 alloying/de-alloying 과정 중에 급격한 부피 변화를 겪는다는 점
이며, 이는 활물질의 pulverization, 전기적 단락, 낮은 수명특성을 유발
시킨다. 이러한 리튬 합금계 물질의 단점은 상업화를 위하여서 개선되어
야만 한다.

2. 1. 2. 1. 탄소질 물질

탄소질 물질은 크게 흑연계와 비 흑연계 (hard carbon, soft carbon)으
로 나눌 수 있다. 흑연은 리튬이온전지에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흑연의

이론용량은

372

mA

h

g-1

(LiC6)

이며,

리튬이온을

“intercalation” 반응을 통하여 흑연의 interlayer 내에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리튬 이온의 intercalation은 solid-state diffusion에 의해 진행
된다. 그러므로 흑연의 전기화학적 반응 속도는 liquid-phase diffusion
또는 EDLC의 double layer charging reaction으로부터 오는 표면 반응
보다 더 느리다. 결정성 흑연은 basal plane (perpendicular to c-axis)
과 edge plane (parallel to c-axis)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흑연의 이방
성은 각각의 plane에서 전기화학 반응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basal
plane은 반응성이 없으며, edge plane은 큰 반응성을 지니게 된다. 즉,
리튬

이온은

주로

basal

plane의

결점이나

edge

plane에서

intercalation된다. 리튬 이온의 intercalation 반응은 0.3 V (vs. Li/Li+)
아래에서 일어나게 되며, intercalation 된 리튬 이온은 리튬 삽입 과정
동안 LixC 복합체를 형성한다. Intercalation 된 리튬 이온 농도가 낮으
면 리튬 이온은 인접 흑연 층에 삽입되지 않고 스스로 layer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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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튬이온층과

흑연

층의

배열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Intercalation 된 리튬 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서 LiC6의 최고 값에 도달
하게 되면, 리튬이온층과 흑연 층은 차례로 배열되게 된다. 이러한 리튬
이온 intercalation 과정을 “staging”이라고 부른다[37, 38].
비

흑연

계

탄소는

hard

(non-graphitizable)

carbon과

soft

(graphitizable) carbon으로 나뉜다[39]. Hard carbon은 열경화성의
resin이나 유기 복합체의 탄화에 의해 합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hard
carbon은 3 차원 구조의 무질서하게 가교된 흑연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구조 때문에 hard carbon은 2500 oC 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도 흑연화되기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soft carbon의 흑연 층은
상대적으로 평행히 잘 배열되어 있어, 2500 oC 이상의 열처리로 soft
carbon의 흑연화가 가능하다. 흑연과 비 흑연계 탄소의 구조적 차이는
반응 메커니즘의 차이를 유발한다. 비 흑연계 탄소의 경우, 결정화된 흑
연 층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intercalation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흑연계 탄소는 굉장히 많은 micro pore
들을 가지고 있으며 흡착 또는 클러스터 형성으로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40, 41].

2. 1. 2. 2. 리튬 합금계 물질

기존의 흑연 음극 물질을 대체하고 리튬이온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서 리튬 합금계 물질 (Al, Si, Sn, Pb, In, Bi, Sb and Ag)들은 계
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42-44]. 보통 리튬 합금계 음극 물질은 주석
과 실리콘 기반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합금계 물질은 충전 과정에서 리
튬과 반응하여 합금을 형성하며 방전과정동안 다시 금속으로 돌아간다.
Alloying/de-alloying 반응은 꽤 가역적기에, 합금 기반 물질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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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전지는 낙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리튬-금속 합금 복합체는
흑연(372 mA h g-1 for LiC6)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가진다. 주석 기반
복합체의 경우, 주석은 리튬과 반응하여 Li22Sn5 합금을 형성하며 이것
의 용량은 900 mA h g-1이다. 유사하게, 실리콘의 경우 Li15Si4 (3580
mA h g-1, 상온 기준) 합금을 형성한다[45]. 리튬 합금계 물질은 충방
전 과정 중에 큰 부피 변화를 가지며 이 부피 변화는 100 % 에서 400 %
까지 이루어진다[46]. 이러한 심한 부피 변화는 활물질의 pulverization
을 유발하여 전기적 단락을 유발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
자 사이즈 감소, 복잡한 구조체 도입, thin-film 제작, 전해질 첨가제 도
입 등 다양한 접근법들이 존재하고 있다[47-49].

2. 1. 3. 전해질
전해질에서, 리튬 이온은 용매화(solvation)되고 용매화된 이온은 충방
전 과정 중에 양극(positive electrode) 또는 음극(negative electrode)
에서 반대 전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질은 리튬
이온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interface에서 전기화학적 반응
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전해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i) 높은 이온 전도도 (ii) 높은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 (iii) 넓은 전위창
(iv) 넓은 온도 구동창 (v) 낮은 가격.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되는 전
해질은 일반적으로 유기 용매와 리튬 염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해질의
특징은 이 유기 용매와 리튬 염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1. 3. 1. 유기계 용매

리튬 이온전지의 구동 전압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수계 전해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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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기계 전해질이 사용되며 특히 카보
네이트 기반의 전해질이 리튬 이온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된다. 용매는 리
튬 염을 잘 녹여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져야 하며 또한 리튬 이온과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극성(polarity)은 높으며 비양성자성
(aprotic)을 가진 용매가 선호된다. 높은 이온 전도도는 용매가 높은 유
전율과 낮은 점도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유
전율을 가진 용매는 높은 극성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고리형 카보네이트 (high dielectic constant)
와 선형 카보네이트 (low viscosity)를 함께 섞어 쓰는 것이다. 고리형
카보네이트인 Ethylene carbonate (EC)와 propylene carbonate(PC),
선형 카보네이트인 dimethyl carbonate (DMC), diethyl carbonate
(DEC), ethyl methyl carbonate(EMC)가 일반적이다[50]. EC는 높은
유전율 같은 적당한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흑연 전극에서 좋은 SEI
former를 형성한다는 특성을 지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리형 카
보네이트이다. 선형 카보네이트는 목적에 따라 단독 혹은 함께 사용된다.

2. 1. 3. 2. 리튬 염(Lithium salts)

리튬 염(Lithium salts)은 리튬 이온을 형성하고 전해질 내에서 리튬
이온과 함께 이동(migration)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리튬
염은 유기계 용매에서 잘 용해(dissolve)되어야 한다. 리튬 염의 분해
(dissociation)는 anion의 특성, 특히 큰 사이즈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리튬

염의

분해(dissociation)

정도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Li(CF3SO2)2N > LiAsF6 > LiPF6 > LiClO4 > LiBF4 > LiCF3SO3[50,
51]. 반면에 리튬염은 독성이나 열적, 화학적 안정성, 낮은 Al 부식 정
도 등과 같은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리튬 염 중에서 LiPF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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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전지에서 가장 적합한 리튬 염이다.

2. 2. 전기영동전착
전기영동(electrophoresis) 현상은 19 세기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40
여년 전부터 전통 세라믹 기술영역에서 사용되었다[52]. 전기영동전착
(electrophoretic deposition)은 크게 두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단계로, 액체 서스펜션 내의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장의 영향하에 전극
방향으로 이동(전기영동, electophoresis)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로 입
자가 전극 표면에 상대적으로 밀도 있고 균일한 전착물 혹은 필름을 형
성(deposition)한다. 전기영동전착 후의 단계 또한 일반적으로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는 전착물의 밀도를 높이고 공극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열처리(소결) 과정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전착 단계를 이용해 입자 형
태의 물질들은 이론적으로 모두 전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전기영동전착은 적당한 사이즈 이하의 입자 (< 20 μm
) 혹은 콜로이드 서스펜션의 형태를 갖는 고체 입자이면 거의 적용이
가능하다[53]. 실제로 전기영동전착 방식을 이용한 물질을 찾아보면 금
속, 고분자, 카바이드, 산화물, 질화물 등 다양한 입자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52, 54, 55]. 또한 단순한 전기장에 의한 입자의 이동 및 전착
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착물의 형태나 모양이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다양한 형태를 갖는 피전착물에 간단한 방법으로 전착이 가능하다는 이
유로 산업 영역에서 많은 전착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전기영동전착이 발
견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서도 현상에 대한 확실한 메커니즘이 규
명되지 않은 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모양과 구조를 갖는 마이크로 구조의 새롭고 복잡한 재료 조합
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영동전착 기술의 잠재력은 점점 재료 과학자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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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2. 2. 1. 전기영동전착의 원리
전기영동전착의

근본적

원리는

주로

DLVO(Derjaguin-Landau-

Verwey-Overbeek)이론과 직류 전기장 내에서의 입자 이중층 찌그러
짐 현상의 뼈대 안에서 학문적으로 광범위하게 고려되었다[54]. 하지만
여기에도 전착의 키네틱과 입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이론
들이 있으며[54, 55], 추가적인 모델링과 이론상의 시도들이 있어왔다.
수치학적 시뮬레이션도 전기영동전착 과정 중 전극 표면에 전하를 갖
는 입자의 전착 형성을 최근에 모델링하는데 처음 사용됐다[56, 57]. 이
러한 연구들은 전착 과정중에 입자 주변의 변화간의 상호작용에 통찰력
을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 실질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전기영동
전착 기술의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영동전착 과정 중
콜로이드 필름의 형성에 관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연구가 Sarkar에 의해
수행되었다 [58]. 그들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카 입자를 전착시키
면서 전착 시간을 달리해가며 실리카 입자 층의 nucleation과 성장을
molecular-beam epitaxy를 통해 필름을 성장하는 것과 비교하였다. 이
것은 전기영동전착 필름의 성장 키네틱에 관련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
고 미세구조에 관한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험의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현실적인 타당성을 다루는 근본적인 연구로는 Ferrari에 의한 연
구가 있으며, 수계 서스펜션에서의 전기영동전착과정 중 전극에서 일어
나는 갈바닉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59].
하지만 분석문헌들은 전기영동전착방식에는 추가적인 이론적 연구와 모
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실험적 연구들은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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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불만족스럽고 시간 소모적이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실험들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전기영동전착 프로세스와 관련된 변수와
전착 특성을 이어주는 예견적인 모델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기영동전착 프로세스와 관련된 수치적 시뮬레이션은 아직도 많은 부분
들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2. 1. 1. 메커니즘

EPD(electrophoretic deposition)가 오래된 공정일지라도, 전착물이
형성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했다.

Hamaker와 Verwey의 의견에 따르면[60], EPD로 형성된 전착물은 중
력에 의하여 형성된 퇴적현상과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전
기장에 의하여 다가오는 입자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은 입자를 입자간 척
력을 극복하게 만들어 전착이 가능하게 만든다.
Koelmans [61]는 전극 바로 앞에서의 ionic strenght의 증가분을 계
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때의 ionic strength가 서스펜션의 응집에 필요
한 양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전착물 내에서 입자간 척력
의 감소와 응집은 전해질의 농도의 증가에 의해서 일어난다. 전극 가까
이에서 전해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착은
어떠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Methanol 내에 분산되어 있는 MgCO3 입자의 경우에도 전압이
인가되자마자 전극 표면에 석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
압 인가 후 전압을 끊은 이후에는 약간의 임계시간 후엔 입자가 전극 표
면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1]. 이 임계시간의 정도는
보조전원에 인가된 전압에 반비례하게 된다[61]. 임계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종종 발견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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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on은 입자가 전극이나 전착물과의 접촉을 통하여 neutralize된다고
설명한다[62]. 한편 Sarkar와 Nicholson [54]는 움직이는 입자의
double layer는 이동방향으로 일그러지게 되고 이로써 double layer의
앞부분이 얇아진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counter ion이 입자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전착물 내의 이온 농도가 서스펜션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온들은 전착물 방향으로 들어오는 이온들과 결합하여
원래 염으로 재형성되게 되며, 이는 전착물 내의 입자의 double layer를
얇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얇은 double layer를 가지며 전착 방향으로
들어오는 입자는 전착물 내의 얇아져 있는 double layer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척력이 약해져 있는 입자를 만나게 됙므로, 입자가 이러한
repulsion barrier를 극복하고 증착할 수 있게 한다.
전착 메커니즘에 대하여 가장 좋다고 알려진 서스펜션의 종류는 입자
가 입자 위에 흡착된 금속 이온에 의하여 positive charge를 갖게 할 때
이다. Mg(NO3)2, La(NO3)3, Y(NO3)3, MgCl2, AlCl3와 같은 금속 이온들
은 염을 넣어주는 형태로 서스펜션에 도입되게 된다. 만약 전류가 이러
한 염을 갖는 용액을 통해 흐르게 되면 hydroxide가 형성되는 것이 관
찰된다[63-65]. 만약 iso-propyl alcohol과 같은 용액에 물의 비율이
5 vol% 미만이라면, 주요 전기화학반응 생성물은 Mg(NO3)2, Al(NO3)3
과 같은 alkoxide가 형성된다[64]. 이러한 서스펜션으로부터 형성된 전
착물의 분석은 전착 과정 중 또한 형성되는 hydroxide에 관하여 밝히는
것이다[66]. 또한 이러한 hydroxide에 의한 결착이 전착의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Hydroxide는 alkoxide보다 더 좋은 결착력을 제공한다고 알
려져 있고[64] 한정된 물을 사용함으로서 더 좋은 결착력을 갖는 코팅
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결과 입자의 전착물이
전극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유도되고, 전극과 떨어진 부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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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Brown과 Salt
는 ethanol에서 AlCl3에 의해 표면에 전하가 인가된 Al 입자를 전착시
켰을 때 전착이 전극 앞에 설치된 porous한 membrane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cathode 표면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67].
그러나 이러한 salt가 없을 때에도 EPD반응은 전극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methanol에 분산된 MgO 입자가 전극 앞의 porous
한 membrane에서 전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67], 산을 첨가한
ethanol에 분산된 AlO3 입자가 cathode로 사용한 graphite 전극 앞의
dialysis memebrane에 전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8]. Hydroxide
형성 메커니즘은 상당한 양의 실험적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것 혼자만으로 전착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물을 용매로 사용하면 특정 작용기를 갖는 레진을 전기영동전착
을 이용하여 전극 표면에서 석출시킬 수도 있다. Koelman은 앞에서 설
명한

그의

응집

메커니즘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물의

전기분해가

insoluble하거나 non-ionized된 생성물을 형성할 뿐 전극 표면에서 전
해질의 농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61]. 하지만 그는 단지
oxide, proton, hydroxyl ion과 potential determining ion에 관해서만
주장하였을 뿐이다. 만약 물의 전기분해 과정동안 전해질의 농도가 전극
근처에서 바뀐다면, 입자의 표면 전하와 입자간 척력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착은 전극에서 일어나는 pH 변화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AlCl3와 같은 염이 없을 지라도 전극
과 떨어진 membrane에서 전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메커
니즘에 반드시 모순이 된다고 할 순 없다. Sheppard는 membrane 위에
서 rubber의 EPD에 대한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anode 쪽의 membrane
면은 점점 alkaline해지고, 반면에 cathode 쪽의 membrane 면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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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ic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69].

그는

수소

이온의

증가가

membrane과 같은 표면 위에 rubber가 전착되는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착이 pH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임계
시간이 pH가 충분히 변화하기 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Pierce는 resin의 cathodic EPD가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고 주장했다[70]. 그는 amine group을 가진 resin이 전착되기 위해서는
전극 표면에서의 hydroxyl ion이 ammonium hydroxide가 형성되는 용
해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값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RESIN – NH3+][OH-] = Ksp

게다가 화학적 반응과 migration이 없이 cathode에서 hydroxyl ion
의 농도가 일정 전류 밀도가 가해지는 교반이 없는 전해질 내에서의 시
간의 제곱근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생성물에
대한 임계 시간과 전류밀도의 제곱근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일정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예측은 실험적인 결과들에서도 쉽게 찾
을 수가 있다[70].
이렇게 물을 용매로 하는 반응은 산업적인 EPD 공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물의 전기분해 반응에서 기인한 용액의 pH 변화
를 통하여 전착하고자 하는 고분자(resin, 색소나 필러 같은 고상의 물
질을 포함하거나 그 자체)를 non-ionized 되거나 insoluble하게 만들어
집전체 표면에 전착하는 공정들이 존재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반응은 pH에 따라 용해도가 결정되는 특정 작용기를
가진 고분자를 전착하는 공정이다. 특정 작용기는 EPD 공정에 따라 달
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anode에 전착이 일어나는 전기영동전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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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ic EPD라고 하며 anodic EPD의 경우 carboxyl group(-COOH)이
사용되며 염기성 서스펜션에 이온화된다. 또한 cathode에 전착이 일어
나는 cathodic EPD의 경우 amine group(-NH2)이 사용되며 산성 서스
펜션에 이온화되어 사용된다. 고분자 내의 이온화 된 작용기는 산이나
염기와의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며 염을 형성하게 된다. 고분자의 표면
전하는 이온화된 작용기의 화학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이렇게 준
비된 서스펜션에 직류 전압이 가해지게 된다. 수계 용액에서의 전기 전
착이 일어나는 동안 일어나게 되는 일차적인 전기화학반응은 물의 전기
분해가 있다.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양 극단의 전극에서
모두 발생하게 된다.

Anode(+): 2H2O → O2(gas) + 4H+ + 4e
Cathode(-): 4H2O + 4e → 4OH- + 2H2(gas)

Anode에서 일어나는 anodic EPD의 경우, 높은 pH에 의해 이온화 되
어있던 물질이 전착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러한 음전하
를 띠는 음이온은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anode 표면에서 양전하를 띄는
수소 이온(proton)과 반응한다. 이렇게 완전히 protonated 된 물질은
전하가 사라지며 (charge destruction)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어 용액에
서 석출되어 anode 표면에 전착된다.
이러한 반응과 유사한 반응이 cathode 표면에서도 일어난다. 산 용액
내에서 protonated 되어 있었던 물질은 cathode 표면에서의 물의 환원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hydroxyl ion과 반응하여 de-protonation 되며
전하를 잃어(charge destruction) 전극 표면에서 석출되게 된다.
즉, 각각의 anodic EPD 반응에서는 음 전하를 띄는 물질이 양 전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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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anode 전극 표면에 전착되게 되며, cathodic EPD 반응에서는 양
전하를 띄는 물질이 음 전하를 띄는 cathode 전극 표면에 전착되게 된
다. 이러한 전착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이 정리된 내용을 Table 1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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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action during electrophoretic deposition in aqueous suspens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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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전기영동전착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려
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수계 기반의 EPD의 경우 이러한 입자가 서스
펜션마다 다른 pH 내에서 proton의 흡/탈착에 의해 표면에 전하를 갖게
되고, 전극 근처나 membrane에서 전착이 진행되며 입자의 표면 전하가
감소하며 전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비수계 기반의 EPD 유형으로는 금
속 이온 또는 charge additive의 흡착에 의해 전하를 갖게 된 입자의 경
우를 들 수 있으며, 금속 이온의 흡착을 사용한 경우 흡착된 금속 이온
이 전하를 띄지 않는 metal hydoxide로 전환될 수 있는 반응들이 전극
에서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전극 앞에 위치한
membrane에서 전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alt를 사용하여 입자에 전하를 인가하는 방법은 아마도 독립된 물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코팅을 만드는데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다른 charge
additive 혹은 polyelectrolyte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입자에 전하
를 인가하는 방법이 사용 된다면 [71], 전착은 이러한 물질들의 전하
소실 반응들이 필요할 것이다.
전류에 의한 pH의 변화로서 전하 소실이 일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매
력적일지라도, 이러한 변화가 액체에서는 매우 멀리 확장되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하지만, 전착물의 성장을 통해 전극에서 이온의 이
동에 대류의 기여를 통한 변화는 액체에 추가적인 pH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전착물의 근처에서의 입자의 농도 증가가 proton
의 흡/탈착으로 대전된 입자의 평형 표면 전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Vandeperre는 산화물 입자로 구성된 서스펜션에서 입자 표면의 site 개
수에 따른 zero charge까지의 pH 변화를 계산해내었고 zero charge 방
향으로의 pH 변화가 전착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72]. 게다가,
Sarkar와 Nicholson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54], 다가오는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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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layer가 머리 방향으로 얇아진다는 사실은 전착과 관련되어 어
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아무것도 완벽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을 지라도, EPD로는 거의
어떠한 물질이든 전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PD에 관한 많은 논문
들이 전착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확실한 메
커니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을지라도, EPD는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가전압이나 전류 같은 전
착에 관련된 parameter와 서스펜션의 최적 조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실험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아직도 더 많은 전착 메커니즘에 관련된 이
해가 필요하다.

2. 2. 1. 2. 전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입자 크기
입자의 크기는 전기영동전착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값을 가진다. 전
착 방식에서 가장 적합한 구체적인 입자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없을지
라도, 다양한 입자를 전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전착 필름을 얻을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1~20 μm 범위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53]. 하
지만 이 밖의 범위의 입자들이 전기영동전착으로 전착되지 않는다는 의
미는 아니다. 입자들의 크기는 입자가 완벽히 분산되어 있고 균일한 상
태를 유지하며 매끈한 전착필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큰 입자의 경우, 중력에 의하여 입자들
이 침전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닌다. 이상적으로, 전기영동에
의한 입자들의 이동도는 반드시 중력 값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침전이 일어나는 큰 입자의 서스펜션에서는 균일한 전착 필름을 얻기 힘
들어진다. 또한 이런 필름에서는 전착물의 수직방향으로 윗부분은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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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부분은 두꺼운 두께 구배가 형성된다. 추가적으로, 큰 입자의 서스
펜션에서 일어나는 전기영동전착의 경우, 굉장히 큰 표면 전하 값이 얻
어질 뿐더러 전기이중층이 입자 크기에 비례하여 크다. 또한 입자의 크
기는 건조 중에 전착 필름의 깨짐에도 영향을 미친다[73].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 때 필름의 깨짐 현상이 감소한다.

2. 용매의 유전율
John H. Kennedy는 beta-alumina 서스펜션을 다양한 유기계 용매에
서 연구해보았고 그 결과 용매의 유전율과 서스펜션의 전도도가 전착물
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하였다[74]. 또한 유전율 범위가 12-25 사
이에 있는 용매만이 전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얻을 수 있었다. 유전율
이 너무 낮은 경우, 전착은 충분치 못한 dissociative power 때문에 불
가능하며,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경우, 높은 이온 농도가 입자의 이중층
(double layer) 크기를 감소시켜 전기영동 이동도(electrophoretic
mobility)가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났다. 그 결과, 용매의 이온 농도는 반
드시 낮아야 하며, 유전율 또한 높지 않아야 한다. 용매의 점도와 유전
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서스펜션의 전도도
Ferarri와 Moreno는 서스펜션의 전도도가 EPD 실험에서 반드시 고
려되어져야할 key factor라고 주장했다[75]. 만약 서스펜션이 너무 전
도도가 좋으면 입자의 이동도가 매우 떨어지고, 반대로 서스펜션의 전도
도가 너무 안 좋으면 입자는 전기적으로 전하를 띄고 안정성(stability)
이 감소한다. 또한 온도와 polyeletrolyte의 증가는 서스펜션의 전도도
를 증가시킨다. 그들은 분산제의 함량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전도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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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좁은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구간을 벗어나는 전
도도는 EPD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도도의 최적화 구간은 시스템
마다 모두 달랐다.

4. 서스펜션의 점도
Casting 공정에서는 점도가 주요 변수이다. 물론 EPD 공정에서도 점
도는 중요한 변수이며 EPD 공정에 사용되는 서스펜션에서 요구되는 특
성은 낮은 점도와 높은 유전율, 낮은 전도도 정도이다.

5. 표면 전하
입자의 표면 전하(zeta potential)는 EPD 공정에서 주요한 변수이다.
서스펜션의 입자에 높고 균일한 표면 전하를 인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하다. 표면 전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i) 입자간 척력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서 서스펜션을 안정하게 형성 (ii) EPD 공정에서 입자의 이
동 속도(migration velocity)와 방향을 결정 (iii) 좋은 전착물 형성을
결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도에 대하여 서스펜션에서 개개 입자들 간
의 interaction 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interaction에 영향
을 주는 두 가지 메커니즘(mechanism)이 있는데 하나는 electrostatic
이며

하나는

van

der

Walls

force이다.

분산된

시스템의

응집

(coagulation)은 이 두 가지 힘의 벡터값이 좌우한다. 입자의 높은 표면
전하로서 기인하는 높은 electrostatic repulsion은 입자들 간의 응집
(agglomeration)을 막는데 필요하다. 또한 이 표면 전하는 좋은 전착물
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끼친다. 전착물의 형성 과정에서, 입자들은 서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인력이 증가하게 된다. 입자의 표면 전하가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 간의 거리에서도 입자들 간 응집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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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전착물이 다공성(porous)을 띠거나 스펀지 형상(sponge-like)
을 띠게 된다. 반면에, 표면 전하가 높을 경우 전착 과정 중에 입자들끼
리 서로 밀어내게 되고 더 높은 밀집도를 가지며 전착이 이루어지게 된
다[76]. 이것은 좋은 전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체상의 전착량과 용
매와 첨가제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zeta potential
은

산,

염기도,

따로

흡착되는

이온들이나

polyelectrolyte

같은

charging agnet의 다양한 부분들에 의해 조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EPD
공정에서는 이 표면 전하를 형성하는 많은 첨가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첨가제들은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전하를 형성한다. 선호하는
극성과 입자의 전착 속도를 보고 첨가제의 종류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
다.
Zarbov는 전착 속도가 zeta potential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나,
charging agent은 서스펜션의 이온 전도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
인했다[77]. 이온 전도도는 벌크 수준의 서스펜션의 전압 강하에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전극방향으로 입자의 이동의 driving force로 여겨진
다.

6. 서스펜션의 안정성
전기영동은 콜로이드 용액이나 서스펜션에서 전기장에 의하여 입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영동은 전기 이중층 전하 값이 0으
로 떨어지는 거리가 입자의 크기보다 클 때 일어난다[4]. 이러한 조건에
서 입자들은 전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액체와 함께 이동할 것이다. 1 μ
m 혹은 그 이하의 콜로이드 입자는 Brownian motion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서스펜션에 분산되게 된다[4]. 1 μm 이상의 입자들은 서스
펜션에서의 분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력학적 교반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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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의 안정도는 응집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향성과 침전 속도와 관
련이 깊다. 서스펜션이 응집되면 빠른 속도로 침전할뿐더러 밀도가 낮고
결착력이 좋지 않은 전착물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서스펜션이 너무
안정적이게 되면 입자간 척력이 전기장에 의하여 극복이 되지 않아 전착
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된다. 전기영동전착 현상을 모델링한 몇 가지 경
우를 확인해보면 서스펜션은 전극 근처에서 불안정해진다[54]. 이러한
국부적인 불안정성은 물의 전기분해나 입자의 전하 소실에 의하여 이온
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즉, 전착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서
스펜션의 특성을 결정짓는 물리적/화학적으로 적합한 변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변수로서 표면전하(zeta potential)와 전
기영동 이동도(electrophoretic mobility)를 사용했지만 이 두 가지만이
전기영동전착 방법에서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예를 들면, 전해액이 추
가된 알코올에 분산된 알루미늄 서스펜션에서는 zeta potential의 변화
가 없었지만 서스펜션 내에 전해액이 첨가 되었을 때에만 알루미늄 전착
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힌 연구가 존재한다[67]. 서스펜션의 안정도
는 확실히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지만, 이것은 어쨌든 경험에 의존한 특
성이며 근본적인 변수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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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Viscosity (cP)
-2
-3
= 10 N s m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Methanol

0.557

32.63

Ethanol

1.0885

24.55

n-Propanol

1.9365

20.33

Iso-propanol

2.0439

19.92

n-Butanol

2.5875

17.51

Ethylene glycol

16.265

37.7

Acetone

0.3087

20.7

Acetylacetone

1.09

25.7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olven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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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전기영동전착의 이용

2. 2. 2. 1. 산업적 역사

EPD의 첫 번째 특허는 1917년 General Electric 사의 Davey가 신
청하였다[78]. 1920년대에 EPD는 라텍스 고무를 전착하는데 사용[79]
되었으며, 1930년대에 물에 잘 분산되며 EPD 방식으로 전착될 수 있게
특별히 제안된 고분자를 염기성 수용액에서 물의 전기분해를 통한 pH
변화로 전착시키는 특허가 제시되었다.
EPD 방식이 현재의 형태로 사용되게 된 것은 1950년대 후기부터였으
며, Dr. George E. F. Brewer가 Ford Motor Company에서 차량을 코팅
하는데 사용할 공정으로 개발하였다[80]. 이 첫 번째 상업적인 시스템
은 anodic EPD 방식이었으며 1963년부터 실제로 사용되었다.
Cathodic EPD의 경우 1965년 BASF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81].
PPG Industries, Inc.는 1970년에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cathodic
EPD를 개발하였으며[82] 자동차산업에는 1975년부터 사용되었다. 현
재 사용되는 EPD의 약 70%는 cathodic EPD 방식이며, 그 중 대부분
이 자동차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EPD의 조성, 프로세스와 관련된 수천가지의 특허들이 존재한다.

2. 2. 2. 2. 산업적 EPD공정

산업적 EPD공정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전착이 되는 물질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전처리로는 몇 가

지 세척공정이 포함되며 전형적으로 inorganic phosphate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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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coating이 포함되기도 한다.
2. 다음으로 코팅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coating bath나 solution
이 담겨있는 용기에 전착시키려는 부품을 담가 놓은 후 직류를 걸어주어
전착하게 된다. 전압은 약 25~400 V의 전압이 사용되게 된다.
3. 전착 후, 전착된 부품 내의 잔여 용액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거
친다. Ultrafilter는 전착 용액으로부터 용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때 전착되지 않은 물질은 다시 전착 용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공
정상 높은 수율을 갖게 하며,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 적인 공정이 될 수
있게 한다.
4. Baking 공정 또는 curing 공정이라고 불리는 소결 공정은 세척 공
정 이후에 진행된다. 이것은 전착된 고분자의 crosslinking을 일으키며
공정 중 발생하여 전착물 내부에 갇혀 있는 가스를 배출시켜 표면을 부
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 준다.

2. 2. 2. 3. 공정의 장단점

EPD chemistry는 크게 anodic EPD와 cathodic EPD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나 anodic 방
식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산업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더 오래된 공정으
로 취급받는다. 두 방식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전문가들마다 두 방
식의 장단점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Anodic EPD에서 일반적으로 내세워지는 주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1. cathodic EPD에 비하여 낮은 비용
2. 간단하고 덜 복잡한 변수 조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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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topcoating 층의 회복 억제에 대한 문제가 적음
4. 전착 표면층의 질에 관련된 변수와의 낮은 민감도
5. 표면이 크게 염기 조건을 받아내지 못하기 떄문에 phosphate나 다
른 conversion coating에 용해될 수 있음
6. 아연 같은 특정 금속은 cathode에서 형성되는 수소 가스에 의해 부
스러지기 쉬움. 하지만 anodic EPD의 경우에 전착이 anode에서 이루어
지고 전극에서는 산소 가스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음.

Cathodic EPD 에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수준의 부식 방지가 가능 (많은 사람들이 cathodic 기술 자체
가 높은 수준의 부식 방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부식 방지 능력이 아마도 필름이 전극 표면에 형성되는 것 보다 고분자
가 코팅 되는 것과 crosslinking 되는 것에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한다.)
2. 높은 throwpower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
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이지만,

높은

throwpower를 사용하는 anodic EPD가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는 상업적
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3. 산화반응이 anode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서 자체적인
산화에 의하여 전착물에 얼룩이 지거나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문제점들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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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기영동으로 형성한 전극이
갖는 한계점이었던 낮은 결착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인더로 사용 가능
한 고분자를 활물질로 사용될 입자와 함께 전기영동전착을 통하여 공전
착 시키고, 결착력 증가 여부와 함께 증가한 결착력이 전지의 성능을 개
선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의 목적인 전지의 바인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전기영동전착 방식을 이용하여 전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제 전극의 집전체로 사용되고 있는 구리 집전체 (current
collector)위에서 전착을 진행하였으며 전착 가능성을 토대로 활물질과
바인더와의 공전착을 통해 전극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전착 필름의
특성에 관한 후속 실험을 진행하였다.

3. 1. 물질 선정 조건
3. 1. 1. 바인더
본 연구에서 바인더로 사용 가능한 고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리튬이온 이차전지에서 바인더로 사용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내
재하고 있을 것
2. 전기영동전착법의 전착 매커니즘에 따라 전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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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로써

키토산(chitosan,

medium

molecular weight, 75-85% deacetylated, sigma-aldrich)을 사용하였
다.

3. 1. 2. 활물질
충방전시 부피변화가 심한 활물질은 실험의 목적인 바인더의 적용 여
부에 따라 전기영동전착으로 구성된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나노 사이즈의 활물질의 경우 충방
전시 활물질 자체의 깨짐에 의한 퇴화 정도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
험에서 변수로 두고 있는 바인더의 유무에 따른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물질로 사용될 입자의 크기는 문헌 연구 2.2.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영동전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부분에 의한 문제점을 가장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
장 작으면서도 상업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나노 사이즈의 입자를 사용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고용량 음극재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작고 균일한 사이즈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Silicon powder (crystalline, APS <50nm, 98%, alfa aesar)의 나노파
우더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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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실험 및 분석 조건
3. 2. 1. 전기영동전착
위의 선정 조건에 알맞은 물질인 실리콘과 키토산을 바탕으로 전기영
동전착을 통하여 실제로 전극을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양한 pH 조건 속에서 실리콘 입자의 표면 전하(zeta potential)를
Electrophoresis 측정 장비(ELS-Z)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동일한
작업을 키토산을 용액 내에 녹인 후 실시하여 실리콘과 키토산의 공전착
시 일어나는 현상을 예상하였다. 또한 pH를 낮추는데 사용할 산의 종류
를 달리함으로서 용액에서 proton의 counter ion이 전착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전착은 총 3 가지로 진행되었으며 실리콘 입자 단독 전착, 키토산 고
분자 단독 전착, 실리콘 입자 및 키토산 공전착 순으로 진행되었다.
실리콘 단독 전착 필름의 경우 비수계 용매인 아세톤(acetone)을 이
용하였고, 실리콘 입자의 표면 전하를 전기영동전착이 가능한 범위까지
인가하기 위하여 표면 개질제로 citric acid를 실리콘 입자와 동일한 양
인 리터당 1 g씩 넣어주었으며 ultrasonicator (Elmasonic P70H)을 이
용하여 37 Hz, 30 %의 power로 25 oC에서 4 시간 분산시켜주었다. 전
착조건은 60 V 정전압으로 anodic EPD를 진행하였으며 전착시간은
1~10 분까지 다양하게 인가하였다.
키토산 단독 전착의 경우 물에 1 vol%의 아세트산(acetic acid)을 첨
가하여 pH 2.78~2.80의 값을 갖는 산성 용액을 만들어 주었으며 리터
당 0.5 g의 양을 넣고 24 시간동안 교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녹여준 후
cathodic EPD로 60 V 정전압을 주어 10 분간 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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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과 실리콘 공전착 시 이용되는 전착 서스펜션은 같은 양의 아세
트산을 이용하여 같은 pH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키토산 및 실리콘의
전기영동전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터당 0.5 g의 나노 실리콘
파우더를

고정해서

사용하고

키토산의

양을

달리하여

첨가한

뒤

ultrasonicator로 같은 조건에서 온도만 높여 30 oC에서 10 시간 분산
시켜주었다. 또한 전착 조건도 키토산 단독 전착 시와 동일하게 60 V
정전압으로 cathodic EPD를 사용하였으며 전착시간은 1~10 분으로 다
양하게 인가하였다.
전착될 전극(working electrode)으로 Cu foil을 아세톤(acetone)에
담가 sonicator를 이용하여 표면의 유기물을 초음파 세척을 통하여 제거
한 뒤 사용하였고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로는 Pt foil을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전착 셀에서의 전극 간 거리는 Teflon으
로 제작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20 mm로 맞춰 주었으며, 두 전극의 크기
는 25 mm x 35 mm로 동일하게 준비하였다. 전착에서의 경향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온도 및 pH를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직류전원인가장치
(VUPOWER AK 6003)를 이용하여 전착을 진행하였다. 전착된 필름은
상온에서 10 시간 건조시킨 후 수분과 아세트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
하여 아세트산의 기화온도(108 oC)보다 높은 120 oC에서 12시간 이상
진공 건조 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 전착 표면에 제한이 크게 없는 전기영동전착의 장점을 확
인하기 위하여 전극 슬러리를 2d foil에 도포하여 전극을 형성하는 기존
의 방식으로는 형성이 불가능한 wire형태의 전극에 전착을 진행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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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전착물 형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기영동전착 및 전기영동전착으로 얻어진 전착물을 분
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고분자가 산성 용액에서 이온화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pH
를 측정하였으며, 전착물의 전착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고분자가
산화나 환원, 혹은 분해되어 전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로 (ATR mode, Ge window)을
이용하여 사용한 고분자 파우더와 전착물의 peak 위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활물질(active material)과 바인더(binder)를 전기영동전착
을 통하여 공전착한 필름의 경우, 전착물의 균일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전착물의

색과

명암을

확인하였으며,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ope, JSM-6700F)을 통하여 고배
율로 전착물의 표면을 확인하였다. 고분자만을 전착하였을 때와 마찬가
지로 FT-IR을 통하여 고분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실리콘의 경우
FE-SEM을 통하여 전착 과정 도중 분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XRD(XRay Diffraction)를 통하여 산화 혹은 환원 정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전착물에서 실리콘과 키토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TGA(Thermo Gravimetric Analyzer)를 분당 10 oC의 승온 조건으로
N2 gas 분위기에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전착 시간과 전착 용액의 실리콘과 키토산의 양을 달리하여
전착함으로서 전착 비율, 전착물의 양과 전착 시간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자 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전착물에 키토산이 포함되었을 때 전착물의 결착력
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압축시험기(JSV-H1000, J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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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전착 면적 2.5 cm x 2.5 cm, 분당 30 mm의 속도로 전착물
의 결착력 차이를 확인하였다. 전착물의 결착력을 확인하는 Peel test는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전극을 전착물 방향으로 부착한 후 양쪽에서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기며
이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결착력을 측정하게 된다. 일
반적으로 결과 값은 거리에 따라 처음 전착물이 지지체에서 떨어질 때의
peak load값, 이 후 load의 평균값으로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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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el test using automatic vertical servo control test stand

Figure 2. Typical displacement curve for a pe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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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전지의 제작
전기화학분석을 위하여 전착된 필름 전극의 양은 포함된 실리콘 무게
기준으로 0.53 ~ 0.57 mg/cm2으로 맞추었으며 2032-type 코인형 전
지(coin

cell)를

(working

이용하여

electrode)과

전지를

구성하였다.

분리막(separator),

전지는
상대

작동

전극

전극(counter

electrode)을 순서대로 조립하였으며 전해액을 주입시켜주었다. 이 때
전지의 몸체와 뚜껑 사이에 gasket을 끼워주어 공기 및 수분과의 접촉
을 막아주었다. 사용한 상대 전극은 리튬을 사용하여 half cell을 구성하
였고 분리막은 PP(polypropylene)과 PE(polyethylene)이 PP/PE/PP
순으로 되어있는 다층형 분리막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전해질은 1 M
LiPF6 염이 녹아있는 EC : DEC = 1:1 (vol. ratio)을 사용하였으며 별
도의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전지는 아르곤 기체가 채워진 glove
box안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지 조립 후에는 25 oC의 항온조에서 10 시
간 동안 wetting 과정을 거쳐 전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전해질에
충분히 함침 시켰다.

3. 2. 4. 전기화학분석
모든 전기화학 분석은 실리콘 단독 전착 전극, 실리콘과 키토산이 8:2
와 7:3의 질량비로 섞인 전극에 대해 이루어졌다.
모든

전극은

전극

표면에

안정된

피막(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을 형성하고 실리콘 입자를 결정상에서 비결정상으로 전환시
키기 위하여 pre-cycling을 진행하였다. pre-cycling은 1회 진행하였
으며, 충전시 활물질의 무게에 대하여 150 mA g-1의 전류 밀도로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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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constant current, CC) 충전을 진행하다가 전압이 5 mV (vs. Li/Li+)
이하가 되면 5 mV (vs. Li/Li+)의 정전압(constant voltage, CV)을 진
행하여 전류밀도가 15 mA g-1이하가 되면 충전을 중단하였다. 방전의
경우 150 mA g-1의 전류 밀도로 정전류(constant current, CC)로 방전
을 진행하였고, 전압이 1.5 V (vs. Li/Li+)가 될 때 방전을 중단하였다.
이 후 충전은 활물질의 무게에 대하여 150 mA g-1의 전류 밀도로 정전
류(constant current, CC) 충전을 진행하다가 전압이 5 mV (vs. Li/Li+)
이하가 되면 5 mV(vs. Li/Li+)의 정전압(constant voltage, CV)을 진행
하여 전류밀도가 15 mA g-1이하가 되면 충전을 중단하였다. 방전의 경
우 150 mA g-1의 전류 밀도로 정전류(constant current, CC)로 방전을
진행하였고, 전압이 1.5 V (vs. Li/Li+)가 될 때 방전을 중단하였다.
충방전 과정 후 30 분간 휴지 시간을 줌으로서 실제 SOC(state of
charge)값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QOCV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극
내의 저항 값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5 사이클 동안 전극 표면에 안정한
피막을 형성시켜준 후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를 통해 값을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충방전시 바인더의 도입에 따른
부피 회복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SOC를 맞추어줄 수 있는 첫번째
사이클의 충방전시 구간을 끊어 ex-situ로 전극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서
충전 시의 두께 변화와 방전 시 두께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전극의 충방
전 조건은 앞의 Pre-cycling 조건과 동일하다.

- 41 -

4. 결과 및 고찰
4. 1. 물질 분석
4. 1. 1. 바인더
사용하려는 키토산(chitosan)이 본 실험에서 바인더로 사용되는데 만
족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특징 즉, 바인더(binder)로서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키토산(chitosan)을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전극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전지를 구성하였다. 키토산
의 바인더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식처럼 전극물
질을 슬러리 캐스팅하여 전극을 구성하여 전지를 구동시켜 보았다. 활물
질은

Silicon

powder

(Crystalline,

APS

≤50nm,

98%,

Laser

synthesized from vapor phase) 을 사용하였고 바인더와의 비율은 질
량비로 7:3이며, 셀은 150 mA/g 정전류로 5 mV까지 충전하고 5 mV에
서 15 mA/g까지 정전압으로 충전 후 150 mA/g으로 방전하는 precycling을 거친 후 300 mA/g으로 50 mV까지 정전류 충전, 50 mV에서
30 mA/g까지 정전압 충전 후 300 mA/g으로 정전류 방전으로 구성된
사이클을 50 회 진행하였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약 96 %의 효율
을 안정적으로 보이며 2100 mA/g에서 점차 감소하여 50 사이클에서는
1400 mA/g의 용량을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키토
산이 이 시스템에 바인더로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키
토산의 경우, 리튬이온전지의 바인더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CMC
(cellulose-methyl-carbonate)와 같이 선형 polysaccharide로 구성되
어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carboxymethyl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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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실제 나노 실리콘을 활물질로 사용한 전극 시스템에서 바인더로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83]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인 전기영동전착법의 메커니즘을 따라 전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토산은
1차 아민기(-NH2)가 고분자의 뼈대(backbone)에 존재하기에 문헌 연
구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전극 표면에서의 pH 변화에 따라 cathodic
EPD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5oC의 증류수에 1 vol%만큼 아세트산을 녹인 산성 용액에 0.5 g/l
의 농도로 키토산을 첨가하고 24 시간 동안 교반 시킨 후, 용해된 전
후의 pH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해당 pH의 용액 내에 키토산을 첨가한
직후의 용액 내에 키토산 파우더가 녹지 않고 분산되어 있었으나 교반
후 빠른 속도로 용해됨을 알 수 있었으며 용액의 pH는 녹기 전 2.78
에서 2.98 로 약 0.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가해 준 키토산
(chitosan)의 양을 고려해 보았을 때 키토산은 고분자 내의 작용기가
산성 용액 내에서 protonation되어 이온화됨을 알 수 있었고[84], 키토
산의 전기영동전착을 다룬 논문에서 아민기(amine group)가 수소이온
(proton)을 받아 이온화되며, cathode 표면에서의 물의 환원 반응에 의
하여 수소이온의 농도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pH 6.5 근처에서 키토
산의 –NH3+ 작용기에서의 deprotonation에 의하여 용해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85]. 이를 통하여 키
토산은 EPD 시스템에서 바인더로 사용되기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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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ycle performance of Si/chitosan film electrodes made by
conventional method

- 44 -

Figure 4. Structural fomula of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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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활물질
전기영동전착에 사용한 활물질은 alfa 사의 50 nm 나노 실리콘
(Silicon powder, crystalline, APS ≤50nm, 98%, Laser synthesized
from vapor phase)이다. Figure 5과 같이 FE-SEM을 통해 입자의 모양
과 사이즈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의 경우 silicon oxide (–Si–
O–Si–)과 silanol(–Si–OH)로 이루어진 native layer가 존재하게 된다
[86]. 이 얇은 산화막 층은 입자가 용매에 분산되었을 때 입자 표면에
형성되는 표면 전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리카 혹은 실리콘 입자의
경우 물에 분산되어 Figure 6과 같이 거의 전 pH 영역에서 표면에 음전
하를 띠게 된다. 하지만 키토산이 녹아있는 용액에 실리콘 파우더가 분
산되면 입자의 표면 전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전하를

띠는

실리콘

표면과

산성

용액에

녹아

아민기의

protonation에 의해 양전하를 띠는 두 물질 사이에 interaction이 일어
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interaction은 키토산의 protonation된 amine기
와 실리콘 표면의 native layer 층의 hydrogen bonding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83]. 이러한 실리콘과 키토산간의 hydrogen interaction은
이

두

물질이

활물질과

바인더로

사용되었을

경우,

CMC(carboxymethyl cellulose)가 실리콘의 바인더로 사용될 때 바인
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87]에 비추어
보았을 때 키토산에 의하여 EPD로 구성된 실리콘 전극의 셀 특성 증가
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리콘과 키토산이 전기
영동전착을 통하여 함께 전착될 때 각자 독립된 메커니즘을 거쳐 전착되
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표면에 키토산이 흡착되어 함께 전극 근처로 이
동하여 전착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경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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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실리콘 파우더의 농도를 동일하게 놓고 키토산의 양을 실리
콘 입자의 질량에 대한 비에 따라 첨가하여 용액을 구성하였을 때
Figure 6과 같이 키토산의 양이 증가할 수록 실리콘의 표면 전하가 양의
방향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값은 Table 3을
통하여 제시해 놓았다.
기존의 전극 제작방식인 슬러리 코팅에서 역시 유기용매인 NMP(NMethyl-2-pyrrolidone) 혹은 물에 binder가 녹아 활물질과 도전재와
함께 잘 섞인 후 도포되어 전극을 형성하게 되는데, 전기영동전착에서
사용되는 서스펜션에서부터 활물질의 표면에 바인더(binder)가 붙어 함
께 전착되는 현상은 전착 필름 내에서 활물질과 바인더의 조성이 기존
전극 제작방식으로 전극을 만들었을 때 활물질과 바인더의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리콘 단독 전착의 경우, acetone을 용매로 이용하여 전착을 진
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논문을 참고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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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E-SEM images of nano-Si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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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Zeta potential of silicon particles and silicon particles added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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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itosan (wt %)

Zeta potential,ζ (mV)

50:50

66.29

70:30

57.78

80:20

53.02

Table 3. Zeta potential of Si according to chitosan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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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전착물 분석
4. 2. 1. 활물질 단독 전착
바인더(binder)와 활물질(active material)이 공전착된 전극의 전기화
학적 특성의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활물질 단독 전착을 비수계 용매
인 acetone에서 진행하였다. 전착물은 Figure 7와 같이 전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물질만의 단독전착의 경우 전착 이후 필름에서 실리콘 입
자가 약한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후
하게 될 실험인 전착 필름과 집전체 사이의 결착력(adhesion strength)
을 비교할 수 있는 tape test와 결착력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peel
test의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했다. Figure 8에서는
시간에 따른 실리콘 단독 전착 전극의 전착물 loading량의 경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51 -

Figure 7. (a) Image of deposited film on Cu foil (b) FE-SEM image of
deposi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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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eight of deposition versus deposition time in 1.0 g/l Si and 1.0 g/l
citric acid in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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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바인더 단독 전착
바인더로 사용된 키토산을 위의 실험 조건과 같이 전착하였을 때,
Figure 9과 같은 형태의 투명한 전착물을 구리 포일에 얻어낼 수 있었다.
전착물의 표면은 육안으로 보기에 울퉁불퉁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전착 메커니즘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Anode (+, Pt): H2O → O2 + 4H+ + 4e
Cathode(-, Cu): 4H2O + 4e → 2H2 + 4OHCHIT-NH2 + H3O+ ← CHIT-NH3+ + H2O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cathode 표면에서 물의 환원반응이 전극 표
면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며 pH가 국부적으로 변화하고, 이 때 proton을
잃게 된 키토산의 용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극표면에 전착[85]
되기 때문에 전착필름의 표면에서는 기체(bubble)가 발생하여 분극
(polarization)이 일어난 자리에 상대적으로 전착량이 많지 않은 부분들
이 존재하므로 균일한 전착물을 얻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
자 필름의 경우, 전기영동전착 이후에 sintering 혹은 curing으로 알려
져 있는 후 처리 과정을 통하여 전착물의 두께 차이가 감소하고 고분자
간의 crosslinking이 일어나 전착물이 균일해지고 결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전착 필름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FT-IR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필름의 경우 peak을 사용한 키토산 파우더를 같은 방식으로 분
석하여 peak 위치 및 세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ure 10 (a)를 확인하
였을 때 전반적인 peak의 위치와 intensity ratio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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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Figure 10 (c)를 보면 키토산의 분자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Figure 10 (b)에서 역시 키토산의 분자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
NH2, -OH와 COH, COC, CH2OH 가 IR spectra에서 assign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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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ptical image of chitosan film made by electrophoretic deposition (E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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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b) FT-IR spectra in the 4000–600 cm-1 wave number range for
chitosan powder and chitosan film made by EPD and (c) structural fomula of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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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활물질 및 바인더 공전착
앞서 진행한 실험인 바인더의 단독 전착 실험 가능 여부와 키토산이 실
리콘의 표면 전하를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바꾸어 cathodic EPD가 가능
하게 만든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전착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영동전착법에 의해 형성된 필름의 표면을 확인해보
았다.
우선 이 두 물질이 동시전착 될 경우, 두 물질의 전착 메커니즘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서스펜션 내에서 실리콘은 키토산에 코팅되어 있는 상태
로 분산되어 있음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서스펜션에 전압을 가해주어
EPD 공정을 시작할 때 이 두 물질은 다른 두 방법으로 전착이 예상된
다. 첫번째로 예상 가능한 방법은 두 물질의 결합이 보존된 채로
cathode 표면으로 이동하여 전착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상으로는 결
합이 강하지 못하여 각자 전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만약 두 물질이
각자 전착이 일어나게 된다면 키토산의 경우에는 protonated 되어있는
상태로 cathode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착될 것이다. 하지만 키토산에 의
한 코팅층이 사라진 실리콘 입자의 경우 다시 음전하를 띄게 되면서
anode 표면에서 전착이 일어날 것이다. 전착 결과, 전착물은 Figure 11과
같이

cathode

표면에서만

만들어졌고

이는

활물질과

바인더가

interaction을 유지한 체로 cathode 표면에 전착했음을 의미한다. 바인
더는 용액 내에서 활물질을 잘 감싸는 형태로 활물질과 존재하였기 때문
에 전착 시 두 물질이 굉장히 균일하게 전착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전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전지에서 사용될 전극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용매에 바인더
를 녹인 후 활물질과 도전재를 섞어주어 균일한 슬러리를 형성한 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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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 사용될 전극 표면에 도포하여 용매를 건조하고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집전체 위에 활물질과 바인더는 균일한 조성을 가지
며 존재하게 된다. 또한 EPD로 형성한 전극에서도 활물질과 바인더의
조성이 균일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바인더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예상하는 고분자가 활물질과 함께 전착이 되었을 시에 이 고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인더의 역할을 전극 내에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육안으로 필름의 형상을 확인해보았을 때 Figure 11과 같이 필름
전반적으로 색과 명암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균일한 전착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2 (a)와 같이 FE-SEM을 통하여 확인해
본 표면은 저배율에서는 굉장히 균일하고 매끄러운 전착 상태를 보이며
Figure 12 (c)과 같이 고배율에서는 전착과 동시에 형성된 기포로 인하여
필름이 다공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활물질인 Figure 12 (d)
의 실리콘 입자를 확인해보았을 때 전착 시 입자가 물리적인 손상 없이
전착되었음 역시 알 수 있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용매의 분해가
없는 아세톤에 분산된 실리콘을 단독 전착한 필름을 동일한 배율로 확인
해보았을 때에도 다공성의 형태로 전착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기영
동전착 직후의 전착물이 compact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전기영동
전착으로 전착된 입자는 전극 표면에 Van der waals force에 의하여 약
한 인력으로 전착되어 있다는 설명[54]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신
수계 서스펜션에서 일어난 전착의 경우 이러한 원인 외에도 물의 환원
반응에 의한 수소 기체의 발생 또한 다공성 전착물 형성에 어느 정도 기
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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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Optical image of Si and chitosan made by
electrophoretic co-deposition

- 60 -

Figure 12. FE-SEM images of (a) (c) deposited film (b) cross section of film (d)
used silic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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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착 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인더(binder) 특성을 가지고 있는
키토산(chitosan)과 리튬 이온 이차전지에서 리튬이온과의 반응으로 용
량발현을 하는 실리콘(Silicon, Si)이 성분의 손상 없이 전착되었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전착물을 FT-IR과 XRD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진행
하였다. Figure 13 (a)에서 볼 수 있듯이 전착물의 FT-IR 그래프에서 바
인더(binder)로 사용한 키토산(chitosan) 파우더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peak을 모두 assign 할 수 있었으며 약간의 peak 간의 intensity
ratio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 키토산이
분자 구조의 큰 변화 없이 전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기영동전
착 방식으로 전착된 키토산의 특성 변화 여부와 전극 형성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셀의 특성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방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무게 비율과 양의 활물질과 바인더로 구성된 전극을 제
작하여 셀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Figure 14 (a)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두 전극의 수명특성은 실험적 오차로 보이는 차이 외에
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Figure 14 (b)에서의 용량차분곡선에서도
peak의 위치나 크기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 전기
영동전착방식으로 만들어진 전극은 기존 전극 형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극과 구성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키토산은 전기영동전착 방
식으로 전착되었을 때에도 바인더로서 사용되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
고 전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착물을 XRD를 이용하여 구조 분
석을 진행하였을 때, Figure 13 (b)와 같이 JCPDS #80-0018에서 확인
할 수 있는 Si peak과 peak intensity ratio가 일치함을 전착물의 결과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착물이 우리가
원하는 바인더(binder)와 활물질(active material)을 손상 없이 전착시
키며 이를 통해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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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FT-IR spectra of chitosan powder and film containing Si
and chitosan made by EPD (b) XRD pattern of deposited film made by
EPD on Cu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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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The cycle performance of the slurry electrode and EPD
electrode (b) the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btained from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with a slurry electroe and EP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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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기영동전착법을 통해 원하는 무게와 성분비를 갖는 전극을
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TGA를 이용하여 전착물의 성분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15
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인더(binder)로 사용된 키토산(chitosan)의 경우
질소(N2) 분위기에서 500 oC까지 열처리시 분해하여 무게가 33.0 %까
지 감소하는데 반하여 활물질(active material)로 사용된 실리콘의 경우
무게 변화가 99.8 %로 거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전착물을 전극에서 분
리해 내어 열처리 하면 키토산의 무게만큼 무게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과 키토산의 무게비를 아래와 같은 비
례식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7.2:1 의 무
게 비율로 만든 전착 용액을 통해 얻은 필름의 TG data에서 500 oC의
무게 양은 90.27 %였다. 이를 통해 비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E.g. 90.27% @ 500oC in EPD film
1 : 100-33 = x : 100-90.27, x=0.145
∴ chitosan: 14.5 %, Si: 85.5 % in EPD film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활물질과 바인더의 비율
을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착 용액 구성 비율의 변화와 전착 필름의
구성비의 변화 간의 경향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값을 바
탕으로 경향성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었다. 실리콘과 키토산의 비
율을 0 %에서 100 %까지 변화시키며 전착한 결과 Figure 16과 같은 경
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전기영동전착 방법을 이용하여 원
하는 비율의 전극을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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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G data for silicon powders, chitosan powders and deposited film
made of silicon and chitosan by E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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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ratio of Si to chitosan in deposited film according to the ratio
of Si to chitosan i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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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착물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절해가며 전착해
보고자 하였다. 아래의 식은 전기영동전착 시 전착물의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60].

=

=

×

(∵

= / )

식에서 m는 mass of deposit, Np, μp는 concentration, mobility of
the particle, σ는 ionic conductivity of solvent, ζ는 zeta potential
of particle, η는 viscosity of solvent를 의미한다. 다만 이 식은 비수
계에서 사용되는 식이므로 수계 용매를 사용하는 우리의 시스템과는 일
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식에 포함된 변수들을 조
절하여 전착물이 보이는 경향성에 대한 원인을 직관적으로 밝힐 뿐 식과
데이터가 보이는 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음을 밝힌
다.
변수 중 가장 쉽게 조절이 가능한 시간을 달리해가며 전착을 진행하였
으며 그 결과 전압 인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착물의 무게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7는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
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착 시간이 0 분에서 3 분 까지는 무게 증가분의
시간에 대한 기울기 값이 크지만 이후부터는 기울기 값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착 시간에 따라 전착물
의 무게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88]을 알 수 있는데 이러
한 현상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전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극에서는 전착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 전착된 물질은 일종
의 insulating layer 역할을 하게 되어[89] 고스란히 전극의 저항을 증
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리콘과 키토산이 다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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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갖는 서스펜션 용액 및 실리콘 단독 서스펜션 용액 내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실리콘 전착 샘플의 경우, 전착 시간에 따라 전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뿐더러 5 분 이상의 전착 시간부터는 전착이 전극으로 사용될 만큼
충분히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용화된 음
극의 단위면적당 용량이 2~3 mA cm-2인점을 바탕으로 활물질의 용량
을 2000 mA h g-1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단위면적당 필요한
활물질의 양은 1.0~1.5 mg cm-1이다. Figure 17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
콘 단독 전착으로는 전착물의 질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양만큼 전착이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키토산이 공전착된 샘플의 경우
이러한 문제없이 이 양을 전착시킬 수 있으며 더 많은 양을 전착시킬 지
라도 필름층의 질은 좋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영동전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양과 활
물질과 바인더간의 비율을 갖는 전극을 만들 수 있으며, 더 좋은 수준의
필름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착물이 기존의 슬러리 공법으로 형성할 수 없는 전
극 형태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wire 형태의
구리선에 전착하였으며 wire 형태의 전지를 제작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
착 가능성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착물 분석은 하지 않았다. 조
건은 종전과 모두 동일하며, 전착물의 형태에 맞추어 counter electrode
인 백금 전극을 Figure 18 (b)와 같이 구리 wire 주변에 20 mm 간격으
로 맞춰 주었고 전극 위, 아래를 PP(polypropylene) 소재의 캡으로 고
정시켜주었다. 전착 결과 매끈한 전극이 Cu wire 표면에 만들어졌으며
전착 시간에 따라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필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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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Weight of deposited film according to the deposi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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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 Deposited film on Cu wire (b) EPD cell for deposition on wi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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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전착물 구성비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앞선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착물 구성비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예상대로라면 키토산이 리튬이온전지의 실리콘
전극의 바인더 역할을 수행하여 전지의 특성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리콘 단독 전착, 실리콘과 바인더 비율을 달리한 전
착 필름으로 전지를 구성하여 전지의 수명 특성을 확인해보았다. Figure
19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콘 단독 전극은 충방전 초기부터 용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거의 10 번째 사이클에서 초기 용량의 절반을 잃고 20
번째 사이클에서는 용량의 대부분을 소실하며 퇴화한다. 이와는 달리 키
토산이 첨가된 필름의 경우 용량 퇴화가 보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리콘과 키토산이 8:2의 비율을 보이며 전착되어 있는 샘플의
경우, 20 번째 사이클까지는 용량 퇴화 정도가 작다가 이후부터 좀 더
빠른 속도로 용량이 퇴화되는 것이 확인되지만 실리콘과 키토산이 7:3
의 비율을 보이며 전착되어 있는 샘플의 경우 40 번째 사이클까지 두
셀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용량 퇴화정도를 보이며 사이클이 진행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형태로 전착되었으며 바인더의 유무에 따라
수명 특성이 개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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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cycle performance obtained the Li/Si and Li/Si with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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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개선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보기 이전에 일단 두 전극에서의 차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두 전극 모두 바인더의 유무에 따른 전
지의 특성 개선 효과를 보기위하여 충방전시 부피 변화가 큰 물질인 실
리콘을 선택하였다.
Figure 21과 같이 실리콘 단독 전착 전극과 실리콘과 키토산의 비율
을 7:3으로 전착한 샘플을 비교해보았다. 비교한 사이클은 두 전극의
SOC를 똑같이 맞추어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이클에 대하여 부피 차이
를 확인했으며, 충/방정시 부피변화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실리콘 단
독 전착 전극이 충전시 247.1 %까지 두께가 증가하였던 것이 방전시
211.8 %까지만 감소하는데 반해, 함께 전착한 전극의 경우 충전시
239.1 %까지 부피가 증가하지만 방전시 142.5 %까지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값은 실리콘의 충방전시 발생하는 부피변화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착 필름이 Figure 12와 같이 다공
성을 보였던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값이라 할 수 있다.
실리콘 입자만으로 구성된 전극의 경우 전극이 충방전을 겪으면서 부
피변화 시 활물질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바인더가 없기 때문에 초기
사이클부터 충전시 늘어난 활물질의 부피가 방전시 줄어들면서 용량을
발현할 활물질이 인접 활물질 또는 집전체와 단락되게 되고 이로 인해
활물질의 전자전달경로가 유실됨에 따라 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용량이 감소하며 수명이 퇴화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키토산이 함께 동시 전착된 샘플의 경우, 충전시 늘어난 활물질의 부피
가 방전시 줄어들 때에 바인더가 활물질이 인접 활물질 또는 집전체와
연결을 잘 유지하며 방전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듦에 따라 방전이 충분히
되고 두께 감소율이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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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apacity fading of electrode suffering huge volume change during
charge and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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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Volume change during charge/discharge of Si electrode and
Si/Chitosan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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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활물질 단독으로 전착된 전극과 활물질과 바인더가 함께
전착된 전극의 결착력의 차이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실리콘 단독 전착 필름과 실리콘과 키토산이 무게비로 7:3이 전착된 필
름 두 가지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키토산
이 포함된 필름이 실리콘 단독 전착 필름보다 average load 값은 4배가
량 높은 결착력을 지닌다. 또한 이 결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키토산은
실리콘 전극에서 바인더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
다.

정리해보면, 키토산을 바인더로서 함께 전착해준 전극의 경우 충방전시
부피변화에 대하여 키토산이 활물질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실리콘 단독
전착 전극보다 더 많은 용량을 방전시킬 수 있고 따라서 더 좋은 수명특
성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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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load

Average load

(mN/cm)

(mN/cm)

Si:Chitosan (7:3)

146.4

44.52

Si only

21.56

10.88

Table 4. The peel test results for Si, Si with chitosa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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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극을 간단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기영동전착방법에 관하여 전극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였고, 방법이 지닌 문제점인 입자의 결착력 부재를 결합제
특성이 있는 고분자를 함께 전착함으로서 개선하고자 하였다.

1. 리튬이온전지의 활물질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충방전시 약간
의 부피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은 전착 후 입자에 별도의 결착력을 제공하
지 못하는 전기영동전착방식을 전극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용하는데 큰
한계점으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부피변화가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실리콘 전극의 경우, 단독 전착된 전극으로 전지를 구성하였을 때 10
사이클 내에서 대부분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물을 용매로 사용하면, 전기영동전착 과정에서 전극에서의 물의 분
해 반응에 의한 국부적인 pH 변화로 특정한 작용기를 가진 고분자들의
protonation/de-protonation 반응에 의하여 고분자의 용해도가 떨어지
면서 전극 표면에 석출되게 된다. 이러한 전착 방식으로 바인더로 사용
이 가능한 고분자를 활물질로 사용될 입자와 함께 전착시키고자 하였고,
바인더로서 사용이 고려되었으며 EPD 방식으로 전착이 가능한 물질인
키토산을 바인더로 선정하여 실험을 통해 전착이 가능할뿐더러 결착 특
성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활물질로는 충방전시 부피변화가 심한 실리콘을 선정하였고 바인더
로서는 키토산을 선정하여 각각의 물질을 단독 전착 및 동시 전착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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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물질이 전착되는 방식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실리콘과 키토산이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키토
산이 결착 특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슬러리 방식의 활물질과 바
인더의 조성과 유사한 상태로 전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물질
이 동시 전착된 샘플의 경우 실리콘 단독 전착보다 뛰어난 질적 양적 수
준을 보였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수들을 조절함으로서 전착물의 무
게, 비율과 같은 전착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활물질과 바인더의 비율을 달리한 전극을 이용하여 전극을 구성하
였으며 이를 통해 바인더가 포함된 전극의 수명 특성이 개선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 전지의 퇴화 원인이 방전 시 활물질의 부
피 감소에 의한 전자전달 경로의 단락에서 기인하고 바인더의 존재가 활
물질을 잘 잡아주어 효과적으로 부피변화에 활물질이 대응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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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negative electrode prepared
by electrophoretic co-deposition
of active material and binder
Seyoung Lee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ithium ion battery is used in many devices. Recently, in order to
use battery on application having simple form as well as small space,
batteries of various shapes that did not attempt in the past have
been developed. The conventional electrode forming method, slurry
casting method, is not suitable when fabricating a battery or
electrode having a complicated shape. For these reason, a new type
of electrode fabrication method is required and the electrophoretic
method was used as an electrode production method.
Although previous study used this method, they fail to secure
the adhesion strength because they deposited active material or
conductive agent only using electrophoretic deposition, so it has
- 91 -

been known as the limitations of this approach. In this study, by
depositing particles (as an active material) with polymer (as a
binder),

systems

are

constitute

like

an

ordinary

electrode

containing binder. Also, in order to confirm the advantages of this
system, the electrode deposited together with the binder and
particles is compared to electrode deposited particles only.
Silicon is used as an active material. Because it have been known
to suffer huge volume change during charge/discharge. If the
presence of binder in the electrode improve cell performance,
silicon can show the improvement point to the maximum.
Chitosan used as a binder is confirmed that it have a binder
properties and can be applied to an electrophoretic deposition. It
also can be deposited without physical and chemical change on
electrode. Next, when silicon and chitosan are dispersed together in
acidic

solvent,

deposition

mechanism

can

be

predicted

by

measurements of surface charge of silicon. Based on this, the
tendency of ratio of silicon to chitosan in deposited film and also
weight of deposition according to the deposition time are confirmed.
Lastly, the cell performance, especially capacity retention, of
electrode consisting of silicon with chitosan is better than of
electrode consisting of silicon only.
Namely, the limitation that can not secure adhesion is solved by
depositing a binder together in electrode, electrode having binder
can also be fabricated by electrophoretic deposition as conventional
electr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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