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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리튬이차전지용 음극재로서 피치로 코팅된 천연흑연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조사되었다. 천연흑연과 피치의 혼합물을

1000 oC에서 소성하여 음극재를 제조하였다. 다양한 연화점의 피치가 탄소전구체로 사용되었다. 제조된 음극재의 물리

적 특성은 TGA, SEM, PSA 및 BET로 분석하였다. 피치의 연화점이 증가할수록 코팅 층의 두께가 증가하였고, 비표

면적이 감소하였다. 초기 충·방전 효율, 사이클, 순환전압전류, 속도 특성 및 임피던스 테스트를 통해 전기화학적 성능

을 조사하였다. 연화점 250 oC의 피치로 탄소 코팅된 천연흑연은 초기 방전용량 361 mAh/g과 쿨롱 효율 92.6%을 보

였다. 또한 출력 특성(5 C/0.2 C)은 코팅되지 않은 천연흑연에 비해 1.6배 향상되었으며, 0.5 C로 진행된 사이클 테스

트에서 50 사이클 후 90%의 용량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Abstract −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itch-coated natural graphite(NG) were investigated as an anode for

lithium-ion batteries. The anode materials were prepared by heat-treatment of mixture of NG and petroleum pitch at

1000 oC. The pitches with various softening points were used as carbon precursor. The physical properties of anode

materials were analyzed by TGA, SEM, PSA and BET. As the softening point increased, the thickness of the coating

layer increased and the specific surface area decreased.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were investigated by initial

charge/discharge efficiency, cycle stability, cyclic voltammetry, rate performance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The carbon-coated NG using pitch with softening points of 250 oC showed an initial discharge capacity of 361 mAh/g

and a coulombic efficiency of 92.6%. Also, the rate performance(5 C/0.2 C) was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NG, and it

had a capacity retention (90%) after 50 cycles at 0.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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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 소재로서 주로 탄소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탄소는 다이아몬드, 흑연, 비정질 탄소, 나노 튜브 등의 형태

로 존재하며, 각 소재는 전기화학적 시스템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

고 있다. 흑연은 크게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natural graphite, NG)

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인조 흑연의 대표적인 합성 방법으로는

Acheson 공정을 이용하는 것이며, 2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3000 oC

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조 흑연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천연 흑연은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1-3]. 인조 흑연은 수명 특성이 우수하나 천연 흑연

에 비해 다소 낮은 용량으로 인해 용량 및 고출력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천연 흑연은 높은 용량을 발현하나 큰

비가역 용량, 낮은 사이클 특성 그리고 고출력 특성을 개선하는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4,5].

흑연의 우수한 전기 전도성, 화학적·전기화학적 안정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제점들은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를 이용한 표면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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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탄소 전구체는 석탄계 피치[6], 석유계 피치

[7], sucrose[8] PVC[9], PVA[10] 그리고 CVD 방법을 이용하는

LPG[11]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탄소를 흑연의 코팅 소재로 사

용될 경우 첫 번째 충·방전 사이클의 비가역 용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SEI(Solid electrolyte interface)는 첫 번째 충전 시 흑연 음

극에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표면적, 입자 크기 및 형상뿐

만 아니라 다공성과 같은 전극 표면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되어 왔다[12,13].

석유계 피치(Petroleum pitch, PP)는 탄화 수율이 일반적으로 우

수하고 원료와 제조 방법에 따라 성능을 조절 할 수 있으며, 석유계

잔사유인 fluid catalytic cracking decant oil, vacuum residue 그리

고 pyrolyzed fuel oil(PFO)로부터 제조된다. 원료 물질에 따라 피

치들은 각기 다른 화학적 조성과 특성을 갖으며, 분류의 한 방법으

로 연화점(Softening point, SP)을 통한 분류 방법이 있다[14]. 흑연

의 표면 개질을 위한 최적의 코팅 탄소 전구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 조건인 혼합 조성비, 열처리 조건, 코

팅 방법 등에 대한 최적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천연흑연을 주원료로 하고 사이클 안정성과 출력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계 피치를 이용한 비정질 탄소를 코팅

하였다.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THF 용매를 이용한 코팅 공정을 적

용하였으며[7], 코팅 소재로 사용된 석유계 피치의 물성에 따른 실

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천연흑연과 다양한 연화점의 피치(SP 150,

200, 250 oC)의 중량 비를 설정하고, 500 oC와 1000 oC의 2 단계의

소성 방법으로 열처리하였다. 제조된 음극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TGA, SEM, PSA, BE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전기화학적 성능은 초

기 충·방전 효율, 사이클 안정성, 속도 특성, 순환전압전류 그리고

임피던스 테스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구형화된 천연 흑연(12~17 µm)에 석유계 피치(SP : 150, 200,

250 oC)를 이용하여 코팅하였으며 공정에 적용되는 용매로서 THF

(Tetrahydrofuran, OCI Company, 99.5%)를 사용하였다. 소재들의

분산 및 혼합을 위하여 Ultra-sonication cleaner (60 Hz, 100W,

JEIO TECH, Korea)을 사용하였으며, Hot plate stirrer(DAIHAN

Scientific Company)를 사용하여 교반하였다. 제조된 소재는 볼-밀

(Pulverisette, Fritsch), 500 mesh 표준체 그리고 sieve shaker (Minor

M200, Endecotts Limited)를 이용하여 입도를 조절하였다. 전극 제

조를 위한 바인더로 PVdF(Polyvinylidene fluoride)를 사용하였으며,

전극 점도 조절을 위한 용매로는 NMP (1-methyl-2-pyrrolidone,

Sigma Aldrich)를 사용하였다.

2-2. 석유계 피치로 코팅된 천연 흑연 제조 및 물성 분석

음극 활물질 제조를 위하여 천연흑연과 석유계 피치(SP 150,

200, 250 oC)를 9 : 1 중량비로 준비하였다. THF 용매에 석유계 피

치를 첨가하고 초음파 처리를 통하여 10분 동안 분산시켰으며. 피

치가 용해된 용액에 천연 흑연을 첨가한 후 다시 30분 간 초음파

처리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켰다. Hot plate stirrer를 이용하여 150

rpm으로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 건조기에서 80 oC로 용매를 증발

시켜 고체 혼합물 전구체를 제조하였다. 전기로를 통한 열처리는

유량 200 cc/min의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500 oC에서 30분 동안,

1000 oC에서 1시간 동안의 소성 단계를 거쳐 비정질 탄소로 코팅된

천연 흑연 음극 활물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음극 활물질은 사용

한 피치의 연화점에 따라 PP-150-coated NG, PP-200-coated NG,

PP-250-coated NG로 나타내었다.

구형화된 천연흑연과 비정질 탄소로 코팅된 음극 활물질의 입도

분포, 코팅 층 두께 및 입자 형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PSA (particle size

analyzer, Mastersizer 3000, Malvern Panalytical Ltd.)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LEO-1530, Carl Zeiss)를 이용하였

다. 코팅 층 두께는 PP-coated NG와 NG의 평균입도(D
50

) 차이의

절반으로 추정하였다. 탄소 코팅 전구체로 사용한 피치의 탄화 수

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소 분위기 하에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SDT-2960, TA-Instruments)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소 흡·

탈착 장비(surface area and pore characterization system, ASAP 2010,

AutoporeIII 9420)를 이용하여 코팅 공정 후 음극 활물질의 비표면

적을 분석하였다.

2-3. 음극 활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전극 슬러리는 활물질(90 wt%)과 PVdF(10 wt%)를 균일하게 혼

합하고, NMP 용매에 분산시켜 제조하였으며, 집전체인 구리 호일

위에 micrometer applicator를 이용하여 슬러리를 도포하였다. 전극은

80 oC 오븐에서 12 시간 동안 1차 건조하였으며, roll press를 이용

하여 두께의 80%까지 압연 후 진공 건조기에서 2차 건조하였다.

상대 전극으로서 0.51 mm의 Li-metal을 사용하고, 분리막은

Celgard 2400을 이용하였다. 전해액으로 1.0 M LiPF
6
 (EC:DEC=

1:1 vol%)를 주입하여 전기화학적 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전지를 제

조하였다. 제조된 전지는 전압 안정화 후 테스트 하였으며, 초기 충·방전

효율은 0.1 C-rate (37.2 mA/g)의 전류를 인가하여 테스트하였다.

사이클 안정성 실험은 충·방전 1회를 1 cycle로 하고, 50회 동안 진

행하였다. 출력 특성 조사를 위한 C-rate 실험은 0.1, 0.2, 0.5, 1, 2

및 5 C로 인가되는 전류 값을 변경하면서 전지의 용량을 조사하였

다. 제조된 전지의 성능 실험은 WBCS 3000 Battery Cycler (Won

A Tech)를 이용하였으며, CC/CV(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

복합 모드를 적용하였다. 순환전압전류와 임피던스 테스트는 ZIVE

LAB MP2 (Won A Tech)를 이용하였다. 구동전압을 0~3 V로하고,

0.1 mV/s의 scan rate를 가하여 순환전압전류를 측정하였으며,

1000 KHz-0.01 Hz 범위에서 임피던스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음극 활물질의 물리적 특성 분석

탄소 코팅 전구체로 사용한 석유계 피치의 탄화 수율을 조사하기

위해 TGA 분석을 실시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연화

점(150 oC)를 갖는 피치는 800 oC에서 탄소 잔류 량 56.2 wt%를 보

였다. 연화점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잔류 량은 68.3, 82.8 wt%로 증

가하였다. 분석결과 300~500 oC 구간에서 급격한 무게 손실이 관

찰되었으며, 이는 피치의 탄화 과정 중 열분해로 인해 나타나는 현

상으로 생각된다[6].

음극 활물질의 입도 분포 분석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주 원

료로 이용된 천연흑연의 D
50
은 11.4 µm였으며, 피치로 코팅된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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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은 연화점이 증가 할수록 D
50
이 12.6, 13.8 및 14.0 µm로 증가

하였다. Wan 등[18]의 보고에 따르면, 탄소 코팅 층의 평균 두께는

입자의 공정 전, 후 직경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실험 방법에 나타

낸 방법에 따라 코팅 층의 두께는 약 0.6, 1.2 및 1.3 µm으로 추정

하였다.

질소 흡·탈착 장비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재의 비표면적을 측정하

였다. 천연흑연의 비표면적은 8.92 m2/g으로 나타났고, 피치 코팅

공정을 적용한 소재의 비표면적은 피치의 연화점이 증가함에 따라

6.62, 5.44 및 5.09 m2/g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흑연의 비표면적은

작은 기공과 불규칙한 모서리에 피치의 성분이 코팅되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연화점이 서로 다른 석유계 피치로 코팅된 천연흑연의 입자 형태

및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SEM 사진을 Fig. 3에 나

타내었다. 코팅 공정 후 열처리된 표면은 비정질 탄소이며, 비정질

탄소 코팅 층은 천연흑연의 구형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천연 흑연의

전해액에 노출되는 표면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화점

이 증가 할수록 매끄러운 표면을 보이는 것은 연화점이 증가하면

탄화 수율이 증가하고, 탄화 수율의 증가는 코팅 층의 두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19].

3-2. 음극활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

제조된 음극 활물질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하여 충·방전,

사이클, 율속, 순환 전압 전류 및 임피던스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

에는 초기 충·방전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물리적 특성 결과와 함께

Table 1에 정리하였다. 초기 충·방전에서 천연흑연은 370 mAh/g의

방전용량과 313 mAh/g의 충전용량을 보이며 84.4%의 쿨롱효율

(충전용량/방전용량)%을 보였다. 탄소 코팅된 천연흑연은 사용된

피치의 연화점에 따라 94.4, 93.2, 92.8의 쿨롱효율을 보였다. 비가

역 용량의 개선은 소재의 비표면적 및 표면 특성에 의한 SEI형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2]. 탄소 코팅에 의하여 쿨롱효율

이 향상되었으며, 연화점과 코팅 두께 및 비표면적에 의한 효율 특

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초기 방전 후

충전 시 가역 용량이 313, 319, 327 및 335 mAh/g으로 증가 하는 경향

을 확인하였으며, 가역 용량은 코팅된 등방성의 탄소 층에 의한 리튬

Fig. 1. TGA results of petroleum pitches with different softening points.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node materials (a) natural graphite, (b) PP-150-coated NG, (c) PP-200-coated NG and (d) PP-250-coated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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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samples: (a) natural graphite, (b) PP-150-coated NG, (c) PP-200-coated NG and (d) PP-250-coated NG. 

Fig. 4. Initial charge-discharge curves of anode materials (a) natural graphite, (b) PP-150-coated NG, (c) PP-200-coated NG and (d) PP-250-

coated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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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확산 채널이 확보됨에 따라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6, 8].

제조된 전지의 출력 특성은 전류량을 변화하여 C-rate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C-rate 테스트에서 충

전의 cut-off 전압은 2.0 V이며, 전류는 0.2 C로 고정하였다. 방전의

cut-off 전압은 0.05 V로 설정하고 전류 값을 0.2, 0.5, 1, 2 및 5 C

로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0.2 C에서 천연흑연은 346 mAh/g, 코

팅된 피치의 연화점이 증가함에 따라 347, 358, 367 mAh/g의 용량

을 나타내었다. 인가되는 전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5 C에서 천연흑연은 90.7 mAh/g의 용량을 나타내

었다. 탄소가 코팅된 천연흑연은 피치의 연화점에 따라 5 C에서

124, 143, 156 mAh/g로 용량이 개선되었다. 속도 특성에 따른 성능

은 5 C/0.2 C (retention)의 용량 비로 측정하였으며, 제조된 소재는

천연흑연에 비해 1.6배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인가되는 전류

량이 증가 할수록 과전압 현상이 발생하여 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으며[20], 탄소 코팅에 의하여 과전압 현상이 완화되어

전지의 출력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출력 특성 테스트를 진행한 후 0.5 C의 전류를 인가하여 제조된

전지의 사이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Fig. 6(a)에 나타내

었다. 천연흑연의 첫 번째 사이클 방전 용량 310 mAh/g으로 나타

났고, 피치의 연화점에 따라 326, 330 및 338 mAh/g으로 향상된

용량을 확인하였다. 용량의 차이는 초기 충·방전에서 형성된 SEI와

C-rate 차이에 의한 과전압 현상 및 분극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 50번째 용량과 첫 번째 용량을 비교하여 소재의 사이클 안정성

을 평가하였으며, 천연흑연을 음극활물질로 사용한 전지의 사이클

성능은 50 번째 사이클에서 76%의 용량 유지율을 나타내었고, 피

치(연화점 250 oC)로 코팅된 음극 활물질은 90%의 향상된 용량 유

지율을 보였다. 1 C-rate의 사이클 테스트 결과를 Fig. 6(b)에 나타

내었으며, 피치로 코팅된 천연흑연이 50 cycle 후 195 mAh/g의 용

량을 보였으며, 천연흑연(107 mAh/g)에 비하여 향상된 용량을 보

였다. 이러한 특성은 충·방전동안 전해질이 흑연 표면과 직접 반응

하는 것을 탄소 코팅 층이 막아주어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이클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18]. Han [6] 등의 연구에

서 높은 연화점을 갖는 피치로 코팅된 음극 활물질은 비교적 낮은

연화점으로 코팅된 음극 활물질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높

은 연화점을 갖는 피치는 탄화 수율 증가에 따른 비정질 탄소 코팅

층의 두께에 영향을 끼쳐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

된다[18].

전해액으로 사용된 1.0 M LiPF
6
 (EC : DEC=1 : 1 vol%)와 전극

의 계면 전기화학 반응성을 조사하기 위해 순환 전압전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제조한 전지를 0.1

Table 1. Properties of the anode materials

Materials
BET surface area 

(m2/g)

D(50)

(µm)

Thickness of carbon 

coating layer (µm)

Initial discharge capacity 

(mAh/g)

Initial charge capacity 

(mAh/g)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

Natural graphite 8.92 11.4 0 370 313 84.6

PP-150-coated NG 6.62 12.6 0.6 338 319 94.4

PP-200-coated NG 5.44 13.8 1.2 351 327 93.2

PP-250-coated NG 5.09 14.0 1.3 361 335 92.8

*PP-150 (Petroleum pitch with softening point 150 oC)

Fig. 5. Rate capabilities of anode materials.

Fig. 6. Cycling performances of anode materials at the current rate

of (a) 0.5 C and (b)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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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의 scan rate로 5 사이클 동안 순환 전압 전류 실험을 실시하였

다. 흑연으로의 리튬 삽입 반응 피크는 0.14, 0.15 V에서 관찰되며,

탈리 반응 피크는 0.33, 0.32 V에서 관찰되었다. 산화·환원 피크의

전위차는 전극의 분극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탄소로 코팅된 천

연흑연이 더 작은 전위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상된 출력 특

성은 분극 현상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21,23].

임피던스 테스트를 통하여 제조된 전지의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nyquist plot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전지의 저항은 각 단계에서 측

정하였다. Fig. 8(a)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7 V의 OCV

(Open circuit voltage)전압을 보이는 전지, Fig. 8(b) 0.1 mV/s의

scan rate에서 5 cycle 동안 충·방전 후 0.17 V의 OCV를 갖는 전지에

대하여 천연흑연 및 탄소가 코팅된 천연흑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되는 반원은 표면층을 통과해 이동하는

리튬 이온의 저항, 전하 전달 과정에서의 저항, 흑연으로의 확산에

의한 저항 그리고 리튬은 다양한 삽입 및 추출 단계들 사이의 상전

이를 통해 벌크 내에 축적된다. Fig. 8(a)에서 전지 저항은 천연흑연

이 가장 작은 저항을 보였으며, 초기 방전 용량과 관련되어 같은 경

향성을 보였다. Fig. 8(b)에서는 탄소로 코팅된 천연흑연들이 연화

점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

성된 SEI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저항특성에 따라 탄소로 코팅된

천연흑연이 우수한 사이클 안정성 및 출력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1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소재로서 다양한 연화점

(150, 200, 250 oC)을 갖는 석유계 피치로 코팅된 천연흑연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천연흑연 입자는 코팅 후 더욱 부

드러운 표면을 보였으며, 균일하게 코팅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코팅 소재로 사용된 석유계 피치의 연화점이 증가 할수록, 탄화수

율이 증가하여 코팅 층의 두께에 영향을 끼쳤다. 천연흑연의 초기

쿨롱효율은 코팅 공정 후 84.6%에서 92.8%로 개선되었다. 천연흑

연에 비하여 연화점 250 oC를 갖는 피치로 코팅된 천연흑연이 5 C/0.2

C 출력특성에서 1.6배 향상된 성능을 보였으며, 사이클 테스트 결과

0.5 C에서 첫 사이클 용량 338 mAh/g의 용량과 50 cycle 후 용량

유지율 90%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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