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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흑연은 에너지저장장치인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안정적인 리튬 삽입/탈리 메커니즘, 낮은 부피팽창률 

(~110%)과 표준환원전위(~0.2 V Li/Li+)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3]. 하지만 낮은 용량과 제한된 리튬 삽입/탈리 구조로 인

해 전기화학적 특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탄소를 이용한 표면 코팅

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탄소 코팅은 흑연의 장점들은 유지시키는 동

시에 한계를 보완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에 많은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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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천연 흑연의 전기화학적 특성 향상을 목적으로 피치 코팅을 실시하였다. 최적 코팅용 피치의 합성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온도에서 합성된 피치를 코팅하여 음극 특성을 알아보았다. 합성온도가 증가할수록 연화점, 잔탄율이 
증가하며 열적 안정성이 높아졌으나, 430 °C에서는 과한 축합반응으로 NI (NMP Insoluble)가 다량 합성되었다. 높은 
열적 안정성으로 표면의 균일도와 코팅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된 음극재의 향상된 초기쿨롱효율과 출력특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과한 NI가 함유된 피치로 코팅한 음극재는 코팅이 실시되지 않은 흑연보다 저하된 
전기화학 특성을 나타냈다. NI는 분산성이 낮고 열처리 후 구체 형성의 영향으로 불균일한 SEI층 형성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피치 합성온도를 제어하여 균일한 표면과 적절한 코팅층 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적 조건을 도출
하였다.

Abstract
A pitch coating method was propos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natural graphite. The  
synthesis conditions of pitch coating were optimized via measuring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itch-coated graphite anodes. 
As the synthesis temperature increased, the thermal stability was improved in addition to an increase in the softening point 
and residual carbon weight. However, the synthesis temperature of 430 °C resulted in the synthesis of a large amount of 
NI (NMP Insoluble) due to excessive condensation reaction. As the surface uniformity and coating thickness increased due 
to high thermal stability, the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and rate capability of the pitch-coated graphite were improved. 
However, the graphite coated with the pitch containing excessive NI showed lower electrochemical properties than the un-
coated graphite. NI had low dispersibility and formed spheres after heat treatment, so it formed the heterogeneous and thicker 
SEI layer. The optimum conditions for forming a uniform surface and an appropriate coating layer were investigated.

Keywords: Pitch, Coating, Natural graphite, Anode, Lithium 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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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4-6].
탄소 전구체는 피치[4-5], 페놀수지와 같은 고분자, 그리고 CH4 가

스[6] 등이 있다. 그 중 피치는 콜타르와 석유계 잔사유와 같은 원료를 

사용할 수 때문에 원료수급에 이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피치의 원

료는 석탄계와 석유계로 나누어지며 석탄계는 S, N, 금속과 같은 이종

원소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족 사슬 성분이 적고 매우 높은 

방향족화도를 가지고 있다[7]. 반면 석유계는 이종원소의 함량이 매우 

적으나 다수의 지방족 사슬을 함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동일한 합

성조건에서 석탄계가 석유계에 비해 낮은 열적 특성(연화점, 탄화수

율)을 보이나 석유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종원소 함량으로 탄소소재

의 중간원료로의 장점을 나타낸다[7-9]. 또한 피치의 합성온도와 시간

이 늘어날수록 고분자화와 중축합 반응이 많이 발생하여 피치의 열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피치의 상이한 물성은 코팅 후 표면균일도, 
두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팅용 피치 최적 합성조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10].
탄소 코팅은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가 과하게 형성되는 흑

연의 모서리면을 코팅하여 초기 충방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4,6]. 
또한, 얇고 균일한 SEI층 형성으로 리튬이온 확산을 원활하게 해주어 

출력특성 또한 개선시킬 수 있다. 부피팽창이 큰 Si, Sn의 경우, 구조

적 안정성을 증가시켜 수명 특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흑연을 주원료로 초기효율과 출력특성 개선을 

목적으로 석유계 피치를 활용해 탄소 코팅을 적용했다. 또한, 코팅용 

피치 최적 합성조건을 고찰하기 위해 불순물이 적은 PFO를 원료로 

370~430 °C의 온도구간에서 제조된 피치를 코팅에 사용했다. 각 조건

에 제조된 피치는 연화점, 열 중량 분석, 용제분류 특성을 확인하였다. 
코팅 후 음극 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 충방전 

효율, 출력특성, 임피던스 테스트, 그리고 순환전압전류법을 통해 조

사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원료 및 방법

코팅용 피치를 제조하기 위한 전구체로 LG사의 PFO (pyrolysis fuel 
oil)를 사용했다. 합성조건은 370~430 °C의 온도구간에서 3 시간, 상
압 조건으로 5 L급 반응기에서 진행하였다. 열처리과정 중 시료의 부

가적인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가스를 흘려주었으며 반응기 교

반 속도를 200 rpm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피치는 합성온도조건에 

따라 370P~430P로 명명하였다.
제조된 피치를 천연구형흑연(13 µm)에 코팅하였으며 피치의 대부

분을 녹일 수 있는 NMP를 사용하여 습식코팅을 진행했다. NMP 100 
ml에 0.25 g의 피치를 넣은 용액을 초음파분산기에서 10 분 동안 균

일하게 분산시켰다. 상기 용액에 천연구형흑연 5 g을 첨가하여 Hot 
plate stirrer를 이용하여 200 rpm으로 1 시간동안 교반하여 혼합한 후, 
균일한 코팅을 유지하기 위해 evaporator를 활용하여 용매를 증발시켰

다. 전기로를 이용해 100 cc/min의 질소 분위기 하에서 5 °C/min의 승

온속도로 1300 °C에서 1시간 동안의 탄화 단계를 거쳐 피치 코팅된 

천연 흑연 음극 활물질을 제조하였다. 피치 코팅된 흑연은 제조피치

의 이름에 G를 추가하여 370PG~430PG로 나타내었다.

2.2. 분석

2.2.1. 제조된 피치 물성 분석

조건에 따라 제조된 피치의 물성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화점, 

열 중량 분석, 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화점은 Mettler Toledo사의 

D70을 이용했고 100 °C로 예열 된 장비에 3 °C/min으로 가열하며 측

정하였다. 열 중량 분석(TA Instrument TGA Q500)은 질소 분위기에

서 5 °C/min의 승온속도로 900 °C까지 실시하였다. 원소분석(EA, 
Thermo Scientific FLASH EA-2000 organic elemental analyzer)을 통

해 수소와 탄소함량을 비교한 후, H/C ratio를 계산하여 방향족화도를 

비교하였다.
HS (Hexane soluble), HI-TS (Hexane insoluble-Toluene soluble), 

TI-NS (Toluene insoluble-NMP soluble), NI (NMP insoluble)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용매분류를 실시하였다.

2.2.2. 제조 피치로 코팅된 천연 흑연의 전기화학 분석

제조 피치로 코팅된 천연 흑연의 전기화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코인셀(coin cell, 2032 model)의 형태로 반쪽 전지(half cell)를 제작하

였다.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해 활물질과 수계용 바인더인 CMC 
(carboxymethyl cellulose, MTI), SBR (styrene butadiene rubber, Sigma 
Aldrich)를 95 : 2.5 : 2.5 의 무게비로 planetary mixer (Thinky mixer, 
ARE-310)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혼합한 슬러리는 구리 

호일에 닥터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도포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및 진공 

오븐에서 80 °C, 8 시간동안 건조했다. 롤프레스를 이용하여 공극률을 

30 (± 2)%으로 조절한 후, 펀칭기를 통해 직경 13.5 mm의 전극 디스

크를 제작했다. 반쪽 전지는 다른 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아르곤이 

충진된 글러브 박스에서 조립하였다. 전해질은 1 M Lithium hexa-
fluorophosphate (LiPF6)와 1 : 1 부피비로 혼합된 ethylene carbonate 
(EC)/diethyl carbonate (DEC)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셀은 전해질에 충

분히 스며들게 하기 위해 48 시간동안 에이징을 거친 후 전기화학 특

성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은 WBCS 3000 battery cycler (Won A Tech)
를 이용하였으며 CC/CV (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 모드를 사

용하여 lithiation 반응을 진행하고 CC 모드를 이용해 delithiaion 반응

을 실시했다. 전압 범위는 0.01 ~ 1.5 V에서 충⋅방전 및 출력 특성을 

측정하였다. 출력테스트는 초기 SEI 층 형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사이

클은 0.1 C로 1 사이클 진행했고, 그 후 0.2-0.5-1-2-5-0.2 C 순서로 각 

3 cycle씩 전류를 인가하여 전류 속도에 따른 용량 유지 성능을 분석

하였다. 1 C는 흑연의 이론용량인 372 mAh/g으로 진행하였다. 순환

전압전류법은 구동전압을 0.01~1.5 V의 범위에서 주사속도를 0.1~ 
1.0 mV/s로 측정하여 Randle-Sevcik 식을 활용하여 리튬이온 확산계

수를 계산하였다[11].

          (1)

임피던스 테스트는 ZIVELAB MP2 (Won A Tech)를 이용하였으며 

1000 kHz-0.01 Hz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온도에 따른 피치 특성

제조 피치의 합성조건과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피치의 합성은 저비점 성분이 휘발되어 반응기 외부로 포집되거나 고

분자량 성분과 축합반응이 일어난다[12]. 합성온도가 증가할수록 연

화점과 잔탄율은 증가하는데 저비점성분의 휘발이 증가하고 상대적

으로 휘발되지 않는 고분자성분들과 축합 반응이 일어나 열적 안정성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치는 탈수소화 반응도 동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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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H/C ratio도 합성온도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3]. Figure 1은 시차열중량분석(DTG) 분석 결과를 나타냈는데 3개

의 주 피크를 200, 350, 450 °C 부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개의 주 

피크가 합성온도 증가에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합성 시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피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비점 성분

과 낮은 축합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기 결과를 바탕

으로 피치의 합성온도 증가는 탈수소화, 저비점성분의 휘발, 그리고 

고분자량 성분과의 축합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사료된다.
제조된 피치의 분자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용매분류법을 진행했

으며 Figure 2에 나타냈다. HS, HI-TS, TI-NS, NI로 나누었으며 각 순

서대로 저분자량 성분은 감소하고 고분자량 성분은 증가한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합성온도가 증가할수록 HS 성분은 점차 감소하는 반

면 NI는 점차 증가한다. HI-TS는 400 °C까지 증가하고 410 °C 이상에

서는 감소한다. TI-NS는 420 °C까지 증가하고 430 °C에서는 다시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저분자량 성분인 HS는 높은 온도에서 휘발과 

축합반응이 일어나 고분자성분으로 합성되며 상대적으로 고분자량인 

HI-TS 성분은 410 °C 이상의 온도에서 TI-NS로의 축합반응이 크게 

발생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TI-NS의 성분은 420 °C 이상의 온도에서 

축합반응으로 NI 성분으로 합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NI
는 분산되기 어려운 고결점성 성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정 함량 

이하의 NI 합성이 촉진되지 않는 온도가 코팅용 피치로서 적절할 것

으로 사료된다. 

3.2. 제조된 피치로 코팅된 흑연의 전기화학 특성

합성온도에 따라 제조된 피치를 천연구형흑연에 코팅하여 전기화

학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ure 3는 제조된 시료의 초기쿨롱효율의 평

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쿨롱효율은 첫 번째 충방전에

서 방전된 용량과 충전된 용량의 비이다. 370PG는 코팅이 실시되지 

않은 흑연의 초기쿨롱효율과 비슷한 평균값을 보이지만 표준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8 V 부근에서 발생하는 전해질 부

반응으로 인한 SEI층 형성으로 비가역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쿨

롱효율은 낮아진다[1]. 420PG의 초기쿨롱효율은 코팅되지 않은 흑연

에 비해 약 2% 증가했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낮았다. 이것은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져 전해질과의 부반응을 충분히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

다. 430PG는 코팅이 실시되지 않은 흑연보다 낮은 초기쿨롱효율을 나

타냈다. 430P는 제조된 피치 중 NI가 가장 많았으며(29.6%), 일반적으

로 NI는 용매에 분산이 힘든 고결점성 성분이며 Fan 등과 Ying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열처리 후 구체를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14-15]. 흑연과 피치 혼합단계에서 과한 NI 함량으로 피치가 고르게 

분산되지 않아 흑연의 모서리면을 고르게 덮어주지 못했고 열처리 후 

구체를 형성하여 코팅보다는 복합체의 형상을 띤 것으로 사료된다. 
NI 영향에 대해서는 3.3에서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Figure 4(a)는 제조된 피치로 코팅된 흑연의 출력 특성을 나타낸 것

이며, Table 2에 0.2 C 대비 2, 5 C의 용량비를 계산하여 나타냈다. 
피치의 합성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율속에서 용량 발현이 증가한다. 천
연구형흑연은 인가되는 전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이 감소하였으

며 흑연의 제한된 리튬 이동 메커니즘으로 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흑연은 c 축방향으로 수직한 면인 기저면과 평행한 모서리면의 결정

구조를 가진다[16]. 리튬이온은 흑연의 모서리면으로만 이동이 가능

Synthesis 
temperature

(°C, 180 min)

Softening 
point
(°C)

Coking value
(wt%) H/C ratio

370P 370 70.95 24.19 0.84

390P 390 99.25 32.49 0.78

400P 400 119.75 37.45 0.74

410P 410 132.9 41.12 0.71

420P 420 155.4 45.13 0.68

430P 430 190.15 52.73 0.65

Table 1. Synthesis Conditions and Properties of Pitch

Figure 1. DTG curves of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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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olvent fractionation of pitch.

Figure 3.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of pitch-coated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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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기저면과 모서리면의 상대적인 비율이 전기화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한된 리튬 이동 메커니즘으로 출력 특성의 

한계를 지닌다. 반면 410PG와 420PG는 기존 30.82% 대비 44.72, 
43.06%까지 향상된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 향상은 표면에 코

팅된 피치의 구조가 흑연 내부에 저장되는 리튬 이온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열처리 후의 피치는 일반적으로 비정질 결정구조를 

가진다. 작은 결정자의 크기와 넓은 층간 거리는 흑연 층 사이에 저장

되어 있는 리튬을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과전압 현상

이 완화되어 전지의 출력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17]. 410PG와 

420PG는 높은 열적 안정성과 430P 대비 낮은 NI 함량으로 균일한 코

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출력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 370PG는 출력특성이 22.81%로 저하되었는데 이것은 HS성

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Han 등의 연구결과에서 HS는 전극과 전해

질 사이의 계면에서의 전하전달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출력 저하

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4], 유사한 결과로 Figure 5의 임피던스 테스

트에서 가장 높은 전하전달저항을 나타냈다. 390PG, 400PG는 흑연과 

비슷한 출력특성을 보이는데 410PG, 420PG에 비해 낮은 잔탄율을 가

져 비정질 탄소의 리튬이온 확산에 대한 코팅두께가 너무 얇게 형성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an 등의 연구에서 낮은 열적 안정성을 

갖는 피치는 잔탄율 감소에 따른 비정질 탄소 코팅층의 두께 감소로 

낮은 출력특성을 보였다[4]. 430PG는 가장 낮은 출력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높은 합성온도로 인한 과한 NI형성으로 피치가 고르게 분산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용 코팅용 피치와의 전기화학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전기화학 특성이 나타난 410PG, 420PG, 그리고 상용 코팅용 피치로 

코팅된 흑연의 특성을 Figure 4(b)와 Table 2에 나타냈다. 0.2 C대비 

5 C 용량비가 상용 코팅용 피치로 코팅된 흑연과 비슷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결과를 토대로 410~420 °C가 흑연 코팅용 피

치를 합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판단된다. 
코팅 후의 출력특성이 향상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임피던

스 테스트와 순환전압전류법을 실시했다. 임피던스 테스트는 시료의 

초기 구조에 따른 전기화학 저항을 분석하기 위해 사이클 테스트 전

의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Figure 5에 나타냈다. 사이클 테스트 전이

기 때문에 SEI층 저항 관련 반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하전달저항 관

련 반원만 나타났다. 전하전달저항은 370PG, 430PG, G, 390PG, 
400PG, 410PG, 420PG 순으로 낮아졌으며 출력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하전달저항은 리튬 이온이 활물질 내부로 삽입/탈리에 영향

Figure 5.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of pitch-coated 
graphite before cycling.

Table 2. Capacity Retention of Pitch-Coated Graphite

　
2 C/0.2 C capacity retention 

(%)
5 C/0.2 C capacity retention 

(%)

G 76.96 30.82

370PG 74.92 22.81

390PG 82.68 33.12

400PG 79.99 30.60

410PG 89.75 44.72

420PG 93.37 43.06

430PG 50.50 10.78

Commercial 91.75 46.32

을 주는 부분이다[18]. 즉 피치의 비정질 구조가 흑연 내부에 저장된 

리튬 이온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해주어 높은 전

류에서 발생되는 과전압과 분극을 저하시켜 전하전달저항 감소가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NI함량이 적은 410PG와 420PG의 전하전달저항이 가장 낮은데 이것

은 균일한 코팅과 적절한 코팅층 두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충방전동안 발생하는 리튬이온확산의 확산속도계수를 순환전압전

Figure 4. Rate capability of (a) pitch-coated graphite and (b) commercial pitch-coated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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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Figure 6(a-e)는 서로 다른 주사속도에 대하

여 순환전압전류법을 분석한 것으로 음의 전류는 리튬 삽입 

(lithiation)에 의한 전기화학 반응이며 0.25 V 부근에서 나타나고, 양
의 전류는 리튬의 탈리(delithiation)에 의한 반응이며 0.3 V 부근에서 

나타난다. 주사속도가 증가할수록 lithiation과 delithiation 피크가 이동

되며 피크세기가 증가한다. 이는 주사속도의 증가로 많은 리튬이온이 

흑연과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11], 420PG가 0.8 mV/s에서 피크세

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370PG와 430PG의 피크세기는 

420PG에 비해 약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강한 주사속도임에

도 리튬이온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크세기 정도에 따라 리튬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Randles-Sevcik 식을 이용해 주사속도와 피크 전류를 도시하여 리튬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출력 확산 속도 계수를 구하기 

위해 ip는 delithation 피크 (A)로 설정했으며, A는 전극 면적(cm2), C
는 리튬이온의 농도(mol/cm3), D는 확산계수(cm2/s), v는 전위주사속

도(mV/s), n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수, F는 패러데이 상수, R은 기

체상수, T는 온도를 나타낸다. Figure 6(f)는 delithaiton 피크와 v1/2의 

그래프를 나타냈고 모두 선형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선형

관계의 기울기로부터 식을 이용해 확산계수를 구했다. Table 3은 확산

계수 측정값을 나타냈고 합성온도 변화에 따른 확산계수 값을 살펴보

면 420PG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충방전과정에서도 높은 전류를 인가

하더라도 원활한 리튬이온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코팅 피치 NI 유무에 따른 전기화학 특성

코팅용 피치의 NI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30P에 NI를 제거

한 430NSP를 코팅하여 전기화학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Table 4에 나

타냈다. 초기쿨롱효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모두 증가했다. 이는 NI
가 제거됨으로써 피치의 분산도가 증가하여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0.2 C 대비 2, 5C의 용량비가 모두 증가하며 높은 출력 

　 Diffusion Coefficient (cm2/s)/(10-11)

G 9.184

370PG 8.548

390PG 9.035

400PG 8.742

410PG 11.283

420PG 13.237

430PG 9.283

Table 3. Diffusion Coefficient of Lithium-Ion Based on Cyclic 
Voltammetry

　
ICE 2C/0.2C 

capacity 
retention (%)

5C/0.2C 
capacity 

retention (%)average STDEV

430PG 87.54 0.84 50.50 10.78

430NSPG 89.92 0.67 86.79 34.17

Table 4.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430PG and 430NSPG

특성을 나타냈다. NI가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임피던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Figure 7에 도시하였다. 임피

던스 테스트는 SEI가 충분히 생성되기 위해 30 사이클 후의 전극을 

평가했다. 임피던스 테스트는 전해질저항, SEI 저항, 전하전달저항으

로 나뉘며 430PG는 각각 15.03, 81.98, 27.86 Ω로 나타났다. 
430QSPG는 6.97, 58.81, 34.00 Ω으로 나타났으며 전해질저항과 SEI
저항이 크게 낮아졌다. 피치와 흑연의 혼합단계에서 균일하게 분산되

지 않는 NI 성분과 열처리 후 생성되는 구체에 의해 입자와 표면의 

균일도를 저하시켜 430PG는 충방전 시 생성되는 SEI층이 불균일하고 

두껍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Yang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석유계 피치

Figure 6. Cyclic voltammetry of (a) G, (b) 370PG, (c) 400PG, (d) 420PG, and (e) 430PG and dependence of peak current on square root of sc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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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I 함량이 증가할수록 피치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점탄성 특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19]. Fan 등의 연구에서는 QI가 많을수록 피치

의 응집 경향이 커지며 열처리 후 구체 형성이 된다는 결과를 나타냈

다[14]. 하지만 NI를 제거함으로써 유동성이 향상되고 구체가 형성되

지 않기 때문에 피치가 고르게 코팅되어 얇고 균일한 SEI층 형성으로 

430NSPG의 SEI층 저항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흑연 코팅용 피치의 전기화학 특성 향상을 목적으로 코팅용 피치의 

최적 합성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온도에서 피치를 제조했다. 
제조된 피치를 흑연에 코팅하여 리튬 이온 전지 음극 특성을 확인하

였다.
피치의 합성온도 증가는 저비점 성분의 휘발과 고분자량 성분과의 

축합반응을 촉진시켜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진 피치가 제조된다. 높
은 열적 안정성은 표면 균일도와 코팅두께에 영향을 주었는데 합성온

도가 증가할수록 초기쿨롱효율과 출력특성이 개선되었으나 430 °C에

서 다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피치의 축합반응이 과하게 

일어나 유동성 저하와 구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 NI성분이 많이 합성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NI를 제거한 430NSPG로 코팅된 흑연의 전

기화학특성이 430PG 대비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NI 성분은 코

팅 두께와 코팅 단계에서의 균일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기쿨롱효율과 출력

특성 향상을 위한 흑연 코팅용 피치의 합성조건은 410~420 °C의 범위

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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