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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적인 에너지의 수요는 그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고도화된 에너지 사용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는 근래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

히 화석연료의 직접 연소를 통한 운송 수단용 에너

지원의 공급과 일회성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소모적 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대두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자원의 소모가 적은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각종 

모바일 첨단전자기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충방전

을 통하여 에너지를 자유롭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현재 소

형 전자기기부터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EVs),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흔히 사용되는 전해질은 유

기 액상 전해액으로서 이는 가연성, 부식성, 열적 불

안정성, 고전압 불안정성, 누액과 같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배터리의 이상 거

동 시 발화 또는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액

상 전해액을 보다 안정성이 뛰어난 형태로 대체하기 

위한 전해질의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액상 전해액을 대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

로써 고분자를 이용한 전해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고분자 전해질은 액상 전해액으로 인한 폭발 사

고와 같은 안전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고분

자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용도와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넓은 전기화학 안정성 창

을 가져 고전압용 전극 소재, 대용량을 갖는 전극소

재 사용이 가능하여 리튬 이온 전지 이외 리튬 유황 

전지, 리튬 공기 전지 등으로 시스템 확장도 가능하

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 고분자 전해질

고분자 전해질은 1973년 Fenton에 의하여 처음 고

체 고분자 형태의 전해질이 보고된 이래로 많은 관

심을 받으며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1]. 기존 액체 전

해질을 사용하였을 때와 달리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

함으로써 전해액 누액, 또는 이상 거동 시 전해액의 

가연성 기체화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어 기존 대

비 안전성이 향상된다[2]. 또한 누액 현상이 일어나

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외부 포장재를 대체한 얇고, 

가벼우며 유연한 전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높은 에너지 밀도 및 낮은 휘발성과 반응성 

등 고분자 전해질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3].

일반적인 고분자 전해질에 사용되는 고분자 매트

릭스는 poly(ethylene oxide) (PEO), poly(acrylonitrile) 

(PAN),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poly(methyl 

metacrylate) (PMMA), poly(ethylene carbonate) (PEC), 

poly(propylene carbonate) (PPC) 등이 있으며 다양한 

고분자 전해질의 구조는 표 1에 나타냈다. 고분자 매

트릭스를 사용하여 제조한 전해질이 가져야 할 특성

은 다음과 같다: 1) 상온과 그 이하의 온도에서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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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가 높아야 하며, 2)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

고, 3) 적절한 전하 수송 수를 가지며, 4) 열적,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좋고, 5) 전극과의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4].

고분자 전해질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원료에 

근원에 따라 자연성과 합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

리적 상태와 화학적 구성에 따라 겔 고분자 전해질, 

고체 고분자 전해질, 복합 고분자 전해질로 분류할 

수 있다. 본 하이라이트에서는 물리적 상태와 화학

적 성분에 따른 분류로써 1) 겔 고분자 전해질, 2) 고

체 고분자 전해질, 그리고 3) 복합 고분자 전해질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겔 고분자 전해질

겔 고분자 전해질은 1975년 Feuillade와 Perche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극성기를 갖는 고분자, 

금속염(리튬염), 유기용매로 구성된다.[6] 겔 고분

자 전해질은 액체의 확산성과 고체의 응집성을 가지

고 있어 액체 전해질과 비교할 만한 높은 이온전도

도(~10-3 S cm-1)와 계면 속성, 고체의 좋은 기계적 안

정성을 가지며 낮은 휘발성과 반응성, 안전성, 화학

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가진다. 이 외에도 가벼운 

그림 1. 고분자 전해질 분류[5].

표 1. 고분자 전해질에 사용되는 고분자 및 이온전도도[5]

Polymer host (Matrix) Repeating unit Ionic conductivity (S cm-1)

poly(ethylene oxide) -(CH2CH2O)n- 2.6×10-4

poly(vinylidene fluoride) –(CH2–CF2)n– 4.5×10-3

poly(vinylidene fluoride-hexafluoro 
propylene)

–[(CH2–CF2)–(CF2–CF–(CF3)]n– 4.3×10-3

poly(methyl methacrylate)
–(CH2C (–CH3)
(–COOCH3))n–

7.3×10-6

poly(vinyl chloride) –(CH2–CHCl)n– 2.83×10-6

poly(vinyl alcohol) –(CH2–CH(–OH))n– 4.75×10-2

poly(acrylic acid) –(CH2–CH (–COOH))n– 2.15×10-4

poly(acrylonitrile) –(CH2–CH(–CN))n– 5.7×10-4

poly(ethyl methacrylate)
–(CH2–C(–CH3)

(–COOCH2CH3))n–
1.17×10-4

poly(ε-caprolactone) –(O–(CH2)5–CO)n– 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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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원하는 크기 및 모양 제작 등 디자인 측면에서

도 장점이 있다[5, 7]. 하지만 겔 고분자 전해질은 다

량의 액체 전해질에 고분자를 첨가하여 제작되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적 내구력을 갖고 있고 양극과 

음극 사이의 압력을 비교적 견디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진재 또는 

나노 재료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고체 고분자 전해질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1975년 Wright 등에 의하

여 poly(ethylene oxide) (PEO)와 알칼리 염을 사용하

여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극성 그룹을 갖는 고분자

와 격자에너지가 작은 금속염으로 구성되어 유기 용

매를 사용하는 겔 고분자 전해질과의 차이를 가진다

[9].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기존 액체 전해질을 사용

한 이차전지와 달리 전해질이 분리막과 결합제의 역

할 또한 수행하여 분리막과 결합제의 필요성이 없어

지며 전지 내부의 불필요한 공간 제거, 전극과의 전

기적 접촉을 용이하게 하며, 고온 공정의 필요성을 

제거한다[10]. 또한 높은 열적, 전기적, 기계적, 전기

화학적, 체적변화의 안정성 및 겔 고분자 전해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고체상

태로서 상온에서 높은 결정성으로 인하여 낮은 이온

전도도(10-8~10-5 S cm-1)와 높은 계면 저항과 같은 단

점을 갖고 있다[5, 11].

2.3. 복합 고분자 전해질

복합 고분자 전해질은 기존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가지고 있던 상온에서의 낮은 이온전도도와 같은 단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복합 고분

자 전해질을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 혼

합, 가교 고분자 매트릭스, 빗-분지 공중합체, 염의 2

성분계, 가소제, 나노물질, 이온성 액체, 무기물 충진

재의 첨가가 있다. 복합 고분자 전해질은 좋은 유연

성, 높은 열적 안정성, 전극과의 좋은 계면 접촉성, 이

온 이동성의 증가로 인한 높은 이온 전도도 외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

3. 최신 연구 동향

Borah와 Deka는 고분자 매트릭스로서 PVdF-HFP, 

나노 충진재로서 montmorillonite (MMT)를 사용하

는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작하여 보고하였다. PVdF-

HFP는 PVdF가 가진 낮은 이온 전도도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PVdF-HFP는 결정성을 

가진 vinylidene fluoride 단량체가 기계적 내구성을 제

공하고 무정형의 HFP가 좋은 가소성과 이상적인 유

전 상수를 제공하여 리튬 염이 전해질에 잘 녹게 하

여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이온 

전도도를 달성함과 동시에 기계적 내구성의 감소가 

동반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그림 2.   고분자와 혼합체의 XRD 그래프 (a) 순수 MMT clay, (B) 
순수 PVdF-HFP, (c) 1.0 wt%, (d) 5.0 wt%, (e) 10.0 wt% 
MMT clay 함유[12].

그림 3. MMT clay의 비율에 따른 이온전도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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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고 이온 전도도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는 MMT clay 충전재가 도입되었다. 그림 2

의 XRD 그래프에서 순수한 PVdF-HFP 고분자와 비

교하였을 때 MMT clay가 섞인 고분자의 피크가 감

소하는 것을 통하여 고분자의 결정성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성의 감소로 인하

여 고분자 사슬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이

온전도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

서 볼 수 있듯이 MMT clay가 5.0 wt%의 농도일 때 상

온에서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 값인 9×10-3 S cm-1을 

보여주었다. 또한 MMT clay의 존재는 온도가 증가할 

때 발생되는 열을 흡수, 고분자 결합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여 기계적 내구성 또한 증가하였다[12].

한편 Jo et al.은 수소 결합과 이황화 결합을 기반

으로 한 자가 치유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만들었다. 

손상된 계면에서의 이황화 결합은 이황화 교환 반

응을 통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며, 수소 결합은 

urea 결합 사이에서 다시 형성되어 자가 치유를 한

다. 이 때 이황화 결합은 이황화 metathesis 반응을 하

는데 이 반응은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평범한 온도에서 높

은 회복 효율을 가지는데 기여를 한다.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고분자를 만들기 위하

여 각각 RAFT 중합을 통해 각각 이황화 결합과 수소

결합을 가진 단량체(SSH monomer), 수소결합만 가

진 단량체(CCH monomer), 이황화 결합만 가진 단량

체(SS monomer), 이황화 및 수소 결합이 없는 단량

체(EO monomer)와 poly(ethylene glycol) methyl ether 

acrylate (PEGA)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량체를 사

용하여 중합된 고분자들과 리튬염인 LiTFSI를 사용

하여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만들었다. 그림 4b에서 

볼 수 있듯이 80 ℃에서 3PEG-SSH는 가장 높은 1.78

×10-4 S cm-1의 이온전도도를 보였고 CCH, SS, EO

가 각각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림 4c에서 나타나

듯이 여러 번의 회복 사이클 이후에도 초기와 비슷

한 수준의 이온 전도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3PEG-

그림 4. 자가 치유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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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는 각각 상온과 80 ℃에서 손상으로부터 회복되

는데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30분과 1분이 소요됐으

며, 30 ℃에서 2시간 이내에 95.7%의 회복 효율을 보

였다. 또한 Li|3PEG-SSH|LFP로 구성된 전지의 방

전 용량은 초기 135 mAh g-1의 용량 나타냈고 100 회

의 사이클 이후 131.6 mAh g-1을 보여주어 초기 대비 

97.5%의 용량을 유지했으며 자가 치유한 3PEG-SSH

는 128.5 mAh g-1의 초기 방전 용량과 안정적인 사이

클 성능을 보여주었다[13].

Li et al.은 PEO/PVdF 혼합 고분자 매트릭스에 

Li6.2Ga0.1La3Zr1.5Bi0.5O12 (LLZO) 세라믹 파우더를 첨가

하여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제작하였다. 기존 PEO로 

구성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높은 결정성으로 인하

여 낮은 이온 전도도, 기계적 내구성, 열적 안정성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은 고분자를 섞는 것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온전도도를 향상

시키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VdF 

고분자를 첨가하였다[14]. PEO/PVdF (7:3 질량비) 혼

합 고분자 매트릭스는 낮은 녹는점과 결정성을 가졌

고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PEO 고분자 매트리스

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향상된 기계적 내구

성과 열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LLZO 세라믹 

충진재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이온 전도도, 기계적 

내구성, 열적 안정성 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PEO/PVdF, LLZO 세라믹 파우더, LiTFSI 염

과 함께 제작된 혼합 고분자 전해질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30 ℃에서 4.2×10-5 S cm-1의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었다[15].

4. 결론

본 하이라이트에서는 고분자 전해질에 대한 기본

적인 설명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하여 다루었다. 고

분자 전해질은 기존 액체 전해질과 비교하였을 때 

안전성, 경량성, 유연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세

부적으로 나누어지는 형태에 따라 별도의 특징을 보

인다. 먼저 겔 고분자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과 비교 

가능한 수준의 이온전도도를 갖고 있지만 낮은 기계

적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진

그림 5. PEO와 PEO/PVdF 혼합 고분자의 응력-변형률 및 TGA 선도[15].

그림 6. LLZO 첨가 비율에 따른 이온전도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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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나노 재료를 첨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높은 기계적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온에서의 낮은 이온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분자의 혼합, 나

노 재료 및 무기 충진재 첨가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

여 높은 열적 안정성, 기계적 내구성, 이온전도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복합 고분자 전해질의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여러 형태의 고분자 전

해질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액체 전해질과 같은 

수준의 이온전도도와 더불어 높은 내구성, 안정성을 

가진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전해질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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