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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높은 에너지와 출력 밀도 등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 덕분에 리튬 이온 전지는 각종 휴대용 기기 및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1,2]. 전자기기의 성능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의해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기능화 됨에 따라 에너지의 수요는 더욱더 커지

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새로운 활성 물질 개발

과 성능 및 수명 증가를 위한 전극 계면 영향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또 많은 진보를 이루

었다[3-9]. 하지만 이러한 신물질과 계면 안정화 

기술을 실제 배터리 생산 및 제조에 바로 응용하

기에는 아직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배터리는 주로 양극 물질을 알루미늄 호일에 

저자 (E-mail: jungtae@khu.ac.kr)

코팅하고 음극 물질은 구리 호일에 코팅하여 양극

과 음극을 만들고 코팅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다

공성의 분리막을 배치한 뒤 리튬 이온을 전달해줄 

전해질을 넣어주면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

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구리, 알루미늄, 그

리고 분리막은 배터리 구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지만 이들은 모두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

는 수동 부품(passive component)이고 결국 에너

지 측면에서는 무용 부피(dead volume)이다. 이 

무용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활물

질 코팅 두께를 늘려주는 것이다. 만일 전극에서

의 트랜스포트 역학(transport kinetics)이 충분히 뛰

어나다면 표준 50 µm 두께 전극 10개를 500 µm 

두께 전극으로 대체했을 때 기존 배터리 부피의 

30% 가량을 줄이는 것을 가능케 한다[10]. 후막 

전극은 부피뿐 아니라 밀도가 높은 구리와 상대적

으로 고가인 분리막 그리고 집전체의 사용량을 줄

여 중량 및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

이차 전지용 후막 전극 연구 동향

이 정 태†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Recent Research Trend in Ultra-thick Electrodes for Rechargeable Batteries

Jung Tae Lee†

Department of Plant and Environmental Natural Resources, Kyung Hee University, Yongin 17104, 

Republic of Korea

Abstract: 배터리 구동 기기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첨단화, 다기능화, 융합화가 되면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활물질 코팅 두께

를 늘려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 집전체와 분리막의 사용량을 줄이고 배터리의 중량, 부피, 그리고 가격을 동시에

줄이는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 전극 제작 방법으로 후막 전극을 제작할 경우 전극

제작 자체가 쉽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도 전자와 이온의 두께 방향 이동 지연으로 인해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이 좋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차 전지용 첨단 후막 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

서는 이차 전지용 후막 전극의 구조, 제조방법, 전기화학 특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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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 Energy, 4, 560 (2019).

Figure 1. 기존 전극 제작 방법을 사용한 후막 전극의 금이 

가는 현상(cracking)과 플레이킹(flaking) 현상.

지만 안타깝게도 후막 전극은 건조 중 금이 가는 

현상(cracking)과 플레이킹(flaking) 현상으로 인해 

제조 자체가 쉽지 않고(Figure 1 참조) 더 나아가 

두꺼운 전극에서의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어려워 

전기화학 특성이 크게 감소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학술적인 진보뿐 아니라 상용 배터리 전극 

제조에도 바로 응용될 수 있어 산업적으로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차 전지용 후막 전

극 제조 및 특성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

고 현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알아

본다.

2. 후막 전극의 구조 및 제조

배터리 전극은 활성 물질, 카본 블랙, 바인더, 그

리고 바인더를 녹이는 특정 용매를 섞어 만든 슬

러리(slurry)를 집전체에 코팅하여 제작한다. 기존 

슬러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코팅 두께를 늘려 블레

이드 코팅하게 되면 더욱 많아진 용매의 증발로 

인하여 전극이 부서지거나 집전체에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전극이 두꺼워질수록 전자와 이온의 

접근이 어려워져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후막 전극에 대한 연구

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 두꺼운 전극에서 두께방

향 이동현상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며 특히나 빠른 

이온 전달을 위해서 전극평면에 수직인 이방성

(anisotropic)의 정렬된 포어가 바람직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장을 이용한 

기공정렬, 바이오매스 템플레이팅, 정렬된 카본나

노튜브, 플라스마 소결(plasma sintering) 후 염 침

출법, 카본나노튜브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전략을 사

용하고 있다[11-15].

2.1. 자기 템플레이팅(Magnetic templating)을 

이용한 후막 전극

자기 템플레이팅은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이를 주형으로 하여 정렬된 구조를 제작

하는 방법이다. 배터리 전극에서도 활물질의 정렬

을 위해 응용되었지만[16,17] 최근에서야 매사추

세츠 공과대학 창(Chiang) 그룹에서 후막 전극 제

조에 응용했다[11]. 자화 나일론(magnetized nylon) 

혹은 자기 에멀젼 방울(magnetic elusion droplet)을 

활성 물질, 용매, 그리고 바인더와 함께 넣고 자기

장 하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정렬된 자기물질-배터

리 물질 복합재료 멤브레인을 제조한다. 정렬된 자

기 물질은 자화 나일론의 경우 열분해(pyrolysis)를 

하거나 자기 에멀전의 경우 건조하여 정렬된 다공

성 전극을 만들고 소결(sintering) 과정을 통해 최종

적으로 정렬된 이중 포어구조(dual scale pore ar-

chitecture)를 갖는 배터리 전극을 제작하였다(Fi- 

gure 2 참조).

2.2. 바이오매스 구조를 이용한 후막 전극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들은 우리에게 독

특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진 템플레이트를 제공하

고 재료 디자인 영감을 주기도 한다[18,19]. 후막 

전극에서 중요한 비틀림(tortuosity)이 적은 포어구

조는 이온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는 식물에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줄기 가장 안

쪽까지 이동시키는 물관의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검증된 목질 바이오매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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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된 포어구조를 이용하여 두꺼운 나트륨 이온

(Na-ion) 전지 음극이나 리튬 이온 전지 양극으로 

응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메릴랜드 대학 후(Hu) 그

룹에서는 하드우드를 탄화시킨 정렬된 포어구조를 

가진 탄소 음극을 나트륨 이온 저장에 적용하였고

(Figure 3 참조), 스탠포드 대학 츄이(Cui) 그룹에

서는 나무 구조에 양극 활성 물질인 LiCoO2를 솔-

겔 공정(sol-gel process) 후 하소(calcination)하여 

이온과 전자 이동이 뛰어난 양극재료로 사용하였

다(Figure 4 참조)[12,13].

2.3. 플라스마소 결과 염 침출을 이용한 후막 

전극

플라스마소 결과 염 침출을 이용한 후막 전극은 

염(salt)과 함께 활성 물질을 섞은 뒤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소결한 뒤 염을 녹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14]. 프랑스 세즈넥(Seznec) 그룹에서는 파우더 

형태의 LFP 양극과 LTO 음극을 NaCl과 함께 섞

어 전극화하고 소결한 뒤 NaCl을 물에 녹여 제거

하여 바인더가 필요 없는 두꺼운 전극을 제조하였

다(Figure 5 참조). 앞에서 언급한 자기 템플레이

팅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극과는 다르게 염 

침출에 의해 형성된 포어는 정렬된 구조가 아닌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구조를 가지며 이를 

통해 두께방향으로 이온이 빠르게 전달된다.

2.4.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후막 전극

카본나노튜브는 가볍고 전기전도도와 기계적 특

성이 훌륭하여 수많은 소재 및 소자에 응용되었고 

그중에서도 배터리 전극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

다[20,21]. 카본나노튜브 개개의 특성은 매우 뛰어

나지만 배터리 전극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슬러리를 제작해야 한다. 대량으로 나노튜브를 섞

으면 나노튜브들이 뭉치게 되고 이러한 슬러리를 

이용하여 기판 위에 코팅하고 말리면 무작위의 구

조를 가진 배터리 전극이 생성된다. 이런 기존 방

법으로는 후막을 제조할 수 없고 전자 및 이온의 

전달도 원활치 못하다. 조지아 공과대학 유신

(Yushin) 그룹에서는 무작위의 구조를 가진 카본

나노튜브 전극 대신 수직으로 정렬된 나노튜브를 

기판에 바로 성장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용 고용량 음극 물질인 실리콘을 화학 

증착 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을 통해 코팅

하여 후막 전극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22](Fi- 

*출처: Nat. Energy, 1, 16099 (2016).

Figure 2. 자기 템플레이팅(magnetic templating)을 이용한 후막 전극; a) 자화 나일론과 b) 자기 에멀젼 방울을 통해 정렬된 

구조를 만들고 이후 이들을 제거하여 정렬된 공극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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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 Energy Mater., 6, 1600377 (2016).

Figure 3.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용 후막 전극; a) 나무의 줄기에 있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 b) 

탄화시킨 나무줄기를 통해 전자가 이동하고 공극을 통해 이온이 이동하는 채널을 제공.

*출처: Adv. Mater., 30, 1706745 (2018).

Figure 4.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리륨 이온 전지 양극용 후막 전극; a) 아주 두꺼운 LCO 전극을 나무를 이용하여 제조

하는 과정 설명, b) 원료로 사용한 나무의 상면도, c) 젤이 혼입된 나무의 상면도, d) LCO-1-카본 전극 상면도, e) 나무의 

단면도, f) 젤이 혼입된 나무의 단면도, g) LCO-1-카본의 단면도, h) LCO의 함량이 LCO-1-카본보다 높은 LCO-2-카본 상면

도, i) LCO-2-카본 단면도, 그리고 j) LCO-2-카본 전극의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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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e 6 참조). 기존의 전극에 비해 훨씬 두껍고 정

렬된 카본나노튜브를 통한 전자의 이동과 나노튜

브 사이사이 정렬된 기공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수

월하지만 전극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트리니티 칼

리지(더블린) 니콜로시(Nicolosi) 그룹에서는 복잡

하거나 추가공정 없이 기존의 배터리 전극 제조 공

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량의 카본나노튜브를 

사용하여 격리된 네트워크 구조(segregated net-

work)화 시켜 후막 전극을 만드는데 성공했다[15] 

(Figure 7 참조). 소량의 카본나노튜브를 사용했지

만 이들이 네트워크 구조로 모두 연결되어 전자의 

이동이 원활하고 나노튜브와 네트워크 사이로 작

은 공극(~10 nm)을 생성하여 이온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격리된 네트워크 구조는 작은 파

티클(80 nm)과 함께 전극화하면 생성되지 않고 나

노튜브의 길이보다 긴 크기의 파티클(2 µm)과 함

께 섞었을 때만 생성된다. 뿐만 아니라 바인더를 

넣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튼튼한 후막 전극을 제작

하는 것이 가능해 유연전극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출처: Adv. Energy Mater., 8, 1703031 (2018).

Figure 5. 플라스마소 결과 염 침출을 이용한 후막 전극; a) 평균 10 µm 크기의 NaCl 염과 b) 양극 물질인 LFP 혹은 음극물

질인 LTO를 섞어 스파크 플라스마 소결(spark plasma sintering)으로 일체화 시킨 1 mm 펠렛 형태의 전극의 c) 3차원뷰와 

d) 단면도. 마지막으로 염을 물로 제거하여 일정하고 공극 부피가 큰 후막 전극을 제작. 두께 1 mm, 지름 10 mm의 공극을 

가진 LFP 전극의 e), f) 저배율과 고배율의 단면도, g) 광학이미지, 그리고 h), i) 저배율과 고배율의 상면도.

*출처: Adv. Mater., 24, 533 (2012).

Figure 6. 고용량 음극 물질인 실리콘이 코팅된 수직으로 정렬된 카본나노튜브 숲(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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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막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

3.1. 후막 전극의 율적 특성(Rate performance)

후막 전극은 제작 자체도 어렵지만 표준 두께의 

전극과 비슷한 전기화학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

욱더 어렵다. 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전기화학 특성은 율속 특성이다. 

배터리 전극은 표준 두께에서도 율속이 빨라지면 

그만큼 반응을 못하는 활성 물질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용량이 작아진다. 후막 전극에서는 율속이 빨

라짐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렬된 공극과 카본 구조를 

만들어 이온과 전자가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자기 템플레이팅을 이용한 310 µm 

두께의 전극으로 단위면적당 용량을 C/20에서 12 

mAh/cm2까지(기존 전극 ~4 mAh/cm2) 증가시켰

고 1C에서도 8 mAh/cm2 이상의 용량을 유지하였

다. 더 나아가 공극률과 공극의 간격이 후막 전극

의 율성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ure 8 참조).

목질 바이오매스 구조를 이용한 1 mm 두께의 

LCO 후막 전극은 C/20에서 단위면적당 최고 24.5 

*출처: Nat. Energy, 4, 560 (2019).

Figure 7. 카본나노튜브 네트워크에 기반한 후막 전극; a) 소량의 카본나노튜브와 마이크로 실리콘 파티클로 구성된 슬러리

와 이를 이용하여 만든 유연 전극, b) 격리된 카본나노튜브 네트워크 구조의 개략도, c) 0.5 wt%, d) 2 wt%, e) 7.5 wt% 

함량의 카본나노튜브-마이크로실리콘 전극과 f) 카본나노튜브-나노실리콘 전극의 구조 비교, g) 카본나노튜브에 둘러싸인 

7.5 wt% 함량의 카본나노튜브-마이크로실리콘 전극의 단면, h) 고배율의 격리된 카본나노튜브 네트워크 구조.

*출처: Nat. Energy, 1, 16099 (2016).

Figure 8. 자기 템플레이팅을 이용한 후막 전극의 율성 특성; a) 39~42% 공극률을 가진 310 µm 두께의 전극과 b) 30~32% 

공극률을 가진 220 µm 두께의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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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cm2의 용량을 달성했다(Figure 9 참조). 이는 

기존 4 mAh/cm2 전극 6장을 적층한 것과 같은 용

량이며 같은 용량의 음극과 함께 풀셀(full-cell)을 

만든다면 5장의 알루미늄 호일, 5장의 구리 호일, 

그리고 5장의 분리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이

로 인해 비활성 물질의 중량, 부피, 그리고 비용이 

80% 이상 감소된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용량은 

율속이 빨라지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1C에서 8.2 

mAh/cm2 값을 보이며 이에 상응하는 중량당 용량

은 37.8 mAh/g으로 상용 LCO 전극이 145 mAh/g 

정도의 용량을[23] 가진다고 했을 때 70% 이상의 

활성 물질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극을 사용하

여 공극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나트륨 이온 저장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13]. 전극의 두

께가 얇았을 때는 오리엔테이션에 관계없이 비슷

한 양의 활성 물질이 에너지 저장에 참여하였다. 하

지만 전극 두께가 850 µm로 두꺼워졌을 때는 에

너지 저장 용량이 2배 이상(6.48 vs 13.5 mAh/cm2)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공의 구조 그리

고 이온 전달이 후막 전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다(Figure 10 참조).

플라스마소 결과 염 침출을 이용한 후막 전극은 

염이 녹아난 자리가 공극이 되고 이들이 전해질로 

채워진다. 느린 충방전 속도(C/20)에서는 1 mm 

두께의 LFP 전극은 21 mAh/cm2 (140 mAh/g) 그

리고 1 mm LTO 전극은 25.5 mAh/cm2 (167 

mAh/g)의 높은 단위면적당 그리고 단위중량당 용

량을 보인다. 하지만 율속이 빨라지면서 LFP의 경

우에는 2C 속도부터 그리고 LTO의 경우 1C 속도

부터 거의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Figure 

11 참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후막 전극과 플라

스마소결을 이용한 후막 전극의 단위면적당 용량

이 느린 속도에서는 비슷하지만(24.5 vs 25.5 

mAh/cm2) 1C 율속에서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8.2 vs 0 mAh/cm2) 정렬되지 않은 공극과 전도성 

뼈대(framework)의 부재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수직으로 정렬된 1 mm 두께의 카본나노튜브-실

리콘 후막 전극은 카본나노튜브가 전자를 빠르게 

전달해주고 튜브 사이사이 정렬된 공극을 통해 이온

이 빠르게 이동하여 C/5 율속에서 ~3,300 mAh/gSi 

(실리콘의 무게만 고려)의 높은 용량을 보였다. 율

속이 C/5에서 C/2로 바뀜에 따라 용량은 약 40% 

감소하여 ~2,000 mAh/gSi로 떨어진다(Figure 12 참

조). 상용 전극 물질과는 전기전도도나 이론용량

이 많이 차이나 직접적으로 용량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직으로 정렬된 카본나노튜브를 사용

한 후막 전극도 율성 특성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용량을 보고 

하지 않아 1 mm의 두꺼운 전극에 실제 얼마나 많

은 활성 물질을 로딩(loading)했는지 알기 어렵다.

격리된 네트워크 구조 후막 전극(최고 800 µm 

두께)은 소량의 카본나노튜브로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뛰어난 평면(in-plane) 전도도와 비평면

(out-of-plane) 전도도로 인해 두꺼운 전극에서도

*출처: Adv. Mater., 30, 1706745 (2018).

Figure 9.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LCO 양극 후막 전극의 율성 특성; a) 단위질량당 용량과 b) 단위면적당 용량. 1 mm 

두께 전극의 단위면적당 활성 물질 양은 LCO-1의 경우 ~96 mg/cm2이고 LCO-2는 ~206 mg/c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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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 Energy Mater., 6, 1600377 (2016).

Figure 10.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나트륨 이온 음극 후막 전극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른 특성 변화; a)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얇은 전극, b)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두꺼운 전극, c) 나무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른 샘플, d) 나무 성장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자른 샘플.

*출처: Adv. Energy Mater., 8, 1703031 (2018).

Figure 11. 플라스마소 결과 염 침출을 이용한 후막 전극의 율속 특성 a) LFP 양극과 b) LTO 음극.

*출처: Adv. Mater., 24, 533 (2012).

Figure 12. 실리콘 코팅된 수직으로 정렬된 카본나노튜브 후막 전극의 율속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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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기화학 활성을 보인다. 10.3 mg/cm2의 면

적 당 질량을 가진 실리콘 음극의 면적당 용량이 

C/40에서 ~30 mAh/cm2이고 C/10에서 20 mAh/cm2 

넘게 유지한다. 14.3 mg/cm2의 면적당 질량을 가

진 실리콘 후막 전극은 C/15에서 45 mAh/cm2의 

전례 없는 높은 단위면적당 용량을 달성하였지만 

다른 C 레이트에서의 용량은 보고하지 않았다. 98 

mg/cm2의 면적당 질량을 가진 NMC811 양극의 경

우 ~C/20에서 ~17.5 mAh/cm2 용량을 보여주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 1C 근처

에서는 5 mAh/cm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MC111 양극 중 가장 로딩이 높은(156 mg/cm2) 

전극은 C/10에서 ~30 mAh/cm2의 높은 단위면적

당 용량을 보여주었지만 이 역시 가장 로딩이 높

은 실리콘 전극과 마찬가지로 다른 C 레이트에서

의 용량은 보고하지 않았다(Figure 13 참조).

3.2. 후막 전극의 사이클 특성(Cyclic perfor- 

mance)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전극의 두께가 두꺼워

지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전기화학 특성은 율

속 특성(rate performance)이다. 하지만 율속 특성

뿐 아니라 전극의 장기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주며 

실제로 높은 단위면적당 용량을 가진 전극들의 사

이클 특성은 매우 열악하다. 단위면적당 용량이 

10 mA/cm2 이상이 되는 전극들의 사이클 특성을 

Figure 14. 다양한 후막 전극의 사이클 특성. Segregated 

CNT-Si-1와 segregated CNT-Si-2 전극은 각각 14.3과 

10.3 mg/cm2의 면적당 질량 값을 가진다. Segregated CNT 

네트워크 기반의 Si/NMC811 풀셀의 면적당 질량 값(양극

과 음극을 모두 합친 질량)은 167 mg/cm2이다. Sintered 

LFP의 면적당 질량 값은 ~150 mg/cm2이며 LTO의 면적

당 질량 값은 ~153 mg/cm2이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LCO 

전극은 면적당 질량 값이 206 mg/cm2이다.

비교해보면 50사이클 이상 보고된 케이스가 전무

하다(Figure 14 참조). 특히 45 mAh/cm2의 높은 단

위면적당 용량을 보인 격리된 카본나노튜브 네트

워크에 기반한 실리콘 후막 전극은 단 2사이클에 

해당하는 용량만 보고하였다. 면적당 질량이 10.3 

mg/cm2으로 낮아지는 경우 단위면적당 용량이 

~33 mAh/cm2으로 낮아지고 10사이클 동안 85%

의 용량을 유지하였다. 기존 박막 실리콘 전극이 수

백 혹은 수천 사이클 동안 85~100%의 용량을 유

지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24,25]. 격

*출처: Nat. Energy, 4, 560-567 (2019).

Figure 13. 다양한 단위면적당 질량(M/A)을 가진 a) 2 µm Si/7.5 wt% CNT 음극과 b) NMC811/0.5 wt% CNT 양극의 단위

면적당 전류밀도(I/A) 변화에 따른 단위면적당 용량(C/A). 점선은 실제 방전 시간을 나타내며 t = (C/A)/(I/A) 식을 통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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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카본나노튜브 네트워크에 기반한 NMC811 양

극과 실리콘 음극을 동시에 사용한 풀셀(full-cell)

은 30 mAh/cm2에 육박하는 높은 단위면적당 용량

을 보이며 시작하였지만, 47사이클 동안 약 70%

의 용량만 유지하였다. 목질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LCO 후막 전극은 C/5의 속도로 30사이클 동안 약 

85% 용량을 유지하였고 플라스마소 결과 염 침출

을 이용한 LFP 전극은 20사이클 동안 약 97% 용

량을 유지하였지만, LTO 전극의 경우 20사이클 

동안 70% 용량만을 유지하였다. 실리콘후막 전극

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막 전극이 상용물질을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된 사이클 성능을 보

이는 것은 전극의 표면에 형성된 고체전해질간기

(solid electrolyte interphase)가 전자와 이온의 두

께 방향 접근성을 제한하여 전극의 저항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4. 결론 및 전망

최근 몇 년간 배터리 후막 전극 구현을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건조 중 금이 가는 현상

과 플레이킹 현상을 피해 다양한 전략 및 접근 방

식이 연구되었다. 단순히 후막 전극을 제조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극의 두께가 두꺼워도 전

자와 이온의 이동이 충분히 빠른 공극구조와 배열

을 가진 전극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배터리 물질이 전기화학 활

성을 띄지 않지만 이러한 첨단 구조를 가진 전극

에서는 느린 충방전 시(~C/20) 얇은 전극과 비슷

한 비율의 활성 물질들이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한

다. 기존 상용전극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까지도 

높은 면적당 용량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빠른 

충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집전체와 분리막의 사용을 10~20% 수준으로 줄

이는 것이 가능하다. 집전체와 분리막의 비용, 부

피, 그리고 무게가 상당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혁신적인 발전이라 평할만하다. 하지만 대부

분의 후막 전극의 용량이 율속이 빨라지면서 급격

하게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고된 많은 

후막 전극들은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공정을 사용

하거나 대량생산이 어렵거나 아직 산업화가 어려

운 재료를 사용한다. 앞으로 새로운 공정과 신소재

를 개발한다면 지금의 후막 전극보다 더 두껍고 율

성 특성이 좋으면서도 사이클 특성도 좋은 이상적

인 전극을 제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후막 전

극 개발이 매력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존 전극 

제조 공정을 그대로 쓰면서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부피와 비용 감

소가 가능하여 산업적인 임팩트가 크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전극에서의 전자

와 이온 이동의 근본적인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고 정교한 전극 구조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후막 전극 개발을 위해 

앞으로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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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lle-Robles, J. Carretero-González, E. 

Castillo-Martínez, M. E. Kozlov, J. Oh, and 

N. J. S. Rawat, Biscrolling nanotube sheets 

and functional guests into yarns, Science, 331, 

51-55 (2011).

22. K. Evanoff, J. Khan, A. A. Balandin, A. 

Magasinski, W. J. Ready, T. F. Fuller, and G. 

J. A. M. Yushin, Towards ultrathick battery 

electrodes: Aligned carbon nanotube-enabled 

architecture, Adv. Mater., 24, 533-537 (2012).

23. N. Nitta, F. Wu, J. T. Lee, and G. J. M. T. 

Yushin, Li-ion battery materials: Present and 

future, Mater. Today, 18, 252-264 (2015).

24. I. Kovalenko, B. Zdyrko, A. Magasinski, B. 

Hertzberg, Z. Milicev, R. Burtovyy, I. Luzinov, 

and G. J. S. Yushin, A major constituent of 

brown algae for use in high-capacity Li-ion 

batteries, Science, 334, 75-79 (2011).

25. H. Wu, G. Chan, J. W. Choi, I. Ryu, Y. Yao, 

M. T. McDowell, S. W. Lee, A. Jackson, Y. 

Yang, and L. J. N. n. Hu, Stable cycling of 

double-walled silicon nanotube battery anodes 

through solid-electrolyte interphase control, 

Nat. Nanotechnol., 7, 310 (2012).

이 정 태
2001~2008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2008~2010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석사

2010~2014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재료공학과 박사

2015~201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후 연구원

2018~2019 University of Cambridge 박사후 

연구원

2019~현재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