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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황 복합 전극 제조 방법에 따른 리튬-황 전고체 전지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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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reparation Methods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ll-solid-state Li-S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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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solid-state Li-S batteries were fabricated with lithium silicide anodes (Li4.4Si), sulfide-based 
glass electrolyte (Li2S-P2S5), and a sulfur composite cathode. The sulfur based composite cathode was 
prepared using two methods; (Case 1) mortar-mixing and (Case 2) planetary ball milling at a rotation speed 
of 370 rev/min for 15 min. SEM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Case 2’ method improved the 
distribution of sulfur, carbon and solid electrolyte particles, with a reduction in particle size. This effect was 
reflected in impedance spectra, and eventually in charge-discharge capacity: the electrode/electrolyte 
interface resistance was reduced so that the average charge-discharge capacities increased with the ‘Case
2’ cathode. Thus, the present work indicates the method of preparing the sulfur composite cathode 
profound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solid state Li-S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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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유가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CO2 배출 규제 강

화 등으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대용량 리튬이차

전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황을 양극재로 적

용한 리튬-황전지의 경우 이론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전지

보다 약 7배 높을 뿐 아니라 (~2600 Wh/kg),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지의 제조단가 및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

에 전기자동차(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5]. 황 전극 (양극)

에서는 방전 과정 동안 초기 고리 구조의 sulfur (S8)에서 중

간 생성물인 선형 구조의 lithium polysulfide (Li2S8, Li2S6, 

Li2S4, Li2S3, Li2S2)를 거쳐 완전히 환원되면 최종적으로 

lithium sulfide (Li2S)가 생성된다. 완전 환원 시 리튬-황 전지

의 이론 용량은 ~ 1675 mAh/g 이지만 중간 생성물인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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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ulfide 의 전해액에 대한 높은 용해도로 인해 ‘polysulfide 

shuttle’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충방전이 거듭 될수록 양극 

활물질의 손실로 용량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3,4].

이러한 황 용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

머나 세라믹재료를 전해질로 적용한 전고체 리튬-황 전지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

스템에서는 리튬 금속 수지상 성장 문제도 함께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11]. 전고체 리튬전지에 적용되는 

무기물 전해질로는 perovskite oxide type ((Li,La)TiO3), 

NASICON type (LiTiPO4)3), garnet type (Li7La3Zr2O12) 등과 

같은 산화물계와 결정질 thio LISICON (Li3.25Ge0.25P0.75S4)과 

비정질 Li2S-P2S5 및 Li2S-SiS2 과 같은 황화물계로 나눌 수 

있다 [12]. 황화물계 전해질은 상온에서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bulk type 셀 제조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전압 산화물 전극과의 부반응 문제 때문에 전고체 

전지 구성 시 양극물질 선택은 다소 제한적이다 [13-16].

황은 전자 전도성이 낮은 절연성 물질이므로 추가적인 도

전재를 첨가하여 전자 전도 통로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전고

체 전지의 경우에는 전기화학반응 (산화/환원 반응) 면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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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lfur composite electrode consisting of active material 
(sulfur), solid electrolyte and conductive material (carbon)

Fig. 2. Schematic diagram of full cells for Case 1(a) and Case 
2(b)

대를 위해 전극 층에 고체전해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황, 고체전해질, 도전재 (카본)의 세 가지 고상 (solid phases)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 전극은 제조 방법에 따라 

분말의 morphology 및 분포가 변화하므로, 결과적으로 리튬-

황 전고체전지의 전기화학 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17,18]. 그림 1은 황 복합 전극 (활물질, 도전재와 고체

전해질)에서 전기화학 반응(방전과정)에 의한 리튬 이온 및 

전자 이동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황 복합 전극의 제조 방법에 따른 전고체 리

튬 황전지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 

(mortar-mixing 및 planetary ball milling)으로 제조한 황 복합 

전극의 미세구조 및 전기화학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조된 전고체 전지는 bulk type 으로서 full cell 

제조가 용이한 유리 황화물계 (Li2S-P2S5) 전해질로 구성하였

고, 음극 활물질로는 황 전극의 고용량 특성을 고려하여 리튬

-실리콘 (Li-Si)합금을 선택하였다.

2. 실험방법

비정질의 Li2S-P2S5 고체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출발 

물질인 결정질의 Li2S(Aldrich,98%)와 비정질의 P2S5 

(Aldrich,99%)를 7:3 의 mol 비율로 혼합 한 후 유성볼밀

(Fritsch Pulverisette7)을 이용하여  BPR (ball to powder 

weight ratio) ~ 20:1 및 회전속도 ~ 370 rev/min 조건으로 20

시간 동안 밀링을 진행하였다. Bulk type 전지 제조의 용이성 

및 고용량 특성을 고려하여 음극 물질은 Li metal foil 대신 

Li-Si 합금 분말을 적용하였다. Li-Si 합금화를 위하여 

Li-granular(Aldrich, 99%)와 Si powder(Aldrich, 99%)를 출

발 물질로 하여 BPR 110:1의 조건에서 370 rev/min 회전 속

도로 기계화 합금 (유성볼밀 이용)을 실시하였다. 본 공정을 

통해 제조한 Li4.4Si 의 전고체전지의 음극재로서의 전기화학

적 특성은 이전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9,20]. 양

극물질은 sulfur powder(Aldrich, 99%), acetylene black(MTI 

korea, 99.9%) 및 위에서 제조한 Li2S-P2S5 고체전해질을 

1:1:2 무게비(wt%)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

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아게이트 유발을 

이용하여 단순 혼합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mortar-mixing, 

MM), 두 번째 방법은 유성 볼밀 (planetary ball milling, BM)

을 이용하여 370 rev/min 의 회전속도로 15분 동안 혼합 및 

분쇄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전기화학 특성평가에 앞서 고체

전해질 분말과 두 가지 방식으로 제조한 양극 혼합 분말의 

XRD (x-ray diffract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극의 경우 

추가적으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복합 전극의 분말 입도 및 분포를 확인 하였다.

Full cell 은 직경 14 mm의 알루미나 몰드를 이용하여 위의 

황 복합 전극 제조 방식 (MM 및 BM)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타입의 bulk type으로 제조 되었다:  (Case 1) Li2S-P2S5 

고체전해질 ~ 0.1 g, Li-Si 음극재 ~ 0.04 g 및 유발로 제조한 

황 복합 양극재(MM) ~ 0.16 g; (Case 2) Li2S-P2S5 고체전해

질 ~ 0.1 g, Li-Si 음극재 ~ 0.04 g 및 유성볼밀로 제조한 황 복

합 양극재(BM) ~ 0.16 g. Full cell 제조는 알루미나 몰드에 전

해질/음극/양극을 순차적으로 적층시킨 뒤 양단에 stainless 

rod (집전체)를 넣고 30 MPa 하에서 일축 가압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그림 2(a) 와 (b)는 각각 ‘Case 1’ 과 ‘Case 2’ 에 해

당되는 full cell 의 단면도이다. Full cell 의 전극/전해질 계면 

저항 측정을 위해 SP-240 (Bio-Logic)을 이용하여 임피던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충방전 테스트는 WBCS3000(Won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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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atterns of solid electrolyte 70Li2S-30P2S5 (mol%) 
powders after ball milling for 20 h

Fig. 4. Impedance spectra of 70Li2S-30P2S5 (mol%) electrolyte 
pellet with stainless steel rod electrodes

Fig. 5. XRD patterns of sulfur composite powders prepared by 
MM (a) and BM (b)

을 이용하여 0.5 V 와 2.7 V 범위에서 정전류 (0.13 mA/cm2)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유성볼밀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정질 황화물계 고

체 전해질 (70 mol% Li2S - 30 mol% P2S5)의 XRD 분석결과

이다. 출발 물질 중 하나인 결정질 Li2S 에 해당되는 peak 는 

20시간의 밀링 공정을 거쳐 점차 약화되어 비정질의 황화물

계 전해질이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지난 연구에서 20 

시간 이상 기계합금화 과정을 실시하였으나 더 이상 상의 변

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시간에서 기계

합금화 과정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거친 전해질 분말

을 disc pellet화하여 그림 4 와 같이 임피던스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시편의 (전극)면적 및 두께를 이용하여 계산된 전기

전도도 값은 ~ 6×10-5 S/cm 수준으로 참고문헌의 값과 유사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21]. 열처리 등을 통하여 고체전해

질의 전기전도도를 개선할 수 있었으나 [22], 본 연구의 목적

은 황 전극 제조 방법에 따른 전고체 리튬-황 전지의 성능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추가적인 전해질 최적화 공

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5(a) 와 (b)는 각각 유발 (MM) 및 유성볼밀 (BM)로 제

조한 황 복합 전극의 XRD 분석 결과이다. 단순히 황, 카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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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s of sulfur composite powders prepared by 
MM (a) and BM (b)

Fig. 7. Impedance spectra of Case 1 and Case 2

Fig. 8.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curves of Case 1 
(a) and Case 2 (b)체전해질 분말을 혼합한 (a) 의 경우 α-S (JCPDS # 078-1888) 

결정질 peak 가 일부 확인된 반면, 유성 볼밀로 혼합과 분쇄를 

동시에 진행한 (b)의 경우 결정질 peak 강도가 크게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참고문헌 [18]에서도 기술하였

듯이 유성 볼밀에 의한 황의 결정질/비정질 상전이로 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즉, 황 복합 전극의 제조 방법에 따라 전극 결

정구조는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전극 kinetic 특성과 같은 

양극의 전기화학적 성능에 반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a) 와 (b) 는 각각 유발 (MM) 및 유성볼밀 (BM)을 이용하여 

제조한 황 복합 전극 분말의 SEM image이다. (a)와 (b) 의 

morphology를 비교하면 입자 사이즈 및 세 가지 종류의 분말 

(전해질, 카본, 황) 분포 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으며 특히 

(a)의 경우 작은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관찰된

다. 이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탄소 분말 (35 ~ 40 nm)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극 제조 방법에 따라 황 복합 

전극의 분말 입자 사이즈와 분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활물질/전해질/도전재 계면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에 ‘Case 1’과 ‘Case 2’의 충/방전 테스트 실시 전 측

정한 impedance spectra (7 MHz ~ 0.1 Hz)를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7 MHz ~ 4720 Hz 의 arc 의 크기는 ‘Case 1’ 과 ‘Case 

2’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고주파 영역의 arc의 크기는 

고체전극과 고체전해질의 계면 저항에 해당하므로 [23], 

‘Case 2’의 상대적으로 작은 arc 크기는 고체전해질/활물질/

도전재 간의 계면 증대로 인해 감소한 분극 저항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실시한 SEM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유성볼밀 (BM)로 제조한 황 복합 전극의 경우 응집현상이 사

라지고 균일한 분포가 형성되어 전기화학적 특성 (전극/전해

질 계면 특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고주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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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real) 축과의 교점, 즉 ohmic 저항은 ‘Case 2’가 ‘Case 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전고체 전지 자체

의 ohmic 저항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전체와 전고체전

지 전극간의 접촉 저항의 불균일성에 의해 의한 것으로 사료

된다. Impedance 측정으로부터 확인된 계면 특성 향상이 충/

방전 용량 특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ull cell 을 제

조하여 0.13 mA/cm2 의 정전류 조건에서 충방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Case 1’과 ‘Case 2’의 결과를 그림 8 (a)와 (b)

에 각각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리튬-황 전지의 이론적 용

량 (~ 1675 mAh/g)과 비교하여 낮은 용량이 구현되었으나, 

이는 액체 전해질 대비 낮은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도와 고

체-고체 입자 간에 발생하는 계면 특성 저하와 같은 일반적인 

전고체전지의 단점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고

체 리튬-황 전지 용량 특성은 유사 연구 논문에서도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충방전 속도를 감소시킨다면 이

론값과 근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17,18]. ‘Case 1’ (a)의 경

우 초기 방전용량이 ~ 270 mAh/g 이었으나 이어지는 충전 

과정에서 크게 감소하여 ~ 60 mAh/g 수준의 용량이 구현되

었다. 그 후 3 차례 더 사이클을 진행하였으나 충방전 모두 ~ 

90 mAh/g 이하의 낮은 용량을 보였다. 반면 ‘Case 2’ (b)의 경

우 초기 방전용량은 ~ 300 mAh/g 으로 ‘Case 1’ 대비하여 두

드러진 향상은 없었으나 그 후 진행된 충방전 과정에서도 ~ 

200 mAh/g 수준으로 유지되어 ‘Case 1’ 대비하여 향상된 결

과를 보여주었다. ‘Case 1’ 과 ‘Case 2’ 모두 초기 비가역 용

량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Case 2’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용량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성 볼밀공정에 의한 

황/전해질/카본 입자 크기의 감소 및 입자 분포의 균일화로 

이온 및 전자의 전도 네트워크가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라 사

료되며 앞서 진행한 SEM image 및 impedance 분석 결과와

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ase 1’에서 나타난 초기 방

전 용량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초기 충전 용량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황 복합 전극 구조의 최적화 과정은 방전 과정 (황 

전극의 환원 과정) 보다는 충전 과정 (황 전극의 산화 과정)의 

kinetics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 

복합 전극의 제조 방법은 전극을 구성하는 입자의 

morphology 및 분포는 물론 전고체 전지로 구성하였을 시 전

기화학적 특성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으

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극 제조법을 더욱 최적화 

한다면 본 연구에서 구현한 충/방전 용량보다 더욱 향상된 전

고체 리튬-황 전지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황 복합 전극 (활물질/고체전해질/도전재) 제조방법에 따

른 전극 구조 및 계면특성 변화, 더 나아가 전고체전지의 전기

화학적 특성(충/방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 

(MM 및 BM)으로 전고체 리튬-황 전지를 제조하였다. 단순히 

유발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조한 경우 (MM)에는 복합 전극 입

자가 조대하고 그 분포 또한 불균일한 반면, 유성볼밀을 이용

하여 제조한 경우 (BM) 미세화 되고 균일한 입자 분포가 확인 

되었다. 이는 전기화학 특성에도 직접적으로 반영 되었는데, 

impedance 분석 결과 ‘Case 2’ 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전극/전

해질 계면 저항을 나타내었다. 또한 full cell 충방전 테스트 결

과에서도 ‘Case 2’ 의 경우 초기 방전 용량 (~ 300 mAh/g)에

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수준 (~ 200 mAh/g)을 4회 사이클 동

안 유지한 반면, ‘Case 1’의 경우 초기 방전 (~ 270 mAh/g) 후 

1/3 수준 (< 100 mAh/g) 으로 감소되어 ‘Case 2’ 대비 초기 용

량 및 가역 특성 모두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황 

복합 전극 제조 방법에 의해 활물질/전해질/도전재 간의 계면 

특성 (이온/전자 전도 네트워크의 형성)은 크게 변화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제조 방법의 선택은 리튬-황 전지의 성능 (용량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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