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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merits and uniqueness of nanotechnology have long attracted great interest and attention from 

energy storage/conversion-related fields, especially in rechargeable lithium (Li) batteries. For instance, 

nanosizing of active materials can reduce the Li diffusion paths, far enhancing the cell rate capability. 

Besides, nanoscale coating is beneficial to improve the stabilities of electrochemical materials. Despite such 

benefits, since nanosized active materials are facing the limitation of practical viability along with energy 

density and manufacturing process, new application strategies of nanotechnology in batteries have been 

proposed through the functionalization of inactive battery components. Among them, in this study, we present 

a new, hybrid type of the electrolyte containing the highly dispersed, nanosized functional particles, namely, 

nanoparticle-dispersed colloidal electrolytes (NDCEs). Throughout the article, fundamentals, microscale 

structures, and designing principles of NDCEs are comprehensively studied to achieve the desired properties 

for successful applications in conventional Li-ion batteries and beyond Li-ion systems, such as rechargeable 

Li-metal batteries. On a basis of the interesting features of NDCEs, future perspectives are suggested, which 

may help move forward its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battery technologies.

Keywords:   Electrolytes, Functional nanoparticles, Lithium Batteries, Lithium Metal Battery, Nanoparticle-

dispersed Colloidal Electro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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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재의 나노화 (10억분의 1)는 기존 마이크로 (100만 

분의 1) 이상의 스케일에서 와는 달리 원자, 분자 자체

의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

한 특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입자가 나노화됨에 

따라 흡착, 응집 그리고 촉매능과 같은 표면특성의 변

화, 강도, 경도 등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 강자성체의 상

자성화, 밴드 갭의 변화 등의 전자적 특성의 변화와 같

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화되고,1-4) 특수한 기능

성이 부여된 나노 소재는 도입되는 양에 상관없이 에너

지, 환경, 생물, 의료, 기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5-9)

그 중 에너지 분야에서 나노 소재는 이차전지 소재 부

분에서 많은 응용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특히 이차전

지의 에너지 밀도 향상, 고전압 구동, 산화/환원 안정성 

등 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혁신

을 가져왔다.10-12) 대표적인 예로, Goodenough 교수가 

보고한 올리빈계 LiFePO4 양극활물질은 우수한 가역성 

및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의 확산경로가 제한되

고 전기전도도가 낮은 한계점 등이 상용화에 큰 걸림돌

이 되었으나,13) 나노스케일의 활물질 합성을 통해 리튬

이온의 확산경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원활한 충방전

을 가능케하였다.14,15) 또한 나노 수준의 표면 탄소코팅은 

전기전도도를 증가시켜 높은 충전 속도에서도 이론용량

을 구현할 수 있었다.16) 다른 예로 실리콘 (Si) 음극소재

는 4200 mAh g-1의 이론용량을 구현할 만큼 유망한 음

극소재로 고려되어왔지만 충·방전 과정 중 극심한 부

피 팽창에 따른 전극 및 계면의 퇴화로 인해 상용화의 

한계가 있었다. 나노와이어 기반의 전극 소재 활용은 이

러한 부피변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전극의 가역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대표적 예 이다.17) 이외에도 다양한 

나노기술이 접목된 전극 제조는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나노기반 전극활물질의 이차전지 분야로의 응

용은 상용화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나노기술의 장점 이면에 매우 넓어진 표면적으로 인해

서 전해질과 전극 사이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계면 반

응 면적이 증가하여 전해질 및 리튬이온의 소모를 야기

시켜 전지의 장기 구동 특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공존

한다.18) 뿐만 아니라 전극을 제조하는 공정상 슬러리 제

조단계에서의 용매에 따른 분산성 한계, 높은 공정 비용 

관점에서의 한계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나노입자의 

낮은 탭밀도로 인해서 전극의 후막화 및 고밀도화가 제

한되어 전지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어 중대형 이차전지 개발의 큰 주안점인 

고에너지밀도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소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분야로의 응용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한 소재 및 

부품으로의 나노 기술 응용은 현 이차전지 및 차세대 전

지 개발 분야에서 그 활용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내 필수 부품소재인 폴리올레핀 기반 분

리막에 무기물 나노소재 코팅층을 도입하여 기계적 물

성을 확보하여 전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대

표적이며,11,12,19,20) 전극 복합체에 카본나노튜브를 도입하

여 전극 설계에서의 전도성 확보 및 전극 결착력 확보를 

도모하는 전략 또한 제안되고 있다.21-23) 최근 고전압에

서의 양극활물질 결정구조 안정성 및 계면 제어를 위한 

무기물 나노소재를 코팅하는 연구24,25) 등이 활발히 진행

되어 현재 상용수준에서의 검증이 확보된 상태이다. 전

지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의 전도성, 

기계적 안정성, 계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물 

나노입자의 첨가와,26,27) 더 나아가 고에너지밀도를 구

현할 수 있는 차세대 리튬금속전지 내 유·무기 나노 코

팅 보호막을 통한 리튬금속 전극의 계면 안정성 확보 연

구28,29) 등이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상용화를 위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최근 리튬이차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

로운 방식으로 나노기술 활용법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액체 전해질에 나노입자를 분산시킨 콜로이드 

형태의 전해질은 전해질 종류에 크게 의존하는 이온 전

달 특성 및 계면 안정성 향상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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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염, 유기용매, 기타 첨가제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

며, 전해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염/유기용매의 조합이 

전해질 자체의 특성을 대부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전

해질의 염/유기용매 조합만으로 이온전달 특성과 계면

물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은 한계가 있고 전기화학적 반

응으로 형성되는 활물질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 조성 및 

물성은 예측, 제어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계면의 기계적 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기물의 함량

이 증대되어야 하지만 염/용매 조성만으로 특정 물질의 

함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반면, 나노입자가 

도입된 콜로이드형 전해질은 전극 계면반응에 참여하여 

계면 내 무기물 함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

고됨에 따라 계면의 물성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

기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구

현할 수 있는 기능성 나노소재들과 나노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설계 및 응용 사례

를 다루며,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구조 

콜로이드형 전해질은 고상의 나노입자를 액상의 용매

에 분산시킨 형태이며, 일종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형태

의 전해질로 간주된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해질은 고

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고분자의 결정성을 낮추고 리튬이온의 이동도를 높

일 수 있는 세라믹 나노입자가 도입된 세라믹/고분자 복

합 전해질 (Solid-in-polymer)이 일반적이나,30,31) 본 

논문에서 다루는 콜로이드형 전해질은 액체전해질 내에 

나노입자를 분산시킨 형태 (Solid-in-liquid)로 기존의 

세라믹/고분자 복합 전해질과는 다른 개념의 하이브리

드 전해질이다 (Fig. 1). 나노입자가 전해질 상에서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고, 리튬 양이온 및 음이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리튬이온의 전달 경로를 제어하거나 계면 

반응에 일부 참여할 수도 있어, 세라믹/고분자 복합 전

해질에서의 세라믹 나노입자의 역할과는 상이하다 (Fig. 

1c). 일반적으로 전해질 내에서의 이온 전달 특성은 염

과 용매의 종류, 농도와 같은 조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데, 나노입자는 염–용매간 미세 배위 구조에 개입할 수 

있어 염의 해리도 및 이온 전달 경로를 독립적으로 변화

시켜 기존 전해질 설계 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전해질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Fig. 1a, b). 또한 계면

Fig. 1.   콜로이드 전해질(solid-in-liquid)의 용매화 구조 모식도. (a) 염과 용매로 구성된 상용화 전해질의 미세 구조, (b) 나노입자가 염-용

매간 미세 배위에 개입된 구조, (c) 나노입자 표면으로의 음이온 흡착 유도에 따른 자유 리튬이온 수 향상 및 새로운 이온 전달 경로

(Grotthuss 메커니즘) 확보 형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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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반응 측면에서, 특정 전기화학 반응을 유도하여 전

극 계면 조성 및 구조의 개질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용융

성 첨가제의 경우와 유사 하지만, 계면에서의 화학적/전

기화학적 반응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용융성 첨가제와

는 달리 나노소재는 공침을 통해 계면형성 반응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여 물성강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

다. 분산된 나노입자의 종류 및 형태, 크기, 표면 관능기

에 따라 전해질 내에서의 분산 특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

이 매우 상이할 수 있어 염–용매–나노입자 간 미세 구

조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설계원리 확립이 중요하다.

3. 콜로이드형 전해질 설계 주요인자

콜로이드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노입자의 분산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단일 입자의 크기

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전해질 내 이온종 들

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증가하고 그 결과 침전 억제 효과 

및 우수한 분산특성이 확보된다. 반면, 높은 함량의 나

노입자 도입은 분산성을 현저히 낮출 뿐만 아니라 전해

질의 점도를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튬이온의 전도를 

방해할 수 있어서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나노입자를 소

량 도입하여 분산성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콜로이

드형 전해질 설계의 기본 조건이다.

나노입자의 분산 상태뿐만 아니라 나노입자 간 연

결성 또한 콜로이드형 전해질 설계의 주요 인자이

다. 일반적인 전해질의 경우, 전기장 하 이온의 이주 

(electromigration)는 용매화 구조형태로 수송되는 

Vehicle 메커니즘에 지배되는데 반해,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경우 입자 간 연결성 

(percolation regime)이 확보되었을 때, 입자 표면을 따

라 이온이 전달되는 hopping (Grotthuss 메커니즘)을 

통한 전달 방식이 추가될 수 있다 (Fig. 2a, b).32) 입자 

표면의 산도 (acidity)에 따라 리튬 염의 음이온을 끌어

당김으로써 표면 음전하가 확보되어 공간 전하 (space 

charge)의 불균일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을 약화시켜 리튬의 이온전

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나노입자 표면제어 

및 입자 간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기존 전해질에서와는 

달리 용매화 형태 수송모드와 이온전도특성이 뛰어난 

hopping 모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이온전달모드를 

구현할 수 있다. 

3.1. 나노입자 표면 관능기

콜로이드형 전해질 내 나노입자는 양이온 및 음이온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염-

용매간 미세 배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온 전달특

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들은 나노입자 표면의 

화학적인 상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나노입자 표면 관능기에 의한 용매와의 친화성 및 산

도 (acidity)는 콜로이드 전해질의 분산성 및 이온 전

도 경로의 연결성, 용매화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Bhattacharyya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입자 표면

에 소수성 관능기(methyl-trimethoxysilane (MTMS), 

octyltrimethoxysilane (OTMS))를 가지는 실리카 

(SiO2) 나노입자는 관능기간의 반데르발스 결합을 통해 

하이드록실기 (OH)와 음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 시

켜주며, 이에 따라 이온전도도를 향상시킨다 (Fig. 3a-

ii, 3a-iii).35) 하지만 소수성 관능기의 분자량이 과도

하게 클 경우 입체효과 (steric effect)로 인해 이온전

도 특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능기 선택

이 중요하다. 반면에 OH 관능기만을 가진 실리카의 경

우 입자 간의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관능기 비

활성화로 인해 낮은 이온전도도를 갖게 되는 단점을 가

진다 (Fig. 3a-i). 또 다른 경우로 (3-aminopropyl) 

Fig. 2.   (a) 나노입자의 연결에 따른 이온 전달 경로 모식도, (b) 

2D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클러스터 형

성에 따른 전류 분포도. Reproduced from ref.32 with  

permission of Royal Society of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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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hoxysilane (APTMS)를 가지는 실리카는 입

자 간의 응집보다 용매와의 상호작용이 우세하기 때문

에 낮은 점도를 구현할 수 있지만, 리튬이온과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한 이온전도 저해 특성을 보인다 

(Fig. 3a-iv). 이처럼 나노입자 표면 화학상태에 따라 

응집도가 변화되어 입자 간 연결성 임계점 (percolation 

threshold)이 달라진다. 즉, 관능기는 용매화 구조의 변

형 및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물리적 특성 (강도, 점도)

을 제어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Fig. 3b). 우한대 Huang 

그룹은 Boron Nitride Nanosheets (BNNS)를 분산시

킨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경우,33,34) 붕소와 리튬 염 음

이온(TFSI-)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자유 리튬이

온 (free Li+)의 양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추가적

으로 표면에 아민기 (NH2)를 도입함으로써 붕소 자체

의 Lewis Acidity를 높여 정전기적 인력을 증진시켰다 

(Fig. 3c). 

이처럼 관능기 종류에 따라 관능기 자체가 전해질 구

성 성분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거나, 나노입자 모체와

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로

이드형 전해질의 기계적 강도 및 이온전도도 등과 같은 

전기화학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최적의 관능기를 설정 및 도입하는 것이 콜로이드형 전

해질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3.2. 리튬 염의 종류

나노입자와 음이온간의 상호작용력을 이용하여 리튬

이온의 이온전도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염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 도입에 

따른 전해질 내 용매화 구조개입 및 이온전도도 향상 원

리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된 바는 아직 없으나, 이전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전해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주로 음이

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온 전도 특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Max Planck 연구소의 J. Maier 

박사 그룹은 서로 다른 음이온 반경을 가지는 LiClO4

와 LiBOB 기반의 콜로이드형 전해질 비교 연구를 통해 

음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나노입자에 따른 이온전도

도 향상이 유도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 (Fig. 

4a, b).36) LiClO4와 LiBOB 염이 사용된 보레이트 계열 

용매 기반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를 비교한 결과, LiBOB 

염을 사용한 전해질의 이온전도도가 더 높았던 것과 달

리 (LiClO4: ~1.0×10-3 S cm-1, LiBOB: ~1.0×10-2.7 

S cm-1, 50 °C) 실리카가 첨가된 콜로이드형 전해질 상

에서는 LiClO4 염을 사용한 경우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이처럼 염의 음이온의 이온반경이 작을수록 나

노입자와 음이온간의 결합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기

존 이차전지 전해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PF6, BF4와 

같은 소형 음이온과의 조합을 통해서 극대화된 성능 향

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6) 

콜로이드형 전해질에서 음이온과 나노입자 간의 결

합력 강화는 리튬 염의 해리도를 향상시켜 이온전도도

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염의 해리도가 낮은 전해질

Fig. 3.   (a) OH, MTMS, OTMS, APTMS 관능기를 가지는 실리카 나

노입자 간의 연결성 및 이온과의 결합 특성에 대한 모식도. 

(b) OH (A300), MTMS (MA300), OTMS (OA300), APTMS 

(NA300)에 따른 점도 및 물성. (c) NH2 도입에 따른 Lewis 

acidity 향상 모식도. Reproduced from ref.35 with per-

mission of ACS Publication.



제24권 제1호, 2021년 3월 || 9

CERAMIST
나노입자가 분산된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차세대 이차전지로의 응용

에서 표면 산도가 높은 나노입자의 도입은 염 해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J. Maier 

그룹은 유전 상수가 낮은 Tetrahydrofuran (THF)와 

Polyethylene glycol (PEG)를 용매로 사용하고 LiClO4

를 염으로 사용함으로써 염의 해리도가 낮은 전해질에

서 나노입자 (7nm-SiO2)의 첨가에 따른 이온전도도 상

승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나노입자와 염/

용매 조합에서의 나노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사례를 표 1

에 정리하였다. 전해질의 상대적으로 높은 염 해리도를 

갖는 전해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함량의 나노입자 첨

가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나노입자

의 첨가량이 높을 경우 이온 전달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나노입자 첨가량을 기반으로 염과 

용매의 적합성이 목적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4.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특성

4.1. 이온전도도 향상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콜로이드형 전해질은 Soggy-

sand 전해질로 활발히 연구가 된 바 있다. 표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실리카 나노입자를 도입한 연구 사례가 다

수 있는데, J. Maier 그룹은 전해질 조성 1 M LiClO4/

PEG (Mw=150 g mol-1, PEG-150)에 실리카의 부피

분율 (volume fraction, ϕ) ≤ 0.03를 첨가하여 콜로

이드형 전해질을 제작 및 실리카 나노입자 농도에 따라 

최대 3.3배 이상의 이온전도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실

리카 표면 OH 작용기와 음이온의 정전기적 상호작용

을 유도함으로써 음이온과 리튬이온의 결합력을 약화

시켜 이온전도도를 향상시켰다. 허나, 나노입자의 응집 

(agglomeration) 및 침전 (sedimentation) 현상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 시간에 따른 전도도 감

소가 관측되는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실리카 나노입자

의 반경, 농도 (ϕ), 염의 농도 등 안정적인 네트워크 유

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7)

나노입자 간의 응집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의 붕괴

와 함께 물리적으로 이온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이

온전도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입자간 

응집에 의해 형성된 percolation pathway를 통해 이온

전도 특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 실리카 표면 OH 관능기

는 음이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온전도도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허나, 입자 간

의 강력한 수소결합은 과도한 응집을 초래하고, 클러스

터 크기 증가함에 따라서 음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면

적 (관능기)이 감소되며, 물리적으로 이온수송을 방해

할 수 있다. Bhattacharyya는 실리카 표면의 친수성을 

조절함으로써 수소결합에 의한 과도한 응집을 해소하

였는데, OH 관능기를 갖는 실리카에 소수성 관능기를 

부분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입자 간의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해 음이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OH 관능기의 수

를 증가시켰다 (Fig. 5a). 오히려 강한 친수성 관능기인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ATMS)의 경우, 

유기용매와의 상호작용력이 증가하여 이온-쌍극자 결

Fig. 4.   (a) 서로 다른 음이온 크기를 가지는 염들의 이온전도도 비

교 도표 (b) LiClO4와 LiBOB를 염으로 하는 전해질의 실리

카 농도에 따른 이온전도도 비교. Reproduced from ref.36 

with permission of Royal Society of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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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의해 양이온을 끌여당겨 이온전도도가 감소될 수

도 있다. 정리하자면, 나노입자의 분산성은 이온전도도 

확보에 중요한 변수이며 입자 표면특성에 의해 크게 지

배될 수 있고, 과도한 응집에 의한 침전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면 향상된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다.37,38)

콜로이드형 전해질 상에서의 이온전도도의 향상은 

바탕 전해질 용매의 유전 상수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

다. 예를 들어, 7 nm 실리카가 분산된 1 M LiPF6 in 

Ethylene Carbonate (EC)/Dimethyl Carbonate 

(DMC) (1/1, w/w) 와 1 M LiPF6 in DMC 전해질을 사

용한 Bhattacharyya 연구팀에 의하면 EC 용매의 유무

에 따라 서로 다른 최대 이온전도도 수치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39)

이때, EC 용매의 유무는 전해질의 유전 상수의 차이

로 구분되는데, 높은 유전 상수를 나타내는 전해질의 경

우에는 실리카를 도입에 따른 이온전도도 상승폭이 2배

인 반면, 낮은 유전 상수를 가지는 전해질은 이온전도도

가 최대 2.6배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유전 상수가 낮은 

Table 1. 콜로이드형 전해질에 사용된 바탕 전해질, 나노입자 및 그에 따른 조건들 

바탕 전해질 나노입자 나노입자의 농도 최종 콜로이드형 전해질 참고문헌

LiClO4 in PEG-150 SiO2, 7 and 10 nm
ϕ ≤ 0.03

(volume fraction)
1 M LiClO4 in PEG-150 + SiO2 37) 

LiPF6 in EC/DMC 
(1/1, w/w)

SiO2, 7 and 290 nm
ϕ ≤ 0.08  

(volume fraction)
1 M LiPF6 in EC/DMC (1/1, w/w) + SiO2 39)

LiClO4 in m-PEG

SiO2, 7 nm
Methyl-capped SiO2

Amine-capped SIO2

Octyl-capped SiO2

ϕ ≤ 0.07
(volume fraction)

0.1 M LiClO4 in m-PEG + SiO2 35) 

LiBF4 in EC/PC (1/1, 
w/w)

Al2O3 24 nm
BaTiO3, 1 µm

5 wt% and 10 wt%
(weight fraction)

1 M LiBF4 in EC/PC (1/1, w/w) 62)

LiClO4 and LiBOB 
in borate ester (BE)

SiO2, 7 and 10 nm
ϕ ≤ 0.15  

(volume fraction)
LiClO4 in BE + SiO2

LiBOB in BE + SiO2
36) 

LiClO4 in THF SiO2, 100 nm
ϕ ≤ 0.015  

(volume fraction)
0.1 M LiClO4 + THF + SiO2 63)

LiClO4 in Methanol 
(MeOH)

SiO2, 300 nm
TiO2, 300 nm
Al2O3, 300 nm

ϕ ≤ 0.7
(volume fraction)

0.1 M LiClO4 in MeOH + SiO2

0.1 M LiClO4 in MeOH + TiO2

0.1 M LiClO4 in MeOH + Al2O3

0.1 M LiClO4 in DMSO + SiO2

0.1 M LiClO4 in THF + SiO2

64)

LiTFSI + DOL/DME 
(1/1, v/v) + LiNO3

BNNS, 4.5 nm (Thickness) 
and 1-3 µm (Lateral)

≤ 10 mg mL-1 1 M LiTFSI in DOL/DME (1/1, v/v) + 2 wt% 
LiNO3 + BNNS

33)

IL-NIMs ZrO2, 86 nm - ZrO2-IL-NIMs 48)

TEGDME
(Tetraethylene gly-
col dimethyl ether)

SiO2-SO3BF3Li,
SiO2-SO3Li, 7 nm

-
SiO2-SO3BF3Li in TEGDME

SiO2-SO3Li in TEGDME
47)

LiTFIS in PC + 1 
wt% LiNO3 + 2 vol% 

VC
SiO2, 10 and 25 nm -

1 M LiTFIS in PC + 1 wt% LiNO3 + 2 vol% 
VC + SiO2-PEGDME

43)

LiTFSI in PC in MA 
(methyl acetate)

PMMA, 260 nm 11 wt% LiTFSI in PC/MA (3/2, v/v) 49)

LiPF6 in EC/EMC + 
VC

SiO2, 7 nm ≤ 20 mg mL-1 1 M LiPF6 in EC/EMC(3/7, w/w) +2 wt% 
VC + SiO2

46)

LiPF6 in EC/DEC Nano diamond, 5 nm ≤ 8.2 mg mL-1 1 M LiPF6 in EC/DEC + SiO2 57)

LiPF6 in EC/DEC MOF, ~500 nm ≤ 250 mg mL-1 1 M LiPF6 in EC/DEC + MOF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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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의 경우 실리카 첨가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리카를 통한 염의 해리가 유

전 상수가 더 낮을수록 극대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독특한 이온전도모드를 고려할 

때, 저온 (≤ 25 °C)에서의 이온전도도 향상에 효과적

일 수 있다 (Fig. 6). J. Maier는 상용 카보네이트계 전

해질 (1 M LiPF6 in EC/DMC) 기반의 나노 실리카 (7 

nm SiO2) 기반의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제조한 후 (ϕ ≤ 

0.08), 온도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상대적으

로 낮은 온도 (≤ 25 °C)에서 실리카 부피분율이 0.03일 

경우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 (~1.5×10-2 S cm-1)를 구

현하였고, 0.04, 0.02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

는 실리카를 포함하지 않는 바탕 전해질 (~7.0×10-3 S 

cm-1)보다 향상된 수치이다. 이처럼 나노입자는 기존의 

바탕 전해질이 가지는 저온 구동에서의 이온 전달 현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확보 및 전

지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39)

4.2. Transference number (t Li+) 향상

이온전도도 향상은 전지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

간 전하 (space charge) 및 리튬이온 플럭스의 균일성

을 강화하므로써 전해질 내부의 과전압 감소 및 용량유

지율 향상에 유리하다. 하지만 전지의 성능 확보를 위해

서는 이온전도도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선택적 이동 역

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실리카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나노입자는 콜로이드형 

전해질에서 높은 부피분율 (농도)로 존재할 경우 이온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데 이를 통한 이온전도도 

감소폭이 음이온 고정으로 인한 이온전도도 상승폭보

다 높을 경우, 결론적으로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

나 이온전도도가 감소하여도 오히려 리튬이온의 선택적 

이동수 (transference number, tLi+) 향상을 통해서 실

질적인 리튬이온 전달특성은 향상될 수 있다. 아래 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양이온의 이동수는 양, 음이온을 

포함한 전체 전하운반체 (charge carriers)의 mobility 

대비 양이온의 상대적인 mobility (u(Li)+)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한 예로, Y. Lu 그룹은 상용 전해질 1 M 

Fig. 5.   (a) 실리카에 부여된 관능기 (친수성, 소수성, 용매 친화

성 친수성)별 전해질 내 분산 형태 및 결합 이온의 설명도. 

Reproduced from ref.38 with permission of ACS Publi-

cation. (b) 친수성 바탕 실리카(A300), 소수성 관능기가 달

리 실리카 (MA300, OA300) 및 용매와의 친화성을 띄는 친

수성 실리카 (NA300)의 분산 농도에 따른 이온전도도 변화. 

Reproduced from ref.35 with permission of ACS Publi-

cation.

Fig. 6.   (a) 7 nm SiO2가 분산된 1 M LiPF6 in EC/DMC 전해질의 

온도에 따른 이온전도도 및 (b) Graphite 음극 용량 구현 및 

용량 유지율 특성. Reproduced from ref.39 with permis-

sion of IOP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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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F6 in EC/ Diethyl Carbonate (DEC)에 다공성의 

금속-유기구조체 (metal-organic framework, MOF) 

입자를 125 및 250 mg mL-1 농도로 분산시켜 콜로이

드형 전해질을 제작하여 전지성능을 향상시켰다.40) 바

탕 전해질 대비 MOF 분산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 각 농도에서 오히려 25%, 60% 감소한 반면, 

transference number는 최대 2배 향상된 0.57, 0.61

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전지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바탕 전해질에서의  = 0.3). 실질적인 Li+ 이

온전도도 ( )는 측정된 이온전도도에서 를 곱한 

값임을 감안할 때, Li+ 이온 자체의 수송특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측정된 이온전도도에서의 감소를 높은 

 구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

라, 리튬이온 이동수 를 향상시키는 것은 차세대 리

튬금속전지의 문제로 여겨지는 덴드라이트 성장 억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콜로이드형 전

해질을 설계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물성치이다. 

이 밖에도 기능성 나노입자가 분산된 콜로이드형 전

해질 설계를 통해 를 향상시킨 연구들의 경우, 1) 나

노입자 표면에 음이온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관능기

를 지니거나,39,41-43) 2) 음이온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

태의 나노입자 사용의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대표적 예

로, Cornell 대학의 Archer 교수 연구팀은 실리카 입

자 표면에 양이온을 띄는 관능기 1-methyl-1-propyl 

piperidinium (PP)을 도입함으로써 TFSI 음이온과 이

온결합을 통해 음이온의 mobility를 낮추고 공간 전하

의 균일성 확보를 통해 의 상승을 유도하였다.44) 본 

연구에서는 1 M LiTFSI/Propylene Carbonate(PC) 전

해질에 SiO2–PP–TFSI가 분산된 Ionic liquid 전해질

을 사용하였으며, 나노입자의 농도 48%에서 최대 0.24

의 값을 도출했다. 이 수치는 기능성 실리카가 도입되

지 않은 바탕 전해질 (0.2)에 비해 향상된 수치임을 확

인하였다. 음이온 고정 역할을 하는 관능기의 모체로써 

다양한 나노입자 (SiO2,
41-43,45-47) ZrO2,

48)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49) Al2O3,
45,50) ZnO51) )가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Fig. 7과 같이, 여러 관능기가 도

입될 수 있는데, 소재와 관능기에 따라 저온 구동 안정

성 확보,49) 표면 물성 강화46) 등의 추가적인 성능구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적합한 소재 선정이 중요

하다.

이외에도 중국 우한대의 Huang 그룹이 사용한 

Boron nitride 나노시트 (BNNS),33) 미국 PNNL, 국내

연구진의 퓸드 실리카 기반의 콜로이드형 전해질 연구

사례46) 에서도 향상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 특히, 

Urea를 활용한 합성법을 통해 BNNS에 NH2 관능기를 

부여할 시 (Fig. 8a), 붕소원자의 산도를 향상시켜 음이

온의 mobility를 감소시켰다. 1 M LiTFSI in DOL(1,3-

Dioxolane)/DME(Dimethoxyethane) + 2 wt% LiNO3

에 해당 BNNS 입자를 7.0 mg mL-1의 농도로 분산시킨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경우 0.55의 수치를 달성하였

으며, 이는 바탕 전해질 (0.47)보다 향상된 값이다 (Fig. 

8b).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NNS의 붕소원자는  음이

온 TFSI-의 N 원자와 Lewis Acid-Base 반응을 통해 

음이온의 이동도 감소와 함께 의 향상을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전해질 내의 농도구배 완화에 따른 리튬 전착

시의 낮은 과전압과 전류밀도에 따른 용량 구현을 통해 

우수한 율속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8c). 이 밖에도 구

조적, 물리적으로 리튬 덴드라이트 억제에 유리한 구조

를 가졌기 때문에 금속 음극 안정화 물질로서의 역할도 

가진다. 이외에도 나노물질 고유의 소재 특성을 통해 전

해질의 tLi+를 향상시킨 논문이 많으며, 콜로이드형 전해

질의 우수한 이온 전달 특성을 위해 소재 선정이 중요함

Fig. 7.    다양한 관능기가 도입된 나노입자들에 대한 모식도 ((a) 

Nanoparticles(NPs)–PP–TFSI, (b) NPs-Ionic Liquid(IL)-

TFSI, (c) NPs-Ionic liquid–nanoscale ionic materials 

(IL-NIMs), (d) NPs-SO3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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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가 분산된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차세대 이차전지로의 응용

을 알 수 있다.

5. 차세대 리튬금속전지에서의 콜로이드형 전해질 기술

5.1. 금속이온의 균일 전착

앞서 다룬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독특한 이온전달방

식 및 이를 통한 이온전도도, 이동도 향상은 차세대 전

지의 음극 소재로 재조명되고 있는 고용량 리튬금속의 

계면 안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리튬금속음극

은 197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충전 과정 중에 형성

되는 침상구조의 리튬 덴드라이트로 인해 오랫동안 상

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리튬 덴드라이트는 분리막을 관

통하여 전지 내부단락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전지의 안전

성을 크게 위협하며, 전해질과의 부반응을 가속화하고, 

계면을 퇴화시켜 극심한 전지열화를 유발한다.52,53) 앞서 

다룬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통한 향상된 리튬 이동도는 

Sand time (τ) 식에 근거하여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는 파라미터로 여겨진다.54,55) 

위 식에서 Dapp는 겉보기 확산계수, Zc는 전하 수 (Li

의 경우, 1), F는 패러데이 상수, C0는 벌크 전해질에서

의 리튬 염의 농도, J는 전류밀도, 는 음이온 이동도를 

의미한다. Sand time은 전극 계면에서 리튬이온의 농

도가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전극 계면에서 덴드라

이트가 형성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을 참고하였을 때 음이온의 이동도가 작아지면, 즉 양

이온의 이동도가 커지면 Sand time이 길어지게 되고 이

는 리튬금속음극에서 덴드라이트 성장이 억제됨을 의미

한다.

미국 PNNL Xiao 박사의 Science56) 보고에 따르면 

전해질 상에서 이온종의 전달을 균일하고 신속하게 하

는 것이 리튬 덴드라이트의 억제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

사했다 (Fig. 9a). 전극 표면에서 리튬이온의 전기화학

적 환원 반응이 매우 빠르다고 가정하였을 때, 리튬이온

의 전달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소모되는 리튬이온을 즉

각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리튬이온의 농도구배

가 가파르게된다. 그 경우, 더 많은 리튬이온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리튬이 성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리튬 덴드

라이트가 형성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리튬 덴드라이트

는 전류밀도 쏠림 현상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이 가

속화된다 (Fig. 9b). 이와 반대로 리튬이온의 이동속도

가 균일하고, 빠른 경우에는 전극 표면에서의 농도구배

Fig. 8.   (a) Urea를 통한 BN 박리와 관능기 형성. Reproduced from ref.34 with permission of Nature Publishing Group. (b) BNNS의 농

도에 따른 이온전도도 및 tLi+ 변화 (7 mg mL-1에서 최대값을 가짐), (c) Li-S 전지의 구동을 통해 측정한 율속에 따른 용량 구현. Re-

produced from ref.33 with permission of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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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되고 리튬의 성장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이

루어진다 (Fig. 9c). 앞서 언급된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향상 및 리튬이온 이동수( ) 향상 효과는 

리튬이온을 빠르고, 상대적으로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됨

을 의미하고, 이는 금속음극 표면에서 금속이온의 균일

한 전착을 유도한다.

리튬이온의 전달현상 완화를 통한 덴드라이트 억제 외

에도 나노입자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따라 리튬 양이온과

의 공침효과를 통해 리튬의 균일한 전착을 유도 및 이를 

통해 전극 계면을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중국 칭화대 및 미국 Drexel 대 공동연구 그룹은 나노 

다이아몬드가 분산된 콜로이드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나노입자가 리튬이온과 동시에 전착됨으로써 덴드라이

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Fig. 10).57) 일

차원리 전산모사를 통해 리튬이온이 낮은 자기 확산 계

수를 갖는 나노 다이아몬드 표면에 흡착되고, 이들의 공

동 전착과정을 통한 필름형 리튬 전착현상을 규명하였으

며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나노 다이아몬드의 주

요 역할은 4단계로 나누어진다 (Fig. 10a). (1) 리튬이온

이 구리 집전체에 비해 표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갖는 나노 다이아몬드에 흡착된다. (2) 리튬이

온이 흡착된 나노다이아몬드가 대류와 전기적 이동에 의

해 구리 집전체 주변으로 이동한다. (3) 나노다이아몬드

가 초기 리튬 핵생성에 기여한다. (4) 나노다이아몬드의 

작은 크기로 인해 결정 크기가 작은 리튬이 전착되고, 

균일한 리튬 전착 형상을 갖게 된다. 나노 다이아몬드 

기반의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통해서 리튬금속음극의 가

역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으며, Li||Li 대칭셀의 구동

에 있어 2.0 mA cm-2에서 최대 150 사이클 구동 가능성

을 입증하였다 (Fig. 10b). 하지만 덴드라이트 억제 가능

성을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노입자에 비해 대

량생산이 어렵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문

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 수저우 대학 연구팀은 리튬과 친화성

이 좋은 무기 나노입자를 활용하여 전극계면에서의 리

튬이온 고갈 현상을 억제하고, 이에 따라 균일한 리튬 

전착이 유도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58) 전해질 내 분

산된 Montmorillonite (MMT)의 넓은 표면적과 흡착능

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표면에서의 리튬이온 농도가 높

아지는 “Self-concentration” 현상을 이끌어냈으며, 이

를 이용하여 많은 양의 리튬이온 수송을 가능하게 하였

다 (Fig. 11a). 다량의 리튬이온 수송을 통해 전극 계면

에서의 이온 고갈시간 즉, Sand time을 지연시킴으로

Fig. 9.   리튬이온의 전달현상과 전착 형상 모식도. (a) 불균일한 리

튬이온 전달과 이에 따른 전극 표면 형상 변화. (b) 극심한 

이온 농도구배 형성으로 인한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 (c) 

완화된 이온 농도구배와 균일한 리튬 전착. Reproduced 

from ref.56 with permission of AAAS.

Fig. 10.   (a) 전해질 내 나노다이아몬드의 덴드라이트 억제 메커니

즘에 대한 모식도. (b) Li||Li 대칭 전지 사이클링 테스트 결

과 (2 mA cm-2, 0.4 mAh cm-2). Reproduced from ref.57 

with permission of Nature Publishing Group.

Fig. 11.   (a) MMT 입자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모식도 (d) Li||Cu 

전지 사이클링 테스트 결과 (0.5 mA cm-2, 1.0 mAh cm-2). 

Reproduced from ref.58 with permission of Nature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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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바탕 전해질에서의 불균일한 리튬이온 전착을 억제

하였다. 뿐만 아니라 MMT 입자는 낮은 자기 확산 계수

를 가지므로 입자 표면을 따라 리튬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게 된다. 실제로 전착된 리튬 형상을 통해 

덴드라이트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Li||Cu 

전지 테스트에서 통해 0.5 mA cm-2, 1.0 mAh cm-2 

조건에서 바탕 전해질에 비해 200 cycle (150 → 350 

cycle) 향상된 성능 보였다 (Fig. 11b). 리튬 음극면에서

의 높은 이온 흡착능과 낮은 이온 확산 장벽이 덴드라이

트 억제에 효과적인 것을 바탕으로 리튬 덴드라이트 억

제를 위한 나노소재 선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5.2. 계면의 기계적 강도 강화 

앞서 언급된 연구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해질 내에 

분산된 나노입자들은 전지 구동과정에서 전극 표면에 

공침될 수 있으며, 나노입자의 특성에 따라 전해질과 전

극 계면 형성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로 실리카의 경우, 이차전지 전해질 내 LiPF6 염과 미량

의 수분으로 인한 HF 발생이 실리카 etching과 같은 화

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계면 근처에서 hydrolysis 반응을 

도모하고 이로 인해 반응 부생성물이 계면 성분으로 유

입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응식 1-2).17,59) 

LiPF6 + H2O → POF3 + 2HF + LiF↓ (1)

SiO2 + 4HF → SiF4 + 2H2O  (2)

이러한 부반응의 발생은 리튬이온의 소모를 초래할 

수 있으나, PNNL 및 국내 공동 연구진은 리튬금속음

극 표면에서 계면 성분 변화를 유도하여 리튬 덴드라이

트 억제 및 표면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46) Fig. 12a-c와 같이 실리카를 분산시킨 나노 콜로

이드형 전해질 (NDCE)에서 5.0 및 10 mg mL-1 농도로 

실리카를 분산시킬 경우, 매우 효과적인 덴드라이트 성

장 억제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실리카를 분산시킨 액체 

Fig. 12.   SEM을 통한 리튬 전착 형상 분석 (a) 실리카 첨가 전, 바탕 전해질, (b) 5.0 mg mL-1 실리카를 첨가한 콜로이형 전해질, (c) 10 mg 

mL-1 실리카를 첨가한 콜로이드형 전해질. 바탕 전해질 : 1 M LiPF6 in EC/Ethyl methyl Carbonate (EMC)(3/7, w/w) +2 wt%  

Vinylene Carbonate (VC), (d) 고 해상도 XPS 분석을 통한 실리카 함량 별 SEI 성분 분석 결과, (e) 상용수준 전지 설계 기반에서

의 리튬금속전지 (Li||NMC811) 충 방전 사이클링 평가 결과 (충전 : 0.2, 방전 0.5 C-rate). Reproduced from ref.46 with permis-

sion of AC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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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을 리튬금속전지에 사용하였을 때 실리카의 계면 

반응 참여가 리튬금속 표면에서 LiF 형성을 촉진시키

고, Fluorosilicate 와 같은 고강도성 세라믹 성분의 함

량을 증가시켜 리튬의 반응성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Fig. 12d). 구체적인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반

응식 3-4).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 내 전극과 전해

질 계면을 XPS로 분석한 결과 실리카 함량이 증가함 (> 

10 mg mL-1)에 따라 LiF와 LixPOyFz의 피크가 증가하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SEI 내 무기물 성분이 증가함에 

따른 기계적 강도 향상 효과를 자아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Li(Ni0.8Mn0.1Co0.1)O2 (NMC811)을 양극으로 

사용한 상용수준의 리튬금속전지를 구동한 결과, 카보

네이트계 전해질에서 100 사이클까지 85%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Fig. 12e).

SiF4 + 2LiF → Li2SiF6 ↓  (3)

Li2SiF6 + 8LiOH

→ 6LiF↓ + Li4SiO4↓ + 4H2O  (4)

국내 UNIST 연구팀도 실리카와 알루미나 (Al2O3)를 

사용한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비교 분석하여 나노입자의 

계면 기계적 강도 향상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검증하였

다.45) 리튬이온과 함께 침적된 나노입자가 물리적, 화학

적으로 계면 특성을 강화 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동

일 함량에서 실리카 기반의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사용

한 경우가 알루미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우수한 전기

화학적 성능을 보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전지 내 존재

하는 미량의 HF가  Silanol (–Si–OH) 작용기 사이의 

Siloxane (–Si–O–Si–) 형성 반응의 촉매역할을 하

게 되고,60,61) 이에 따라 형성된 실리카 나노입자 네트워

크의 효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효과를 바탕으

로 실리카를 사용한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 

Li||Cu 전지에서 사이클이 진행됨에도 최초에 형성된 

최외각 SEI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SEM을 통

해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된 2차원 구조를 갖는 BNNS를 액체 전해질

Fig. 13.   (a) BNNS의 작용원리 및 효과 모식도. (b) 리튬금속과 BNNS의 Young’s modulus, (c)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계산을 통

한 BNNS와 LiTFSI 사이의 상용작용 분자 모델. 바탕 전해질에서의 Li||Cu 전지 Cu 전극 SEM 이미지 (d) 10 사이클, (e) 20 사이클 

이후 (1.0 mA cm-2, 1.0 mAh cm-2). (f), (g) BNNS를 추가한 전해질을 이용하여 추가 10 사이클 진행 이후의 Cu 전극 SEM 이미지

와 확대된 이미지. (h) Li||Li 대칭 전지의 전착 용량 별 전압 vs 시간 그래프 (전류 밀도: 2.0 mA cm-2). (i) Li–S 전지 테스트 결과 

바탕 전해질: 1 M LiTFSI in DOL/DME (1/1, v/v) + (2 wt % LiNO3). Reproduced from ref.33 with permission of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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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산시킨 콜로이드형 전해질을 리튬금속전지에 사용

한 경우 리튬금속 전착 형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

다 (Fig. 13a).33) 함께 전착된 BNNS는 높은 기계적 강

도 (Young’s modulus: 950 GPa)를 바탕으로 전극 계

면의 물성을 강화하고 물리적 압력에 의한 리튬 음극의 

부피 팽창 억제효과를 유도 할 수 있다 (Fig. 13b). 뿐

만 아니라, BNNS 내의 붕소와 TFSI 음이온의 질소 원

자 간의 상호작용은 4.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tLi+향상

을 유도하여 리튬 덴드라이트 억제에 효과적이다 (Fig. 

13c). 실제로 Fig. 13d-g에서와 같이 전착된 리튬의 

SEM 이미지를 통해, BNNS가 첨가되지 않은 전해질은 

수지상의 리튬 전착이 확인되었으며, 불규칙적으로 분

포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BNNS를 포함한 전해질

의 경우, 표면 형상이 매끄럽게 개선되는 것이 관찰되었

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고용량 (35 mAh cm-2) 

Li||Li 대칭 전지를 400 시간까지 안정적으로 구동시키

는데 성공하였으며 (Fig. 13h), Li-S 전지 내 전해질로 

적용하여 우수한 용량 유지 특성을 구현하였다. (Fig. 

13i) 

6. 결론 및 전망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를 액체전해질에 분산시킨 나

노콜로이드형 전해질과 이의 물리화학적 구조 및 전기

화학적 특징들에 대해서 다루고, 해당 전해질을 활용하

여 리튬이차전지 및 차세대 리튬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

킨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존의 전해질을 구

성하는 염, 유기용매, 기타 첨가제를 통한 전해질 설계

와는 달리 고체상의 기능성 나노입자를 분산시킴으로

써 전해질 본연의 특성에서 벗어나 이온전달모드를 바

꿔 이온전도도 및 리튬이온 이동수를 향상시킬 수 있으

며, 전지 내 계면반응에 물리적/화학적으로 일부 관여하

여 전극/전해질 계면 구조 및 물성을 개질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향후 리튬이온전지에 요구되는 고성능 및 고

안전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나노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유연한 전해질 설계 및 추

가 기능성 부여 가능성을 토대로 최근 차세대 전지로 각

광받고 있는 리튬금속전지의 리튬 음극의 가역성 확보

와 안전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리튬금속의 경우, 덴

드라이트 억제가 리튬금속전지의 상용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액체 전해질으로는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노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설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용매 염 조성과 나노입자의 효

율적인 설계, 조성 최적화를 통해서 리튬 이동수의 향

상과 이를 통한 덴드라이트 성장 지연을 할 수 있고, 다

차원 형태의 유/무기 나노입자는 리튬 전착시 공침과정

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면 반응 참가하거나 입자 자체

가 계면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작용하게 되어 리튬/전해

질 계면의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한계

점으로써 나노입자 분산성 유지와 첨가량에 따른 전해

질 점도 증가, 전해질 가격 상승 여부 등 해결해야 할 문

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룬 나노콜로

이드형 전해질의 주요 특성 및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한 

최신 나노 기술과 섬세한 입자표면 제어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나노입자를 활용한 현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향

후 리튬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 등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차전지 보급화에 따

른 중대형 전지의 안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해질의 

난연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성 나노입자 기술이 도

입된다면 이차전지의 발화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콜로이드형 전해

질 내 나노입자의 이온종과 상호작용하는 특수거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리튬이차전지 내부 분석 기술에 

응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형광특성이 부여된 나

노입자를 분산시킨 콜로이드형 전해질과 현미경을 접목

하여 리튬과 음이온 그리고 용매간의 용매화 구조를 이

해하고 이온 전달현상에 대한 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나노물질을 전극에 도입하

여 고정된 위치에서 기능성을 발현한 것과는 달리 액상

에서 운동성을 갖게됨으로써 발현할 수 있는 기능은 상

이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바이오 및 의

학 등 다양한 응용으로써 활용된 나노기술의 융복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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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향후 콜로이드형 전해질의 새로운 가능성과 

이차전지 기술의 혁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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