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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O2Cl2 전지의 양극활물질은 SO2Cl2인데 이 물질은 전해액의 용매이기도 하다. 이를 일컬어 catholyte (cathode와 

electrolyte의 합성어)라 칭하는데 전지의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소진된다. 따라서 전지 제작 시 투입되는 SO2Cl2의 특

성은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다. 또한, Li/SO2Cl2 전지의 transition minimum voltage (TMV)와 전압지연 

편차는 전해액과 리튬의 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화 막과 관련되는데 이 부동화 막은 전해액 내 불순물(수분 또는 

중금속 이온)이 있을 경우 이의 성장이 촉진된다. 따라서 전해액을 정제시키는 기술과 이를 평가하는 방법의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iAlCl4/SO2Cl2전해액을 AlCl3와 LiCl을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제조된 전해액을 이온전

도도계와 색도계 및 FT-IR을 이용하여 농도와 수분, 금속함량 등을 평가하였다. 

The cathodic active material of Li/SO2Cl2 battery is SO2Cl2, which is the solvent of an electrolyte. It is referred to as a cath-

olyte, a compound word of cathode and electrolyte. As the battery discharges, the catholyte burns out. And thus, the character-

istics of the SO2Cl2 in the battery determine the capacity. In addition, the transition minimum voltage (TMV) and the voltage 

delay deviation of Li/SO2Cl2 battery are due to the passivation film formed by the reaction between an electrolyte and Li. 

Impurities in the electrolyte, such as moisture or heavy metal ions, will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passivation film. 

Therefore, a technology must be established to purify an electrolyte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urification method. 

In this research, LiAlCl4/SO2Cl2 was manufactured using AlCl3 and LiCl. Its concentration, the amount of moisture, and the 

metal amount were evaluated using an ionic conductivity meter, a colorimeter, and FT-IR. 

Keywords: Li/SO2Cl2 battery, LiAlCl4 /SO2Cl2 electrolyte, catholyte

1. 서    론
1)

오늘날 급속한 전자시스템기술의 발달로 고용량, 고출력의 높은 에

너지밀도를 가진 전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 사용된 수많은 전지 중 대표적인 전지는 탁월한 경량성과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는 리튬전지이다. 리튬전지는 일반적으로 작동 전압이 

3.0 V 이상으로 높고,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200 Wh/kg 이상으로 수용

액계 전지에 비해 크고, 자가방전율도 년간 1∼2% 미만으로 낮으며, 작

동 온도 범위가 넓고, 내누액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리튬전지는 일차 및 이차전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음극활물질로 

금속리튬을 직접 사용하는 리튬일차전지들 중에서 Li/SO2Cl2 전지는 

3.9 V의 작동전압과 함께 가장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

해액의 전도도 및 분해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응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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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2-4]. Li/SO2Cl2 전지의 전해액은 염(salt)과 

용매(solvent)로 이뤄지는데, Li/SO2Cl2 전지용 전해액은 염으로 LiAlCl4

를 용매로 SO2Cl2를 사용한다. 양극활물질과 전해액 용매인 SO2Cl2의 

전지 제작 시 불순물과 수분 여부의 평가는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이다[5,6]. 때문에 이를 일컬어 catholyte (cathode와 

electrolyte의 합성어)라 명칭하고 이는 전지의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소진되면서 용량이 발현된다. 또한 Li/SO2Cl2 전지의 부하를 연결하기 

전 개회로 상태의 전압(OCV)은 3.9 V이고, 부하가 연결되면 폐회로 

상태의 전압(CCV)이 순간 0 V 근처로 전압하강 한다. 이 때 하강된 

최소 전압을 TMV라 한다. 이후 전지의 작동전압은 cutoff voltage 이상

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데 시간을 초기전압지연 시간이라 한다.  

Li/SO2Cl2 전지의 TMV와 전압지연 편차는 리튬에 형성된 부동화 막 

때문이다. 이 부동화 막은 전해액과 리튬간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데 전해액 내 불순물(수분 또는 중금속 이온)이 있을 경우 이의 성장

이 가중된다[7,8]. 따라서 전해액을 정제시키는 기술은 Li/SO2Cl2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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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electrolyte.

  

(a) before filtering                   (b) after filtering

Figure 2. The electrolyte before/after filtering by separator.

의 장기저장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전해액의 특성은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직까지 평가에 관한 방

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AlCl4/SO2Cl2 전해

액의 농도, 수분 그리고 중금속 함량 등에 있어서 평가방법을 정립하

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전해액의 평가를 위하여 1.0 M LiAlCl4/SO2Cl2를 합성하였다. 합성

에 사용된 시약은 SO2Cl2 (대정화금, 97%), AlCl3 (Aldrich, 99.9%) 및 

LiCl (Chemetall Foote corp., 99.9%)를 각각 사용하였다. 전해액의 

합성을 위한 전체 공정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LiCl은 SO2Cl2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insoluble) 염이기 때문에, 루이스 산인 AlCl3를 먼저 

용해시킨 후 LiCl (루이스 염기)을 용해하여 산-염기 반응을 유도하여 

반응식 (1)과 같이 LiAlCl4를 제조하였다.

AlCl3 (l, SO2Cl2) + LiCl (s) → Li
+ 

(l) + AlCl4

- 
(l) (1)

그러나, 상기 반응식 (1)은 반응 종료시점에서 AlCl3와 LiCl의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미 반응

한 AlCl3와 LiCl은 전해액 내에 존재할 수 있다. 투입한 AlCl3와 LiCl

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반응 종료시점에서 두 물질의 충돌 확률을 높

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제거하기 용이한 LiCl을 과량 투입하고, 

반응온도를 높게 유지하며, 제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 의하여 증발된 용매에 대하여 정제된 SO2Cl2로 보정하여 

제조하였다. 반응시간 20 h 경과된 후부터 혼합 용액을 부분 채취하여 

이온전도도를 측정하여 반응 완료여부를 확인하였다. 과량 투입된 

LiCl의 제거를 위하여 격리막을 이용하여 필터링한 후 제조된 전해액

의 수분 정제를 통한 순도향상을 위하여 리튬 호일을 담지하고 Ar 버

블링을 실시하였다. 정제 1시간 경과 후부터 전해액을 채취하여 측정

용 전해액을 준비하였다. 

색도계(SHEEN Instrument, LICO100)를 이용하여 LiCl과 AlCl3 반

응시 과량 투입된 미반응 LiCl의 제거 여부와 제조된 전해액의 중금

속(Fe) 함량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온전도도계(EC Meter, CM-25R)와 

FT-IR (PERKIN ELMEER, PARAGON-1000PC)을 이용하여 LiAlCl4의 

정확한 농도와 전해액의 수분함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해액과 

리튬간의 반응을 이용하여 리튬 표면을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로 분석하여 순도 및 부동화 막의 생성을 측정하였다. 전해액 

제조 공정에서 모든 원료의 취급 및 FT-IR 분석은 상대습도 5% 이하

로 관리되는 dry room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색도계를 이용한 LiCl 콜로이드 입자 제거 확인

전해액 제조 중 LiCl은 AlCl3를 제거하기 위해 과량 투입하므로 미 

반응한 LiCl이 존재한다. 이 LiCl입자의 크기는 보통 수십∼수백마이

크론 이상으로 전해액을 Figure 2(a)와 같이 불투명하게 만든다. 또한 

전해액에 리튬을 넣어 교반하거나 순환시켜도 전해액은 불투명해진

다. 이 경우도 LiCl 때문인데 이것은 리튬 표면에서 이탈한 것이다. 잔

존하는 LiCl로 인해 전해액이 콜로이드 상태이면 이온전도도는 감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콜로이드의 LiCl을 제거

하기 위해 수십∼수백 마이크론의 기공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면 그 

효과가 우수하다. 사실 필터의 기공이 작을수록, LiCl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으면 공정시간이 증가한다. 또한 

필터는 전해액과 반응하지 않는 유리섬유재질로 기공도 약 50 µm를 

사용하였다. 격리막의 유기 바인더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처리

(pre-treatment)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필터를 통과한 전해액은 Figure 

2(b)와 같이 콜로이드가 제거되어 투명하고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었

다. Figure 2(a)와 같이 불투명한 현상의 원인이 LiCl 콜로이드 입자에 

기인하는지 여부와 필터링 후 전해액의 LiCl 콜로이드 제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색도계를 이용하여 색도지수인 Hazen No.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LiCl을 과량 투입하지 않고 정량 투입하여 AlCl3와 장시간 반

응시킨 전해액에서 확인된 색도계 값은 원액과 같았다. 즉, Li
+
이나 

AlCl4

-
에 의한 색도계 값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전해액 내 LiCl 콜로

이드 입자로 인하여 색도계 값의 변화(상승)가 발생하고 이를 필터링

하여 제거한 뒤 색도계 값이 원액의 값을 유지한다면 콜로이드 입자가 

완전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터링 전 200 (색상지수) 이상이

었고 필터링 후 100 (색상지수) 이하였는데 이는 순수 SO2Cl2의 색상

지수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즉, 전해액 내 LiCl 콜로이드는 완전 제거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해액 내 콜로이드성 LiCl 입자는 유리

섬유 필터에 통과시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평가하는 도구

로 색도계를 제시할 수 있다.

3.2. 이온전도도 측정을 통한 농도 평가 및 AlCl3 제거 확인

제조한 전해액의 실제 농도는 투입한 AlCl3의 반응완료 여부로 결

정된다. 왜냐하면 AlCl3는 제조 농도에 해당하는 정량을 투입하기 때

문이다. 불용성인 LiCl과 달리 AlCl3는 SO2Cl2에 완전히 용해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응 완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다. AlCl3는 루이스 산으로 각종 금속(SUS 배관, 케이스, 리튬)을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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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onic conductivity calibration curve of AlCl3 at various contents. Figure 4. Ionic conductivity calibration curve of LiAlCl4 at various 

concentrations.

Figure 5. The content analysis of -OH and HCl using FT-IR.

시키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물질이다. 전해액은 이온성 용액이고 

전해액의 농도는 이온 전도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AlCl3의 반응

완료 여부는 이온 전도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O2Cl2용액에 

AlCl3의 투입량에 따른 이온전도도의 영향은 Figure 3에 나타내었듯

이 uS/cm의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전해액 제조 중 이온전도도의 

변화는 LiCl과 AlCl3가 반응하여 Li
+
와 AlCl4

-
 이온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별도의 첨가제(특히 SO2)가 없는 순수한 1.0 M 

LiAlCl4/SO2Cl2 전해액의 경우 이온 전도도는 6.5∼7.5 mS/cm이다[9]. 

따라서 이온전도도가 이 범위이면 1.0 M LiAlCl4로 판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온전도도와 농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전해액의 농도 평

가뿐만 아니라 AlCl3의 제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LiAlCl4 농

도별 이온전도도 검량선을 Figure 4에 나타내었으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된 1.0 M LiAlCl4/SO2Cl2의 이온전도도는 6.96 mS/cm로 

측정되었고 이는 문헌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해액 몰농도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3.3. FT-IR을 이용한 전해액 내 수분 평가 

전해액 불순물인 수분과 HCl은 반응식 (2)와 (3)처럼 리튬을 부식

시키고 전해액 중에 아황산가스(SO2)와 수소 가스(H2)의 발생으로 전

지의 내부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해액에서 완전 

제거해야 한다. 기존 문헌에서 FT-IR을 이용하여 -OH와 HCl의 존재

유무를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0,11]. 그렇지만 함량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해액과 H2O의 반응성으로 기준용액을 

만들 수 없고 전해액 속에서 H2O는 LiAlCl4와 반응하여 LiAl(OH)4 등의 

고체덩어리가 형성되고 이 덩어리를 용해시키는 동안 반응식 (4)처럼 

-OH는 HCl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검량선(calibration curve)

의 작성이 불가능하여 함량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Li(s) + -OH → LiOH(s)  (2)

Li(s) + 2HCl → LiCl(s) + H2  (3)

AlCl3(OH)
-
 + SOCl2 ↔ HCl(g) + SO2(g) + AlCl4

-
(4)

하지만, 평가기준의 제시를 위해 Lambert-Beer법칙에 따라 FT-IR의 

투광도로부터 수분과 HCl 함량을 예측하여 수치화하였고 이를 상대 

비교값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Lambert-Beer법칙의 식 (5)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A (= -logT) = ε⋅b⋅c → c = -logT ÷ (ε․b)  (5)

여기서, A = 흡광도, T = 투광도, ε = 흡광계수, b = 투과길이(셀상

수, 10 mm), 그리고 c = 농도이다. 

식 (5)로부터 -OH와 HCl의 함량은 식 (6)과 (7)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FT-IR의 투광도 및 T1과 T2는 Figure 5에 표시하였다.

-OH ppm = log[(T1+T2)/T2] ÷ 0.000868 (at 3350 cm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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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SEM                    (b) EDS

Figure 6. FE-SEM image (a) and EDS analysis (b) of Li-metal surface 

after immerse in the electrolyte.

Table 1. The Degree of Fe Content in the Raw Material & Electrolyte

Fe content SO2Cl2 AlCl3 LiCl

Raw material (ppm) 1∼ ∼10 ∼10

Electrolyte (ppm) 1∼ ∼1 ∼0.3 Figure 7. Hazen No. and the content calibration curve of Fe metal.

HCl ppm = log[(T1+T2)/T2] ÷ 0.0006093 (at 2800 cm
-1

) (7)

위 식을 통해 평가한 -OH의 함량은 84 ppm 그리고 HCl의 함량은 

470 ppm이었다. 따라서 FT-IR을 이용하여 전해액 내 수분함량을 결정

할 수 있고 수분 제거를 위한 공정 추가 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3.4. 색도계를 이용한 중금속 이온의 확인 및 평가

Li/SO2Cl2 전지용 전해액을 제조할 때 순도는 매우 중요하다. 비 정

제된 전해액에 리튬을 담지하면 그 표면이 검게 변색되는데 변색된 

FE-SEM과 표면 성분을 EDS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6에 나타

내었다. 이 표면에는 O (oxygen), Al (aluminum), S (sulfur), Cl (chlorine), 

그 외 중금속 등과 같은 성분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리튬 부식 반응을 

반응식 (8)에 나타내었다. 

3LiCl (s, Li) + M
x+ 

(l, SO2Cl2) → MClx + Li
+ 

(l, SO2Cl2) (8)

(M = Al, Fe, Pb, Ca 등)

상기 반응식 (8)에서 보듯이 전해액 내 각종 중금속(M) 이온은 리

튬을 부식시킨다. 특히 전해액 불순물로 Fe
3+ 

(이온반경 : 64 µm)이 

있을 경우, Li
+ 

(이온반경 : 68 µm)과 이온반경이 거의 유사하여 일반

적으로 결정치환은 서로 다른 이온의 반경이 15% 범위 내에 있을 때 

치환이 가능하다하기 때문에 LiCl 결정 속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치환

된 Fe가 LiCl 부동화 막의 속성(전자 절연)을 변화시키면 LiCl 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심지어 리튬까지 부식시킨다. 부식된 부위는 부

동화 막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파괴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

지 않으면 TMV와 전압지연을 악화시킨다[13,14]. 전해액의 중금속 

오염은 투입 원재료인 SO2Cl2, AlCl3, 그리고 LiCl 때문이다. 중금속 

중 Fe에 대하여 원재료와 전해액 제조 시 함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

다. SO2Cl2 원액의 Fe 함량은 모두 전해액에 반영되지만 염(salt)은 

SO2Cl2 용매에 희석되므로 그 양이 감소한다. 이처럼 ICP를 이용하여 

전해액 내 중금속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장비를 이용하여 공

정검사를 하기는 난해하다. 왜냐하면 수분과 반응성 때문에 SO2Cl2 

원액의 취급이 난해하여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시료 전처리가 필요치 않고 중금속 함량을 예측하기 위

한 공정 검사법으로 색도계를 이용하였다. 색도계를 이용한 검량선은 

SO2Cl2 용액을 증류하여 금속 불순물을 제거(미량의 금속 불순물에 

의한 색상변화 무시)하고 이 용액에 FeCl3를 용해시켜 전해액의 색상

이 Fe이온의 함량에 따라 음이온과 착이온을 형성하여 붉게 변화하는 

현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Figure 7에서 보듯이 중금속(Fe)의 함량

과 색도지수(Hazen No.)는 선형관계가 있으므로 검량선 작성이 가능

하였다. 이에 따라 색도계를 이용하여 전해액 내 중금속(Fe) 오염도를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Li/SO2Cl2 전지의 전해액인 LiAlCl4/SO2Cl2와 리튬전극의 반응 메카

니즘 고찰을 통하여 네 가지의 전해액 평가지침을 도출하고 각각의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다.

◦ 색도계를 이용한 LiCl 콜로이드 입자 제거 확인

◦ 이온전도도 측정을 통한 농도 평가 및 AlCl3 제거 확인

◦ FT-IR을 이용한 전해액 내 수분 평가

◦ 색도계를 이용한 Fe 이온의 확인 및 평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Li/SO2Cl2 전지 전해액의 분해반응 억제 

연구의 사전작업으로 전해액인 LiAlCl4/SO2Cl2를 제조 및 평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온전도도와 수분함량의 개선으로 뛰어난 성

능의 Li/SO2Cl2 전지 전해액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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