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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hium salt have been used mainly as electrolyte of thermal battery for electricity storage. Recently, The 3phase lithium salt(LiCl-
LiF-LiBr) is tried to use as electrolyte of thermal battery for high electric power. It is reported that LiCl-LiF-LiBr salt have high ion
mobility due to its high lithium ion concentration. Solid lithium salt is melt to liquid state at above 500

o

C. The lithium ion is easily
reacted with support materials. Because the melted lithium ion has small ion size and high ion mobility. For the increasing mechanical
strength of electrolyte pellet, the research was started to apply ceramic filter to support of electrolyte. In this study, authors used SiOC
web and glass fiber filter as ceramic mat for support of electrolyte and impregnated LiCl-LiF-LiBr salt into ceramic mat at above
500

o

C. The fabricated electrolyte using ceramic mat was washed with distilled water for removing lithium salt on ceramic mat. The
washed ceramic mat was observed for lithium ion reaction behavior with XRD, SEM-ED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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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튬염 LiCl-LiF-LiBr은 상온에서 고체상태를 유지하고

500
o
C 부근에서 용융되어 액체가 된다. 용융된 리튬염

LiCl-LiF-LiBr은 Li 이온의 농도가 높아 이온전달 특성이

우수하여 열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된다.
1-4)

 열전지는 상온

에서 고체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절연성 및 화학적 안정성

이 높아 최대 2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장기간 보관과

작동의 신뢰도가 요구되는 비상용이나 대형건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열전지의 구동을 위해서는 리튬염 LiCl-

LiF-LiBr을 용융시켜야 하는데 이때 용융된 리튬염이 흘

러내리면서 양전극사이에서 단락(short-circuit)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4,5)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융되어도 액

상의 리튬염을 잡아줄 지지체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실리

카(SiO2), 이트리나(Y2O3), 알루미나(Al2O3) 등의 분말이

리튬염과 혼합되어 지지체 역할을 하였으나 용융된 리튬

염과의 반응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가장 일반

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리튬염의 지지체는 MgO 분말이다.

MgO는 용융된 리튬염과 반응성이 낮아 안정적이다. MgO

분말을 사용한 리튬염전해질은 MgO 분말과 리튬염을 대

략 30 :70의 비율(vol%)로 혼합하여 디스크 형태(pellet)로

성형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세라믹분말과 혼합된 디스

크 형태의 전해질은 취성이 약해 취급이 용이하지 않고

두께를 일정크기 이하로 줄일 수 없어서 최근에는 연속

섬유로 이루어져 복합화 기능이 부가된 부직포형태의 세

라믹 필터를 리튬의 지지체로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

고 있다.
6-8) 
현재 500 µm 이하의 두께를 가진 상용화된 부

직포상 세라믹 필터는 유리필터가 유일하며 기공크기별

로 다양하게 제조되었다. 장섬유로 구성된 부직포상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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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공크기가 대략 1 µm 부근으로 모세관력에 의해 용

융된 리튬염이 섬유에 젖어 부착되기에 함침이 용이하고

용융된 리튬염이 흘러내리는 누액량이 적다. 유리필터에

리튬염을 담지시키는 공정은 리튬염이 용융되는 500
o
C 부

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Li
+ 
이온의 활발한 이동이 일

어나 반응이 활발할 조건이 된다. 따라서 SiO2, Al2O3로

이루어진 망목구조의 유리는 쉽게 반응하여 깨지기 쉽다.

따라서 부식이 진행되면 세라믹섬유 필터의 장점인 복합

화효과가 떨어져 전지구성(packing)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다. 비교적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알려진 SiC, SiOC,

쿼츠(SiO2)섬유로 전해질분리판을 제조하는 것이 대안이

기는 하나 리튬염 LiCl-LiF-LiBr은 용융되면 Li
+ 
이온과

F
−

 이온이 세라믹 화합물과 강한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

에 이들과의 반응성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Li 이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라믹섬유 결정내로 침투

할 수 있어 전기절연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전도체로 바

뀌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hatman사 유리필터와 Electro-spun으로

제조한 SiOC 섬유를 부직포상으로 제조하여 리튬염 LiCl-

LiF-LiBr의 지지체로 선정하였다. Powder melting법
9,10)
으

로 리튬염을 함침하여 열전지용 리튬염 전해질 분리판을

제조하여 그 특성을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리튬염은

높은 리튬이온농도를 가지고 있어 높은 출력이 기대되는

3성분계 공융염 LiCl-LiF-LiBr을 사용하였다. 3성분계 리

튬염을 열처리 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SiOC mat와

Whatman 사유리필터(GF-F)에 함침시킨 후 수세하여 리

튬염이 함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및 Li
+
 이온의

침투여부을 관찰하기 위해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평가하

였다. Li
+
 이온은 SiOC 결정내 자유탄소로 이루어진 그라

핀층 사이에 삽입되기 때문에 XRD를 통해 LiCx의 변화

를 관찰하였다. 화학적 반응에 의한 기계적 강도변화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폴리카보실란(PCS, Nipusi Type A, Nippon Carbon

Co., japan)을 전구체로 전기방사(Electro-spun)하고 1200
o
C,

아르곤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제조된 부직포형상의 SiOC

mat와 미국 Whatman사 상업용 유리필터 GF-F를 사용하

여 열전지 전해질의 지지체로 선정하여 Powder melting법

에 의해 용융 리튬염을 함침하였다. 사용한 용융 리튬염

은 (주)비츠로셀에서 제조한 3성분계 리튬염(LiCl-LiF-LiBr)

으로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리튬염은 상온에서 수

분과 반응하여 용해되기 때문에 알르곤분위기(상대습도

1% 이하)를 유지한 글로브박스에서 함침실험을 시행했다.

열전지용 리튬염의 지지체에 대한 인장강도 측정을 위해

리튬염의 지지체인 부직포형상의 SiOC mat와 유리필터

GF-F를 각각 너비 5 mm 길이, 50 mm의 직사각형 형태로

제단하여 지지체로 사용하였다. Powder Melting법에 의해

리튬염을 지지체에 함침시키기 위해 고체분말상 리튬염

을 일정량 정량하여 직사각형 형태인 리튬염의 지지체위

에 고루게 펴서얹고 리튬염이 용융되어 지지체 내로 스

며들도록 500
o
C로 가열된 Box Furnace에 넣고 10분간 유

지하였다. 리튬염의 지지체를 꺼내어 상온에서 냉각시켜

리튬염이 지지체 젖어 들어가 함침된 복합재를 얻었다.

주사전자현미경(SEM, TAPCON사 SM300)을 사용하여 지

지체에 함침된 리튬염의 함침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지지

체의 윗면과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Powder melting법에 의

한 함침시 용융된 3성분계 리튬염 LiCl-LiF-LiBr과 실험

에 사용된 각각의 지지체와의 화학적반응을 관찰하기 위

해 증류수가 들어 있는 비커에 리튬염이 함침된 지지체

를 넣고 4시간동안 Sonication을 실시하여 리튬염을 녹여

서 제거하였다. 지지체인 ceramic mat에 남아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90
o
C의 건조기에서 4시간동안 유

지하였다. 지지체인 ceramic mat에 대한 EDS 분석을 실

시하여 표면상태를 관찰하였으며 또한 이를 Rigaku

Corporation사의 D/max 2200 V/PC를 이용하여 XRD 분석

을 실시하여 용융된 리튬염과 ceramic mat간의 결정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만능시험기(Instron 4024

Instron, USA)를 이용하여 너비 5 mm, 길이 50 mm로 제

작되어진 전해질 지지판을 0.5 mm/min의 cross head speed

로 인장시험하여 SiOC mat, Borosilicate계 Glass Fiber

Filter가 3성분계 리튬염 LiCl-LiF-LiBr의 함침 전 후의 기

계적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인장강도를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는 열전지용 리튬염의 지지체로 선정한 Whatman

Table 1. Properties of Lithium Salt

Contents 
Chemical 

composition 

Particle 

size

Melting 

point
Density 

Surface 

tension 

3Phase

Li salt 

LiCl-LiF-

LiBr 
10 µm 450

o

C 2.17 g/cm
3

70 dyne/cm 

Fig. 1. SEM images of commercial glass fiber filter and SiOC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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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Glass Fiber Filter와 Electro-spun 방식으로 제조한 SiOC

web의 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Glass Fiber Filter는 섬

유경이 1 µm 이하로 측정되며 전반적으로 glass fiber의

직경이 균일하다. 반면 SiOC web의 경우 직경이 2~3 µm

로 상대적으로 굵은 편이며 굵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무질서하게 배열된 부직포형태는 유사하나 섬유 사이사

이에 형성된 기공은 Glass Fiber Filter가 SiOC web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기공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2는 제조한 SiOC web과 Glass Fiber Filter

에 3성분계 리튬염을 LiCl-LiF-LiBr을 500
o
C에서 용융시

킨 후 담지하는 Powder Melting법에 의거하여 리튬염을

담지하고, 곧이어 상온 25
o
C에서 수세하여 고체상태의 리

튬염 LiCl-LiF-LiBr을 Glass Fiber Filter와 SiOC web에서

제거한 후 관찰한 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Glass Fiber

Filter의 경우 부식반응에 의거하여 심하게 부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SiOC web의 경우 온전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는 Glass Fiber Filter는 3성분계 리튬염 LiCl-LiF-LiBr

이 용융되면서 플러린이온(F
−

)에 의한 부식작용으로 인해

Glass의 망목구조를 이루고 있는 SiO2가 SiF4로 산소가 치

환되면서 망목구조가 깨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iOC web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LiF에 의한 반응이 약해

Fig. 2.SEM images of glass fiber filter and SiOC web after washing.

Fig. 3. EDS of glass fiber filter and SiOC web after washing lithium salt wit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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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식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리튬염 LiCl-LiF-LiBr 담지

및 수세 후에도 온전한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리튬염 LiCl-LiF-LiBr의 담지전후 수세한 SiOC

Web의 EDX 그래프이다. 리튬염 담지 전 Glass Fiber

Filter의 경우 전형적인 소다라임 유리(soda-lime glass)의

주요 성분인 SiO2, Al2O3, NaO2, K2O, CaO 등의 구성원

소들이 보여지고 있다. 리튬염 담지 후 수세한 Glass Fiber

Filter의 성분은 리튬염 담지전에 보이지 않았던 플러린원

소(F) 피크가 상당한 크기로 포함된 것이 보이고 있다. 그

리고 나트륨(Na) 원소 피크는 작아졌다. 이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튬염 LiCl-LiF-LiBr이 용융되면서 플

러린이온(F
−

)이 유리의 SiO2와 반응하여 SiF4를 형성하면

서 플러린원소(F) 피크가 상당량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트륨(Na) 원소 피크가 소량 감소한 것은 일반

적으로 유리재질에서 일어나는 이온교환반응 현상에 의

해 원소의 크기가 작은 리튬(Li
+
) 이온이 유리재질 내로

침투하고 유리재질에 존재하는 나트륨(Na
+
) 이온이 빠져

나오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리튬염 담지 전후의

SiOC Web은 구성원소인 실리콘(Si), 탄소(C), 산소(O) 원

소 피크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리튬염 담지 후 SiOC

Web은 산소(O) 원소 피크가 소량 작아졌다. 이는 W. Y.

Ching이 보고한 바와 같이 Li
+
 이온이 SiO2의 산소(O) 원

자와 반응하여 LiO2를 형성한다는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

로 판단된다.
11)

Fig. 4는 리튬염 LiCl-LiF-LiBr의 담지전후 수세한 SiOC

Web의 XRD 그래프이다. 리튬염 담지전 SiOC는 전형적

인 β-SiOC 피크가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불활성분위기

1000
o
C 열처리시 생성된 SiO2의 피크도 보이고 있다. 담

지 후 수세하여 리튬염을 제거한 SiOC Web은 처리전의

XRD 피크값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상되었던 Li
+
 이온의 삽입으로 발생한 LiCx 화합물 등

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리튬염 담지 후 실리콘(Si) 피크

가 보이고 SiO2 피크는 상당히 작아졌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Li
+
이온이 SiO2의 산소와 결합하여 LiO2가 되면서

남게 되는 실리콘(Si)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산화된 표면을 가진 SiOC Web의 리튬염 담지

전후의 XRD 그래프이다. 일반적으로 SiOC Web은 무정

형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높은 온도에서 산소에 노

Fig. 4. XRD graphs of SiOC web after and before lithium salt impregnation.

Fig. 5. XRD graphs of SiOC web oxidized after and before lithium salt impre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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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면 쉽게 산화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1100
o
C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산소에 의도적으로 노출시

켜 SiOC Fiber 표면을 산화시켰다. 그래프에서는 전형적

인 SiO2 피크가 보이고 있다. Glass Fiber의 SiO2는 무정

형의 망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산화된 표면의

SiO2는 결정질의 쿼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리튬염 담

지 후 수세한 SiO2는 표면의 SiO2 피크와 리튬염에서 뭍

은 LiF 피크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W.Y.Ching이 보

고한바와 같이 LiF 원소의 Li
+
 이온과 F

−

 이온이 각각

LiO2와 SiF4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SiOC Web 표

면의 SiO2는 Glass Fiber Filter와는 다르게 망목구조가 아

닌 결정질 쿼츠로 구성되어 쉽게 분해되지 않아 단순히

Non-bonding 상태로 SiOC Web 표면에 LiF가 결합된 것으

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SiOC Web 표면이 산소와 반응하

여 산화로 인해 생긴 SiO2층은 용융된리튬염의 부식에 상

당히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열전지용 리튬염(LiCl-LiF-LiBr)의 지지체로서 Glass Fiber

Filter는 리튬염의 담지과정에서 심하게 부식된 모습을 보

이고 있고 있지만 SiOC web의 경우, 온전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는 Glass Fiber Filter는 3성분계 리튬염 LiCl-

LiF-LiBr이 용융되면서 플러린이온(F
−

)에 의한 부식작용

으로 인해 Glass의 망목구조가 깨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SiOC web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린이온(F
-
)에 의한 부

식반응에 강해서 온전한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리튬염 담지 후 수세한 Glass Fiber Filter의 성분은 리

튬염 담지전에 보이지않았던 플러린원소(F)를 상당량 포

함하고 있으며 이는 리튬염 LiCl-LiF-LiBr이 용융되면서

플러린이온(F
−

)이 유리의 SiO2와 반응하여 SiF4를 형성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리튬염 담지 전후의 SiOC

Web은 구성원소인 실리콘(Si), 탄소(C), 산소(O) 원소 피

크 외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화학적으로 안정함을 확

인하였다. XRD 분석결과, 담지 후 수세한 SiOC Web은

리튬염 담지 후 Li
+
 이온이 SiO2의 산소와 결합하여 LiO2

가 되면서 남게 되는 실리콘(Si)이 나타났다. 그리고 산화

된 표면을 가진 SiOC Web의 경우는 리튬염 담지 후 SiO2

성분 외에 LiF 성분이 나타났다. 이는 Non-bonding 상태로

SiOC Web 표면에 LiF가 SiO2와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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