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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ramic fiber separator is the promising material for thermal battery system because it reduces the production cost and offers the
potential to a new application compared to a pellet type electrolyte. The electrolyte separator for thermal battery should be easily
handled and loaded a large amount of the molten lithium salt. Ceramic fibers were used as an electrolyte separator and the lithium
based molten salts were infiltrated into the ceramic filters. Leakage of molten salt (several lithium salts) leads to short-circuit during
the thermal battery operation. In this study, a uniform and fine SiOC mat with fibers ranging from 1 to 3 µm was obtained by
electrospinning of polycarbosilane and pyrolysis. The optimum spinning conditions for obtaining fine diameters of SiOC fiber were
controlled by the solution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applied voltage and spinning rate, release rate by porosity. The pore
structures of the ceramic filter and the melting properties of the lithium salts affected to the electrolyte loading and leakage. The
importance of the fiber size and porosity and their control was discussed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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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열전지는 주로 신뢰도가 높고 고용량을 발현할 수 있

어 비축전지로 사용되고 있다. 열전지의 전해질은 1947년

미국 Catast research corp.(CRC)에서 리튬(Li)원소가 포함

된 공융할라이드계 화합물인 LiCl-KCl을 선정하여 사용

한바있다.
1-3) 
리튬할라이드 공융염의 융점은 352

o
C로 상

온에서는 고체상태로 존재하며, 조성변화도 거의 일어나

지않아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2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

다. 또한 작동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좀더 높은 출력을 발

현하는 전해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리튬염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3성분계 리튬염 중 LiCl-LiF-LiBr염이 가

장 리튬이온(Li
+
)의 농도가 높고 이온전도도도 높다고 보

고 되어 있다. 열전지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리튬염 전해

질의 리튬이온이 이동 가능하도록 고체상태인 리튬염 전

해질이 용융이 되어야한다. 열전지는 리튬염 용융에 필요

한 열을 제공하는 열원, 양극, 음극 및 전해질로 구성된

단전지를 여러 장 직렬로 쌓아서 원하는 출력전압을 나

타내도록 설계된다. 이때 리튬염은 용융 시 열전지내에서

휘발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기압이 낮아야 한다. 그리

고 접촉하는 음극과 양극소재와 반응이 없어야 하며, 수

분과 산소와 반응이 없어야 용융된 리튬염의 수산화물과

산화물을 생성을 억제하여 전기적 특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용융온도는 양극과 음극재료의 분해온도보다

낮아야 정상적인 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열원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전해질이 용융되면서 이온전도성을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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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에따라 기전력을 발생하게 되어있다.
1-5) 
이때 용융된

전해질의 점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용융된 전해질을

잡아 줄 지지체가 필요하다. 현재 전해질을 잡아주는 역

할을 하는 바인더로 MgO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35% 정도 첨가되는데
6,7) 
이보다 적을 경우, 용융염

의 심한 누실로 인한 전지의 내부 뒤틀림으로 인해 단락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기생전류 손실(내부저항 증

가)을 초래하여 전지의 특성이 크게 저하된다. 취급에 용

이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0.5 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디스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해질의 두께가 증가할

경우, 전해질의 내부저항이 증가하여 높은 전류밀도를 얻

기가 어려워지며 특히 직경이 큰(60 mm 이상) 전해질격

리판의 경우 취성을 갖는 전해질 디스크의 특성상 얇게

만들면 수율 저하를 일으키고 또한 취급상 어려움을 겪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액상 전해질의 두께증가는 안정성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전해질 격리판의 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서로 잡아주는 역할이 부가된 연속섬유로 이

루어진 부직포형태의 세라믹 필터를 리튬의 지지체로 사

용되어야 한다. 장섬유로 구성된 부직포상 필터는 기공크

기가 대략 1 µm 부근으로 모세관력에 의해 용융된 리튬

염이 섬유 사이사이나 섬유에 젖어 부착되기에 함침이 용

이하고 용융된 리튬염이 흘러내리는 누액량이 적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Electro-spun)의 주요변수인 용

액의 조성과 농도, 인가전압 그리고 방사 속도 등
8,9)
의 제

어를 통해 SiOC의 섬유경과 기공크기가 제어된 부직포

형태를 갖는 SiOC 매트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SiOC 매트

종류별로 매트의 기공률을 측정하였고 기공률 변화에 따

른 리튬염의 함침과 누액거동을 관찰하고자 제조된 SiOC

매트(mat)에 powder melting법으로 3성분계리튬염(LiCl-

LiF-LiBr)을 함침하여 실형상의 열전지용 리튬염 전해질

분리판을 제조한 후 SiOC 매트의 평균 기공크기를 변수

로하여 SiOC mat의 기공부피 대비 리튬염이 얼마나 함침

되는 지를 측정하였고 누액거동은 실제 열전지의 사용조

건인 500
o
C 부근에서 리튬염이 용융되면서 얼마나 빠져

나오는지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형상 열전지

SiOC 전해질 분리판의 양면에 전극을 붙여 단전지를 형

성한 후에 시간에 따른 전압을 측정하여 전지특성을 평

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SiOC mat의 제조 및 물성평가

폴리카보실란(PCS, Nipusi Type A, Nippon Carbon co.,

japan)을 Aldrich사 Toluene과 N,N-dime thylformamide

(DMF)의 혼합용매에 녹인 후 이를 전기방사법에 의해 인

가되는 전압, 방출속도를 조절하면서 방사하여 평균 기공

크기가 조절된 부직포상의 고분자 매트를 얻었다. 그리고

이를 대기에서 200
o
C 1시간 유지하면서 안정화한 후 Ar

분위기에서 1200
o
C 1시간 열처리하여 최종적으로 SiOC

매트(Table 1)를 제조하였다. 전기방사된 섬유의 형상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JSM-5800LV, JEOL)

을 통해 관찰하였고 수은압입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매트

의 기공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리튬염(LiCl-LiF-LiBr)과

SiOC의 젖음각 측정을 위해 표면에 SiOC가 코팅된 SiC

기판 위 위에 리튬염(LiCl-LiF-LiBr)을 올려놓고 리튬염의

온도에 따른 젖음상태를 고온현미경(Heating Microscope;

OKDOO, KOREA)을 통해 관찰하였다.

2.2. SiOC mat 를 이용한 열전지용 전해질 격리판의 제조

및 성능 평가

(주)비츠로셀에서 제조한 3성분계 공융염(LiCl-LiF-LiBr-

99% purity, Table 2)을 선정하여 powder melting법
10,11)
으로

SiOC 매트에 함침하였다. 리튬염은 상온에서 수분과 반응

하여 용해되기 때문에 알르곤분위기(상대습도 1% 이하)를

유지한 글로브박스에서 실험을 시행했다. 리튬염의 지지

체인 부직포 형상의 SiOC mat를 평균기공크기별로 외경

56 mm 내경 7 mm의 도우넛 형태로 각각 가공하였다. 리

튬염 분말을 일정량 정량하여 도우넛 형태의 SiOC mat위

에 고르게 펴서 얹고 이를 500
o
C로 가열된 Box Furnace에

넣고 10분간 유지하여 리튬염이 용융되어 SiOC 매트 내

로 스며들어 함침되도록 한 후, 리튬염이 함침된 SiOC 매

트를 꺼내어 상온에서 냉각시켰다. SiOC 매트의 기공부피

대비 리튬염이 얼마나 함침되는 지를 함침전후 SiOC 매

트의 무게를 측정하여 함침률을 측정하였다. SiOC 매트의

함침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5800LV, JEOL)을 통해 표면과 파단면의 조직

상태를 관찰하였다. 리튬염이 함침된 SiOC 매트의 누액

률 측정은 리튬염이 함침되지 않은 glass filter(Watchman

사 GF-C 평균기공크기 1.2 µm 이하, 기공률 90% 이상)를

리튬염이 함침된 SiOC 매트에 위면과 아랫면에 겹쳐놓고

그 위에 알루미나 플레이트(75 g)를 올려 놓은 후, 실제

열전지가 작동하는 온도인 500
o
C로 유지된 전기로에 넣

Table 1. Properties of SiOC Mat for Impregnation with Lithium

Salt

Materials 
Manufacture 

method
Thickness, in Pore size, µm

Pore rate 

(%)

SiOC Electro spun 0.5~0.8 mm 15~45 85~90

Table 2. Properties of Lithium Salt for Impregnation Into SiOC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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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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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0분간 유지하여 리튬염이 함침된 SiOC 매트에서 용

융되어 누액되는 리튬염을 리튬염이 함침되지 않은 glass

filter(Watchman사 GF-C 평균기공크기 1.2 µm 이하, 기공

률 90% 이상)가 위면과 아랫면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전

기로에서 꺼내어 상온에서 냉각 후 리튬염이 함침된 SiOC

매트만 떼어내어 소실된 리튬염의 무게를 측정하여 누액

률을 측정하였다. 리튬염이 함침된 SiOC 매트가 열전지

의 전해질분리판으로서 어느정도의 전지로서 성능을 발

현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지 실형상의 전해질 격리

판을 제작한 후 SiOC 전해질 분리판 양면에 전극을 대고

250 kgf로 압착하여 단전지를 구성하고 열원을 부가한 후

500
o
C로 가열되도록 하면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Polycarbosilane(PCS)을 전구체로 사용하여 Electro-

spun 방법으로 섬유형상으로 방사한 후 아르곤분위기에서

1200
o
C로 열처리한 SiOC 매트(mat)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다. 전자현미경사진에서 보면 SiOC 매트(mat)가 부직포형

상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섬유 한가닥의

형상은 매끈하지 않고 불규칙한 형상을 띠고 있으며 표

면은 패인 것 같은 기공들이 상당량 포함하고 있으며 단

면에서도 표면의 기공들이 섬유경 바깥쪽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Electro-spun 방법에 의한 방사는 전

구체인 PCS를 극성용매에 녹여서 원료와 전극사이에 자

장 차이를 유도하여 전구체 PCS 용액이 연신되면서 섬유

형상을 갖도록 하는 방사방법이다. 이때 연신이 되면서

방사되는 섬유가 공기중에 노출되면 극성용매가 섬유에

서 휘발하게 되는데 동시에 방사되는 섬유가 경화되면서

표면에 휘발된 부분이 기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Fig. 2는 3성분계 리튬염(LiC-LiF-LiBr )의 젖음각을 측

정을 위한 고온현미경 관찰을 실시한 사진이다. 456
o
C에

서 용융이 되기 시작하여 465
o
C에서는 완전히 용융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완전히 용융된 상태에서 젖음각은 거의

2
o
 정도로 매우 작았다. 이는 D.G.SHIN 등이 glass 소재

를 리튬염의 지지체로 사용한 연구결과
12)
에 의하면 glass

소재와 용융된 3성분계 리튬염(LiC-LiF-LiBr)간의 젖음각

이 완전히 용융된 상태에서 4~7
o
 정도를 나타낸다는 결

과와 비교했을 때 용융된 3성분계 리튬염(LiC-LiF-LiBr)

이 glass 소재보다 상대적으로 젖음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1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다공성 표면은 열전지

가 500
o
C 부근의 온도에서 구동시 SiOC 섬유로 구성된

매트(mat)가 용융된 리튬염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리튬

염이 누액되지 않도록 해주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Fig. 3은 3성분계 리튬염(LiC-LiF-LiBr)을 powder melting

법에 의해 SiOC 매트(mat)에 담지한 후 표면과 파단면의

SEM 사진이다. 리튬염이 SiOC 매트(mat)의 표면에 치밀

하게 함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파단면에서도 SiOC

매트(mat)에 리튬염이 균일하고 치밀하게 함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융용된 리튬염과 SiOC 소재간의 낮은젖

음각과 SiOC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다량의 기공들로 인

해 용융된 리튬염이 효과적으로 함침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전기방사에 의해 제조한 SiOC 매트(mat)의 기

공크기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기방사시 전

구체 PCS의 주입량이나 농도, 그리고 전극간의 전압차 등

의 변수를 조절하여 평균기공크기가 각각 15, 21, 30,

45 µm를 갖는 SiOC 매트(mat)를 제조하였다. D.G.SHIN 등

이 유리필터를 사용한 연구에서 보면 매트(mat)의 평균기

공 크기가 크면 용융된 리튬염의 담지량이 증가하지만 열

Fig. 1. SEM images of SiOC mat fabricated with electro spun

method.

Fig. 2. Image of high temperature optical microscope with

Lithioum salt(LiC-LiF-LiBr) on SiOC plate.

Fig. 3. SEM photographs of SiOC mat impregnated with

lithium salt(LiC-LiF-L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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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의 구동시 500
o
C 이상에서 용융된 리튬염의 누액량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SiOC 매트(mat)의 평균 기

공크기가 차이로 나타내고 있어 3성분계 리튬염(LiC- LiF-

LiBr)의 담지량과 누액량의 차이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은 SiOC 매트(mat)의 평균기공크기에 따른 3성분

계 리튬염의 담지률과 누액률을 나타내었다. 리튬염 담지

율은 평균기공크기가 증가할수록 근소하게 증가하다가

30 µm의 평균기공크기 이상에서는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

하였다. 이는 D.G.SHIN 등이 유리필터를 사용한 연구에

서 보고
13)
한 바와 같이 평균 기공크기가 증가할수록 담

지량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지만 평균기공크

기가 30 µm 이상으로 커지면 용융된 3성분계 리튬염의

낮은 점도로 인해 함침과정에서 섬유사이의 기공안에 담

기지못하고 흘러내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액률

실험 결과, 평균기공크기가 클수록 누액되는 용융 리튬염

량이증가하였다. 이는 매트 내에 형성된 기공들이 클 경

우 연속적인 통로가 형성되어 섬유 사이사이에 담지된 리

튬염이 용융되면서 낮은 점도가 갖게 되면서 자중에 의

해 SiOC 매트(mat)에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누

액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성분계 LiCl-LiF-

LiBr 공융염은 용융시 표면장력이 70 dyne/cm로 물과 같

은 수준으로 점도가 낮아 열전지의 구동환경인 가열가압

조건에서 용융된 리튬염이 담지된 SiOC 매트(mat)의 외

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평균 기공크기가

작은매트(mat)는 용융된 리튬염과 닿는 매트(mat)의 표면

적이 넓고 용융된 리튬염을 견고하게 부착되어있기 때문

에 누액률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리튬염을 담지한 SiOC 매트를 열전지용 전해

질 분리판의 실형상으로 가공한 후 열전지의 가동조건인

500
o
C로 가열한 상태에서 전해질 분리판 양면에 전극을

대고 250 kgf로 압착하면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나

타낸 결과이다. 500
o
C로 가열된 리튬염은 용융되고 리튬

염의 용융과 동시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전지특성을 발

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발현되는 전압의 크기는 비슷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기공크기 45µm로 상대

적으로 큰 기공을 가진 SiOC 매트로 제조된 전해질 분리

판 일수록 짧은시간에 전압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평균기

공크기가 작은 SiOC 매트로 제조된 분리판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높은 전압을 나타내며 유지되었다. 이는 Fig. 5

에서 보았듯이 평균기공크기가 큰 SiOC 매트는 누액률이

커서 용융된 상태에서 압착되면 누액이 발생하여 전해질

인 리튬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기특성이 짧은 시간에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평균기공크기가 작은

SiOC 매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누액률로 인해 전지특성이

오래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Electro-spun 방법으로 제조한 SiOC 매트는 부직포형상

으로 구성되었고 섬유형상은 매끈하지 않고 불규칙한 형

상을 띠고 있으며 표면은 패인 것 같은 기공들이 상당량

Fig. 4. Pore volume distribution of SiOC mat as a function of

average pore size.

Fig. 5. Lithium salt loading rate and lithium salt release rate of

ceramic filter separator with average pore size.

Fig. 6. Discharge test of SiOC separator separator impregnated

with Lit salt(LiCl-LiF-L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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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리튬염이 완전히 용융된 상태에서 SiOC

표면과 형성하는 젖음각은 거의 2
o

 정도로 매우 작았다.

이는 SiOC 섬유의 다공성 표면은 열전지가 500
o

C 부근

의 온도에서 용융된 리튬염을 효과적으로 젖게해주는 특

성으로 판단된다. Powder melting법에 의해 SiOC 매트

(mat) 에 담지한 후 표면과 파단면의 SEM 관찰을 통해

리튬염이 SiOC 매트(mat)의 표면과 파단면에 치밀하게 함

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융용된 리튬염과 SiOC

소재간의 낮은 젖음각과 SiOC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다

량의 기공들로 인해 용융된 리튬염이 효과적으로 함침된

것으로 판단된다. 

리튬염 담지율은 평균기공크기가 증가할수록 근소하게

증가하다가 30 µm의 평균기공크기 이상에서는 감소하였

다. 리튬염 누액률은 평균기공크기가 클수록 누액되는 용

융 리튬염량이 증가하였다. 3성분계 LiCl-LiF-LiBr 공융염

은 용융시 표면장력이 70 dyne/cm로 물과 같은 수준으로

점도가 낮아 가열가압 조건에서 용융된 리튬염이 외부로

누액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평균기공크기가 작은 매

트(mat)는 용융된 리튬염과 닿는 매트(mat)의 표면적이 넓

어 용융된 리튬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누

액률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리튬염을 담지한 SiOC 매트를 열전지용 전해질 분리판

의 실형상으로 가공한 후 전지특성을 관찰한 결과, 초기

에 발현되는 전압의 크기는 비슷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기공크기가 큰 SiOC 매트로 제조된 전해질 분

리판일수록 짧은시간에 전압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평균

기공크기가 작은 SiOC 매트로 제조된 분리판은 상대적으

로 오랜 시간 높은 전압을나타내며 유지되었다. 이는 평

균기공크기가 큰 SiOC 매트는 누액률이 커서 리튬염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기특성이 짧은 시간에 소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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