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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난 수십년간 인류에게 핵심적인 에너지 자원이었던 화석연료가 갈수록 고갈되고 있고, 산업발전에 따른 오

염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이차전지, 수소발생 에너지 장치, 에너지 저장 시스

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Lithium ion battery, LIB)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으로 인해, 대용량 배터리로 응용하기에 적합하고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장치로 여

겨진다. 하지만, 친환경 전기 자동차, 드론 등 증가하는 배터리 시장을 고려할 때, 수명이 다한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많

은 양의 배터리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폐전지에서 리튬 및 각종 유가금속을 회수

하는 공정개발이 요구되는 동시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전지의 재활용

전략소재 중 하나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표적 양극 소재 Li2CO3의 나노스케일 패턴 제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

선, Li2CO3 분말을 진공 내 가압하여 성형하고, 고온 소결을 통하여 매우 순수한 Li2CO3 박막 증착용 3인치 스퍼터 타겟

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해당 타겟을 스퍼터 장비에 장착하여, 나노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여 250 nm 선 폭

을 갖는, 매우 잘 정렬된 Li2CO3 라인 패턴을 SiO2/Si 기판 위에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패턴전사 프

린팅 공정을 기반으로, 금속, 유리, 유연 고분자 기판, 그리고 굴곡진 고글의 표면에까지 Li2CO3 라인 패턴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다. 해당 결과물은 향후, 배터리 소자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박막화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다양한 기판 위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 소자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For the past few decades, as part of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where fossil fuels, which have been

a key energy resource for mankind,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leted and pollution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eco-

friendly secondary batteries, hydrogen generating energy devices, energy storage systems, and many other new energy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mong them, the lithium-ion battery (LIB) is considered to be a next-generation energy

device suitable for application as a large-capacity battery and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due to its high energy density

and long lifespan. However, considering the growing battery market such as eco-friendly electric vehicles and drones, it

is expected that a large amount of battery waste will spill out from some point due to the end of lif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development of a process for recovering lithium and various valuable metals from waste batteries is

required, and at the same time, a plan to recycle them is socially required.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nanoscale pattern

transfer printing (NTP) process of Li2CO3, a representative anode material for lithium ion batteries, one of the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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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for recycling waste batteries. First, Li2CO3 powder was formed by pressing in a vacuum, and a 3-inch sputter

target for very pure Li2CO3 thin film deposition was successfully produced through high-temperature sintering. The target

was mounted on a sputtering device, and a well-ordered Li2CO3 line pattern with a width of 250 nm was successfully

obtained on the Si substrate using the NTP process. In addition, based on the nTP method, the periodic Li2CO3 line patterns

were formed on the surfaces of metal, glass, flexible polymer substrates, and even curved goggl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thin films of various functional materials used in battery devices in the future, and is also

expected to be particularly helpful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lithium-ion battery devices on various substrates.

Keywords: Lithium-ion battery, SPS, Sputtering, Nanotransfer printing, Li2CO3

1. 서 론

에너지 소자의 점진적인 일상생활 내 보급화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배터리 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하였으며, 이

를 초소형 전자기기,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 전기자동차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고효율 배터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1-3) 그 중에서도, 단위중량당 높은 에너지 밀

도, 높은 작동 전압, 낮은 방전속도와 긴 수명을 갖는 리

튬이온 배터리 (Lithium Ion Battery, LIB)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물이 보고되었다. 4-6) 하지만, 양극활물질로 이용

되는 리튬의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여

전히 존재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확대

됨에 따라, 매년 폐전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으며, 개발된 전지의 성능이 하락하여 폐기해야

할 때에는 해당 폐전지의 처리 또한 쉽지가 않다. 급격하

게 발전된 리튬이온 전지의 관점에서 볼 때, 머지않아 사

용된 전지의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리튬 및 유가금속 회수 등의

사용 후 전지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7-9)

핵심소재인 리튬을 절약하면서 배터리의 성능을 효율

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양극활물질로 사용되는 소

재의 크기를 마이크로-나노 단위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

다.10-15) 기초소재의 미세화가 이루어 진다면, 비표면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반응에 참여하는 리튬이온의 수가 효

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배터리 소자 자체의 성능을 향

상시켜 원재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16-19) 그리고, 미세화

된 소재를 나노패턴화 수 있다면 고밀도화를 통해 수명

이 연장된 배터리 소자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

튬이온 배터리의 양극활물질 형성 기초소재인 Li2CO3등

의 대표 구성 소재들에 대한 나노패턴화 관련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세 나노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산업적 및 연구적으

로 널리 알려진 기술에는,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

술 중 가장 대표적인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 기반 노

광공정인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20-22) 포토리

소그래피의 단점을 극복하여 최근 산업현장에서 양산화

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EUV),23,24) 10 nm급 초미세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화학적 패터닝 방법인 블록공중

합체 자기조립 (Directed Self-Assembly, DSA),25-27) 나노 패

턴전사 프린팅 (Nano Transfer Printing, NTP)28,29) 등이 대

표적이다. 그 중, NTP공정은 금속, 산화물, 고분자 등의

기능성 소재를 저비용으로 손쉽게 패터닝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양한 형상으로 3차원 (Three-dimensional, 3D)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소자, 광소자,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

터 등의 나노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30,31)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을 형성하기 위

한 기초소재인 Li2CO3를 NTP공정으로 나노패턴화 하

고, 이를 금속, 고분자, 유리 등의 다양한 표면에 전사하

였다. 먼저, 물리적 증착 방법 중 하나인 스퍼터링 공정

(Sputtering system)에 응용하기 위해, Li2CO3 분말을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Spark Plasma Sintering, SPS)으로 고순

도 Li2CO3 스퍼터 타겟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난 후, 해

당 타겟을 NTP 공정에 활용하여 나노스케일의 선 폭을

갖는 미세패턴을 제조하였다. 전사된 나노패턴은 현미경

분석을 통해 미세화 정도를 관찰하였으며, 선 폭의 균일

성에 대한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도출함으로써 고해상도

로 구현된 패턴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금속,

유리, 고분자 등의 다양한 재질 및 표면에도 Li2CO3 나노

패턴을 성공적으로 프린팅 하였다. 이러한 리튬이온 배

터리 양극 소재를 나노패턴화 하여 다양한 소재 표면 위

로 구현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추후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에 사용되는 또다른 기초소재인 니켈 (Ni), 코발트

(Co)등의 소재와 일원화된 타겟을 제조하고 나노패턴화

하여 다양한 기판 위 고비표면적의 자체 전극을 형성하

는 연구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2. 실험 방법

2.1 고순도 Li2CO3 스퍼터링 타겟의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소재인

Li2CO3를 미세화 하기 위해 물리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기반 나노 패턴전사 프린팅 (Nano

Transfer Printing, NTP) 공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Li2CO3

(99.99%, Junsei Co.) 분말을 스퍼터링 증착용 타겟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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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해 방전 플라즈마 소결 (Spark Plasma Sintering,

SPS) 공정을 실시하였다 (Fig. 1a). 소결은, 진공 챔버 내

소결체 (Li2CO3 분말)가 성공적으로 고밀도화 될 수 있도

록 일정한 작업진공도 (working pressure: 10−3 torr)를 유

지한 상태로 이루어 졌으며, die 내에 위치한 분말을 위

아래에 위치한 펀치를 사용해서 15 ton (32 MPa)의 하중

을 5분간 가해주고, 상하부전극을 통해 650oC의 열을 주

입하였다. 소결이 완료된 Li2CO3 소결체의 후면에는, 증

착공정 시 인가해주는 파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증착

공정 시 타겟의 빠른 냉각을 위해 구리 (Copper, Cu) 플

레이트를 부착해주었다. (Fig. 1b).

2.2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통한 Li2CO3 나노구조물 형성

Fig. 1(c)는 Li2CO3 나노구조물을 형성하기위한 NTP 공

정의 순서도이다. 우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선 폭,

선 간격, 깊이가 모두 250 nm인 라인 형상의 Si 마스터

몰드를 제작하였다. 패턴화 된 Si 몰드 위, 폴리머 소재를

스핀코팅 하여 박막화 하였는데, 이 때 폴리머는 고체상

태의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MW = 120 kg/

mol, Sigma Aldrich Co.)를 톨루엔 (Toluene, 99.5%, Junsei

Co.)과 아세톤(Acetone, 99.5%, Junsei Co.)을 1:1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5 wt%로 녹여 사용하였다. 스핀코팅은

5,000 rpm의 속도로 23초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난

후, 접착성이 있는 폴리이미드(Polyimide, PI, 3M Co.) 필

름을 사용하여 코팅된 PMMA 박막을 박리하였고, 결과

적으로 Si 몰드와 역상을 갖는 복제패턴을 만들었다. 이

렇게 형성된 PMMA 복제패턴 위, PVD 공정인 RF 스퍼

터링 (Radio Frequency Sputtering)을 실시하여 Li2CO3 소

재를 증착하였다. 높낮이가 다른 복제패턴의 구조 중, 돌

출되어 있는 상단부에만 선택적으로 소재를 형성하기 위

해 스퍼터링 타겟과 복제패턴이 마주보는 각도를 약 80¡Æ

로 설정하여 증착을 진행하였다. 증착 공정 시, 메인 챔

버 내에 고순도 (99.99%) Ar가스를 주입하고 작업 진공

도는 2 × 10−2 Torr로 설정하고, 100 W의 파워를 인가해

주었다. 본 공정으로 증착 된 소재를 원하는 기판으로 패

턴전사 하기 위해, Li2CO3 소재가 증착 된 레플리카를 타

겟 기판위에 올려놓고 열과 압력을 가하는 방법인 열보

조 패턴전사 프린팅 (Thermally-assisted Nano Transfer

Printing, T-NTP) 공정을 진행하였다.32) 균일한 열과 압력

이 가해지면, 스핀코팅 된 PMMA 층의 두께는 수축하

고, 접착성 PI 필름의 접착층의 접착력은 약해지게 되어

경계면이 쉽게 분리되고 기판 상으로 전사가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전사된 Li2CO3 및 PMMA 중, PMMA를

톨루엔으로 세척하여 제거해 줌으로써 기판 상에는 라인

형상의 Li2CO3 나노구조물만 남게 된다. 즉, 폴리머 복제

패턴은, Li2CO3패턴을 성공적으로 프린팅하기 위한 희생

층이다.

3. 결과 및 고찰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추후 시행가능

한 새로운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양극 기초물질을 나

Fig. 1. Schematic for pattern formation of Li2CO3 nanostructure using a sputter target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SPS) system.

(a) SPS system for producing the sputter target using Li2CO3 powder. (b) Li2CO3 sputter target. (c) Nanotransfer printing (NTP)

process for generation of Li2CO3 nano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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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패턴화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활물질 소재로 사용되는 Li2CO3 소재를 스퍼터링 타

겟으로 제조하고 이를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에 적용하여

다양한 기판 상에 미세 나노패턴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는, 전사된 패턴들의 해상도와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턴들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실시하고, 본 접근법의 산업

적 응용 가능성까지 제시하였다.

Fig. 2는 Li2CO3 분말을 사용하여 스퍼터 증착용 타겟

을 만드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의 실제 사진 및 성공

적으로 제조된 타겟의 정보를 보여준다. Fig. 2(a)는 가공

되지 않은 Li2CO3 분말 사진 이미지로, 해당 분말을 상하

부 펀치와 die로 구성된 몰드 내에 위치시키고 고압, 고

온을 가해주어 고순도의 3-inch Li2CO3 타겟을 생산하였

다 (Fig. 2c). SPS 공정으로 만들어진 타겟의 X-ray 회절

분석 (X-ray Diffraction, XRD) 결과, 표준 Li2CO3 원소에

대한 XRD 패턴과 (JCPDS: 83-1454) 거의 일치하였고 이

를 통해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고순도의 Li2CO3 타겟

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Fig. 2d).

해당 Li2CO3 타겟을 활용하여 나노 패턴전사 프린팅 공

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

는, SiO2/Si 기판 위 1 × 1 cm2 면적으로 전사된 Li2CO3 패

턴의 사진 이미지이다. 기판 위 형성된 미세패턴은 주사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과 FFT

(Fast Fourier Transform) 회절 패턴분석을 그 구조 및 균

일성을 관찰하였고, Fig. 3(b)와 같이, 250 nm 선 폭을 갖

는 라인 패턴과 회절 패턴이 매우 고해상도로 도출되었

다. 전사된 패턴의 균일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판 위 전사된 패턴 중 임의의 20군데에 대한 선

폭을 측정한 결과, 전사된 Li2CO3 라인 패턴의 평균 선

폭은 250.15 nm, 표준편차 4.46 nm로 오차범위 2% 미만

의 고정렬성의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c). 즉,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활물질 기초소재인 Li2CO3

를 나노스케일로 미세패턴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Li2CO3와 또다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활물질 기초소재를 혼합하여 일

원화된 복합재료 타겟을 제조하고 이를 NTP 공정에 적

용한다면 양극소재 자체의 나노패턴화 역시 가능할 것

이고 성능이 보다 향상된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

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쏟

아져 나올 폐전지에서 기초소재를 회수하여 스퍼터링 타

겟화 하는 새로운 재활용 방법이 산업적으로 실행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실제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또 다른 연구로 확장성을

제안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표면에 기능성 소재를 패

Fig. 2. Formation of the Li2CO3 sputter target by SPS method. (a) Li2CO3 raw powder. (b) Spark Plasma Sintering (SPS) process to

fabricate a 3-inch sputter target. (c) Photo image of Li2CO3 sputter target. (d) X-ray Diffraction (XRD) pattern of the Li2CO3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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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4는 금속, 세라믹, 고

분자와 같이 각각 다른 표면 거칠기 및 표면에너지를 갖

는 다양한 소재의 기판에 Li2CO3 나노패턴을 프린팅 하

고 프린팅 된 패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금속 (Cu)

호일, 투명하고 유연한 poly ethylene terephthalate (PET),

그리고 미끄러운 표면의 유리 기판 위에 패턴 전사를 실

시하였고 나노스케일의 Li2CO3 패턴이 각 기판 위 형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Fig. 4a). 마지막으로, 플

라스틱 재질의 굴곡진 고글 표면에도 패턴의 프린팅을 시

도하였고, Fig. 4(b)에 삽입된 사진 및 SEM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면이 아닌 곡면을 포함하는 기판 상

에도 패턴의 전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

Fig. 4. Transfer-printed Li2CO3 nanopatterns on the various functional surfaces. (a) Li2CO3 patterns on the various planar substrates, such

as metal (Cu), glass, and polyme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All tops are photograph images of each substrate. All bottoms

are SEM images. (b) Photograph image of the transfer-printed Li2CO3 nanostructures onto the nonplanar surface of goggle.

Fig. 3. Pattern formation by nanotransfer printing (nTP) process. (a) Photograph image of transferred Li2CO3 pattern on SiO2/Si substrate,

(b) SEM image of the Li2CO3 line pattern with a width of 250 nm. The insets are magnified SEM image and Fast Fourier

Transform (FFT) pattern. (c) Distribution of line-width for Li2CO3 li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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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반하여 향후 다양한 성질

의 기판 상에 전사되는 미세패턴의 선 폭과 형상을 제어

함에 따라, 기판 원재료가 갖지못하는 새로운 특성을 부

여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특징으로 전혀 김이 서리지 않

는 (Anti-fog 100%) 안경, 초발수 특성을 갖는 특수 필름

등의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형성 기초소재

인 Li2CO3의 나노패턴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재질 및 표면을 갖는 기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방전 플

라즈마 소결법을 활용하여 고순도의 Li2CO3 타겟을 제조

하고 이를 사용하여 나노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에 응용

함으로써 규칙적인 나노스케일의 라인 구조물을 형성하

였다. SiO2/Si 기판 위 프린팅 된 패턴은 주사전자현미경

을 통해 구조의 뛰어난 해상도를 확인하였으며, 패턴의

선 폭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고 FFT 분석을 통해

그 정밀성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속, 유리, 고분

자 등의 재질, 그리고 굴곡진 면을 갖는 고글의 표면에도

패턴을 전사함으로써 해당 공정을 통해 Li2CO3 소재가

다양한 기판 위로 구현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향후 폐전지에서 발생되는 기초소재들

을 회수하여 스퍼터링 타겟으로 생산하는 산업적 재활용

방법이 실행 가능할 것이다. 또한, Li2CO3 외에도 망간

(Mn), 코발트 (Co), 니켈 (Ni) 등의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일원화된 타겟을 제조하고 NTP공정으로 나노패턴화 한

다면, 고비표면적을 갖는 전극의 자체 제조가 가능하여

보다 향상된 고효율의 배터리 소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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