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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사용환경이 가혹해지고 있지만, 전지의 안전성

은 타협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특히, 더 높은 에너지밀도 확보를 위해 고용량 전극 소재

개발과 함께 분리막 원단 뿐만 아니라 세라믹 코팅층의 두께 및 무게의 박막화와 경량화가 동시

에 요구되고 있다. 그 중, 기존 슬러리 코팅 방식을 증착 방식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분리막의 내열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수 µm 수준의 세라믹 코팅층을 nm 수준으로 박

막/경량화 하면서도 동등의 내열성을 확보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증착법으로 제조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은 리튬이온전지 에너지밀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균일한

물성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증착 공정 중 온도를 제어해야 하며, 생산속도

와 공정비용을 기존 슬러리 코팅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막 원단 대비 두께 및 무게 증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전지의 고에너지밀도

달성에 필요한 매력적인 접근법임은 분명하다. 본 총설에서는 세라믹 증착 코팅에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인 1) 화학적 기상 증착법, 2) 원자층 증착법, 그리고 3) 물리적 기상 증착법으로

제조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증착법의 원리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제조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물리적, 전기화학적 특성 및 전지의 성능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소재 관점에서 금속 또는 유기물질이 코팅된 초박막 코팅 분리막의 기술 동향도 소개하였다.

Abstract : Regardless of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nergy density and safety, it is essen-

tial to improve both properties for future lithium secondary batteries. Especially, to improve the

energy density of batteries further, not only thickness but also weight of separators including

ceramic coating layers should be reduced continuously apart from the development of high-capac-

ity electrode active materials. For this purpose, an attempt to replace conventional slurry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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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with a deposition one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for securing comparable thermal sta-

bility while minimizing the thickness and weight of ceramic coating layer in the separator. This

review introduces state-of-the-art technology on ceramic-coated separators (CCSs) manufactured

by the deposition method. There are three representative processesto form a ceramic coating layer

as follows: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and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Herein, we summarized the principle and advantages/disadvantages of each

deposition method. Furthermore, each CCS was analyzed and compared in terms of its mechan-

icaland thermal properties, air permeability, ionic conductivity,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Keywords : Ultrathin ceramic-coated separator, Deposition, Sputtering, Thermal stability, Lithium

secondary battery

1. 서 론

리튬이온전지(LIB)에 사용되는 분리막은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P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등의 폴리올레핀(polyolefin)계 소재로 제조되고, µm

이하의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다공성 구조에 20 µm 이

하의 두께를 갖는 고분자 필름이 주를 이루고 있다.1)

이는 폴리올레핀 소재가 결정 구조를 형성하기 용이

하여, 박막화를 하더라도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유기전해액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이 높

고, 전지가 구동되는 가혹한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환

경에서의 저항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범용 고분자

로 가격이 높지 않으면서도, 분자량 제어나 수급에 용

이한 장점이 있어 분리막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폴리올레핀 소재는 내열성(녹는점: PE

~135 oC, PP ~165 oC)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상상황

에서 전지 내부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면 분리막 수축

으로 인한 내부단락이 발생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비극성을 가지는 폴리올레핀 소

재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극성이 높은 유기전해액과의

친화성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전지 용량이 증가

함에 따라 유기전해액이 분리막 내부 기공을 빠르고

균일하게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2)

이러한 폴리올레핀 분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열성과 친전해액성(또는 친수성)이 우수한 세라믹 입

자를 폴리올레핀 분리막 표면에 코팅하여 개선하려는

연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있다. 주로 산화물계 세라

믹(Al2O3, SiO2, TiO2, ZrO2 등) 입자가 선택되고 있

으며, 세라믹 입자와 소량의 고분자 바인더(binder)를

용매에 녹인 슬러리(slurry)를 제조하여 분리막 원단의

적어도 한면에 수 µm 수준의 세라믹층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코팅방법으로는 dip-coating, spraying, bar-

coating 등이 있으며, 목적에 맞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은 폴리올레핀 분리막 원

단 대비, 내열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으며, 전해

액에 대한 젖음성(electrolyte wettability)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3–8) 그러나, 세라믹 코팅층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전지의 중량당 그리고 부피 당 에너지 밀도가

저하되고, 분리막의 전체 저항을 증가시켜 전지의 출

력 특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으로, 세라믹 코팅층의 두께와 무게를 줄이면서도 동

등 이상의 내열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를 위해, Al2O3로 대표되는 산화물계 세라믹을 밀도가

낮은 수산화물계 세라믹(Mg(OH)2, AlOOH 등)으로

대체하거나, 내열성이 개선된 바인더를 적용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9–15) 또한, 세라믹 입자와 분리막 원

단 간 또는 세라믹 입자와 바인더 사이의 가교 반응

을 도입 함으로써 더 얇아진 세라믹 코팅층도 우수한

내열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6,17) 그러

나, 일반적인 슬러리 코팅 공정으로는 세라믹 코팅층

의 두께나 무게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증착공정

(deposition process)으로 초박막(ultra-thin film)세라믹층

을 도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착공정

으로는 화학적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

그리고 물리적 기상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이 있다. 이렇게 제조된 초박막 세라믹층은 µm

미만, 더욱 상세하게는 수 십 nm 수준으로 코팅이 가

능하여 전지의 부피/무게 당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두께: 9 µm, 무게: 5.31 g m-2

인 PE 분리막에 5 µm (세라믹층 무게: 7.2 g m-2)의

추가적인 세라믹층이 코팅된 분리막을 무게와 두께가

원단 분리막과 동등수준인 초박막 세라믹 코팅 분리

막으로 단순히 교체하여 2.9 Ah 수준의 파우치셀을

제작한다면(분리막 외에 다른 소재들의 조건은 모두

같다), 부피 당 에너지 밀도는 4%, 중량 당 에너지

밀도는 3% 만큼 향상된다. 이 수치는 전극의 활물질,

후막화와 같은 셀 설계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증착공정은 코팅 물질이 세라믹에 한정되지

않고 금속, 유기물질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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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분리막 원단의 표면 뿐만 아니라 기공 내부까지

코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장점 덕분에,

증착공정을 기반으로 한 초박막 코팅 분리막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각 장단점을 비교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이러한 증착공정을 이용한

초박막 코팅 분리막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

선, 세 가지 증착공정의 원리와 차이점을 정리하고, 각

증착공정으로 제조된 초박막 코팅 분리막의 특징을 분

석한다. 특히, 기존 리튬이온전지를 넘어, 리튬 금속전

지(Li metal battery, LMB)나 리튬 황 전지(Li sulfur

battery, LSB)와 같은 차세대 이차전지에 적용된 초박

막 코팅 분리막 연구도 정리하였다.

2. 증착 공정 종류 및 구동 원리

증착 공정들은 현재까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

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분리막에 세

라믹, 금속, 유기물질들을 박막으로 코팅하기 위한 방

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증착 기술은 크게 화학적, 물

리적 증착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다. 화학적 증착

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스상태인 전구체가 화학적

반응을 통해 필름으로 코팅되는 CVD 혹은 ALD가

있으며, 물리적 방식으로 고체 상태의 타겟 물질이 기

판위에 필름으로 코팅되는 evaporation 혹은 sputtering

과 같은 PVD가 있다.18) 이에 대한 분류와 특징을

Fig. 1에 정리했고, 각 공정의 메커니즘과 차이점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이니 만큼 본 총설을 효과적으로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 화학적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박막 형성 공정 중 CVD는 기체의 화학반응을 이용

하여, 목표물질을 기판에 형성시킨다. 일반적인 CVD

공정에서는 기판이 하나 이상의 전구체에 노출되며, 이

들이 기판 표면에서 반응 또는 분해되어 증착된다.19)

공정의 각 단계는(Fig. 2a)에 정리했으며, 해당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반응물이 기체화(전구체, precursor) 된다.

(2) 단계: 기체화된 반응물을 반응기로 이동시킨다.

(3) 단계: 기체 반응물이 중간체(intermediate)로 변

화하는 기상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기 내 온도에 따

라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반응으로 진행된다.

(3a) 단계: 반응기 내부온도가 중간체의 분해 온도

이상이면 균일한 기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중간

체의 분해 및 화학반응으로 인한 부산물로는 분말과

휘발성 물질이 있다. 생성된 분말은 기판 표면에서 분

말이 응집될 때 핵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휘발성 물

질은 반응기 밖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형성된 박막 필

름은 아래의 화학반응으로 형성되는 필름보다 일반적

으로 기판에 대한 접착력이 좋지 않다.

(3b) 단계: 중간체의 분해가 일어나는 온도보다 낮

은 조건에서는, 중간체가 boundary layer (기판 표면

에 가까운 얇은 층)를 가로지르는 확산과 교차가 발생

한다. 이 중간체들은 (4)~(7) 단계의 반응에 포함된다.

(4) 단계: 중간체가 기판에 흡착되면 기판 표면에서

는 불균일한 반응으로 증착물 및 부산물을 생성한다.

(5) 단계: 증착물은 기판의 표면을 따라 확산되어 결

정의 핵을 형성하고 박막이 성장된다.

(6) 단계: 기체 상태의 부산물은 확산과 대류를 통

해 경계층에서 제거된다.

(7) 단계: 반응하지 않은 기체 반응물 및 기체 상태

부산물들은 반응기로 밖으로 이동된다.

앞서 설명된 CVD 공정은 반응 압력, 반응을 도와

주는 에너지 장치, 반응기 내부로 공급되는 전구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저압 또는 상

압에서 화학적 기상 증착이 일어나는 저압 화학적 기

상 증착법(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Fig. 1.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in film depo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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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VD)과 상압 화학적 기상 증착법(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APCVD), 추가

적인 에너지 장치에 따라 plasma-enhanced CVD,

photo-assisted CVD, 혹은 laser-assisted CVD로 분

류된다.20-23) 또한 반응기 내부에 공급되는 전구체가 기

체상태의 개시제와 유기 단량체이면 initiated CVD

(iCVD)로 구분할 수 있다.24)

이 중, 에너지 장치를 추가하는 plasma-enhanced

CVD의 경우 직류, 교류 전압으로 전구체를 이온화 시

켜 반응 온도(화학반응온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며, Photo-assisted CVD, laser-assisted

CVD는 램프 또는 빛을 이용하여 증착 속도를 개선시

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iCVD 공정은 개시제

를 사용하여 고분자 사슬 중합반응을 상대적으로 낮

은 온도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기능성 고

분자 박막을 생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본 총설에서는 상기에 언급된 CVD 공정

전체가 기술되지는 않는다. 박막 코팅 분리막에 적용

되는 CVD 기술은 추가적인 장치 없이 열을 이용하거

나, 개시제를 전구체로 사용하는 iCVD 기술만 소개되

기 때문에, 각각의 CVD 기술에 대한 비교 및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CVD 공정은 균일한 두께로 코팅이 가능하고, 밀도

가 높은 박막이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

되는 기체화 된 반응물들의 독성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공정 중 주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CVD

공정은 여러 기체 반응물이 반응에 참여할 경우 상이

한 반응 속도로 인해, 박막의 조성을 균일하게 제어하

거나, 복잡한 구조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다.25)

2.2.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

ALD는 CVD와 같이 화학적 기상 박막 증착 기술

이지만 CVD와 달리 “self-limiting surface reaction”

(자기제한반응)을 통해 원자층이 단계적으로 쌓여 박

막이 형성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자기제한반응이란,

기판에 하나의 원자층이 형성되면 추가적인 화학반응

물질이 공급 되더라도 반응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고,

화학적 흡착반응(chemisorption)을 통해 기판 위에 단

원자층만이 형성되는 원리를 의미한다.26,27) 따라서,

ALD에서 사용되는 기체 상태의 반응물, 즉 전구체는

반응기 내부로 들어와서 기판 표면에서 단원자층으로

흡착되어 단원자층이 형성되고, 이 공정이 반복되면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ALD 공정의

상세 단계를 Fig. 2b에 정리하였다.

(1) 단계: 반응물A의 원자 단위 층은 자기제한반응

으로 표면에 흡착된다(Reaction 1).

Reaction 1: Surface + A → Surface:A

이 때, 반응물 A의 화학적 흡착 반응을 촉진시키기

Fig. 2. Schematic diagrams of the key steps during (a)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Reproduced with permission.20)

Copyright 2003, Elsevier. and (b) atomic layer deposition (ALD) processes. Reproduced with permission.22) Copyright

2018, AIP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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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판 표면을 개질하는 공정이 선택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

(2) 단계: 반응하지 않은 반응물 A와 부산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기 위해 purge를 진행한다. 

(3) 단계: 반응물 B는 자기제한반응으로 A층 위에

원자층을 형성한다(Reaction 2).

Reaction 2: Surface:A + B → Surface:AB

(4) 단계: (2)와 같이 purge를 진행한다.

ALD 공정에서 (1)~(4) 단계가 1 cycle로 정의되며,

N번의 cycle을 반복하여 원하는 두께까지 박막을 성

장시킬 수 있으며, 앞서 기재된 reaction 1, 2는 half

reaction 이라고 부른다.28) ALD는 단원자층이 반복적

으로 증착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의 표면에도 매우

균일하고 고순도의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

른 증착 공정들에 비해 박막을 형성하는 속도가 느리

다는 단점을 가진다.

2.3. 물리적 기상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앞선 CVD나 ALD가 화학반응이 수반된 증착 공정

이라면, PVD는 원하는 물질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

화시켜 기판에 증착하는 방법이다. PVD는 19세기부

터 이용된 공정으로, 크게 evaporation과 sputtering으

로 나눌 수 있다. Fig. 3a에 도시된 evaporation은 물

질에 열에너지를 가하여 기화된 입자가 증착되는 공

정이라면, Fig. 3b의 sputtering은 반응기 내 생성된

플라즈마(plasma) 양이온을 타겟 물질 표면에 물리적

으로 충돌시켜, 이 때 방출되는 물질이 기판에 증착되

는 공정이다.29) Evaporation 중 기화과정에서 열을 이

용하는 공정인 thermal (heated) evaporation은 진공

상태에서 도가니에 있는 source material을 융점 이상

으로 가열하여, 기화된 물질을 기판으로 증착시키는

방식이다(Fig. 4a).30-32) 이러한 thermal evaporation

공정은 증착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물질을 쉽게

source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19) 도가니,

히터 및 반응기 내부가 기화된 물질로 쉽게 오염될

수 있고, 박막의 밀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33) 특히, 융점이 매우 높은 물질을 source로 사용

Fig. 3. Schematic diagrams of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processes. (a) Evaporation and (b) sputtering

processes. Reproduced with permission.24) Copyright

2000, Elsevier.

Fig. 4. Schematic diagrams for evaporation and sputtering processes. (a) Thermal evaporation (b) electron beam evaporation

(c) direct current (DC) sputtering (d) radio frequency (RF) sputtering, and (e) magnetron DC or RF sputtering. Reproduced

with permission.25) Copyright 2012,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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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원 대신 전자빔

을 사용하는 electron beam (EB) evaporation이 사

용되기도 한다(Fig. 4b). EB evaporation은 source

material과 전자빔이 접촉하는 영역의 온도를 올려 물

질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

은 에너지로도 융점이 매우 높은 ceramic을 source로

사용할 수 있다.

Sputtering은 플라즈마 내에 형성된 ion을 타겟 물질

에 충돌시켜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고진

공 상태에서 반응기 내부로 주입된 방전기체는 전압

에 의해 가속화된 전자와 충돌하여 플라즈마를 생성

하게 된다.34) 플라즈마 속 양이온은 음의 전압을 가지

는 source material (target 또는 cathode로 불림)로

가속화되어 충돌하고, 이 때 떨어져 나온 타겟 물질의

입자가 기판으로 이동해 증착된다.35) Sputtering은 전

압을 가해주는 power source에 따라 direct current

(DC)와 radio frequency (RF)으로 구분되지만, Fig.

4c,d에 도식화된 것처럼 내부 반응기 구조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직류의 전압이 가해지는 DC

sputtering이 교류 전압을 사용하는 RF sputtering에

비해 증착속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만 타겟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DC

sputtering 공정에서도 타겟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입

자와 반응할 수 있는 기체를 주입함으로써 산화물이

나 질화물을 증착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 sputtering

과 구분하여 reactive sputtering이라 한다.36-38) 반면,

교류의 전압을 가해주는 RF sputtering은 전기전도성

이 있는 물질 뿐만 아니라 비전도성 물질이 타겟으로

사용될 수 있다.39–42)

Sputtering은 evaporation에 비해 느린 증착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타겟 뒷편에 자석을 위치시켜 증착 효

율을 높인 magnetron sputtering 방법도 있다(Fig.

4e).43) 전기장과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은 타겟

표면에서 전자가 나선운동을 하는 trapping effect를

발생시켜 전자와 타겟과의 충돌을 증가시킨다.44–46) 더

구나, 타겟 표면에 밀집되어 있는 전자는 방전기체와

지속적으로 충돌하여 전하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가 형

성되므로, 증착 속도가 증가되는 것이다.47–49)

이와 같이, sputtering은 타겟 물질을 그대로 기판위

로 증착시키기 때문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 변화가 거

의 없고 두께의 균일성이 우수하다. 또한, 여러 타겟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co-sputtering도 가능하다. 특

히, 증착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온도(기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

다.50,51) 하지만, 기판과 증착층 사이의계면 상태는 화

학 반응을 기반으로 한 CVD나 ALD 대비 떨어진다

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복잡한 구조의 기판에 코팅할

경우 균일한 박막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3. 박막 코팅 분리막의 적용

CVD, ALD 그리고 PVD의 공정들은 공정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활

용되어왔다. 리튬이온전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전

극 표면 개질 및 전지의 리튬 금속의 표면 보호막 형

성을 목적으로 연구 및 보고되고 있다. 이 총설에서는

전지의 분리막에 증착 공정이 적용되어 박막 코팅 분

리막을 제조한 사례에 대하여 각 공정 별로 정리하고

자 한다.

3.1. CVD 기반 박막 코팅 분리막

M. Kim et al.은 분리막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CVD 공정으로 박막의 SiO2를 PE 분리막에

코팅했다(Fig. 5a).52) 박막의 SiO2는 기체상태의

silicon tetrachloride (SiCl4)와 H2O가 반응기 내부에

서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으로 형성되었으며, 박막의

두께는 공정 cycle의 반복으로 조절되었다.

SiCl4(liquid) + 2H2O(liquid) 

→ SiO2(solid) + 4HCl(gas) (1)

Fig. 5. (a) Schematic diagram of the SiO2 thin film coated separator by CVD process and (b) its corresponding thermal

shrinkage for various cycle numbers of CVD after storage at 150 oC for 20 min. Reproduced with permission.47)

Copyright 2012,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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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가 코팅된 분리막은 전해질 친화성이 개선되고

CVD cycle이 증가할수록 tensile strength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150 oC 20 min의 thermal stability 평

가에서 SiO2 분리막은 수축을 보이지 않았는 것을 확

인했다(Fig. 5b). 또한, 열중량 분석법의(TGA) 결과에

서 일반 PE는 150 oC부터 분해가 일어나 무게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CVD-5 cycle로 SiO2 박막이

코팅된 분리막은 400 oC 까지 무게 손실이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 이는 CVD 박막 코팅을 통해 분리막의

thermal and dimensional stability가 향상됨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러나, CVD cycle이 높아질수록 점진적

으로 증가되는 분리막의 물리적 특성과 반대로, SiO2

의 두께 증가에 따라 분리막의 기공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Li+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전지의 ionic

conductivity에 악영향을 주었다. 즉, CVD 공정의 경

우 전지 성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점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Y. Yoo et al.은 박막 세라믹 코팅 뿐만 아니라, 내

열성이 좋은 고분자 박막을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CVD) 공정을 통해 PE 분리막에 코팅 함

으로 폴리올레핀 분리막의 thermal stability를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5 3 )  반응기로 투입된

hexavinlydisiloxane (HVDS)과 tert-butyl peroxide는

각각 monomer와 radical 개시제로 사용되었으며, 개

시된 HVDS의 radical이 가교반응을 통해 highly

cross-linked polymer인 polyhexavinyldisiloxane

(pHVDS)가 분리막에 코팅되었다(Fig. 6a). iCVD는

시간을 통해 코팅 물질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으며

40분 동안 공정을 진행하여 제작된 pHVDS-coated

PE의 기공 크기는 7% 이하로 감소했다(Fig. 6b[i]).

pHVDS-coated PE는 140 oC에서 일반 PE 보다 내열

성이 향상되었으며(Fig. 6[ii]), pHVDS가 40 min 코

팅된 분리막은 고온보관 이후에도 표면 기공이 유지

되었다(Fig. 6[iii]). 또한, disiloxane, methyl, vinyl

group이 포함된 pHVDS 코팅층은 PE 분리막 표면을

친수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전해질 친화성과 이

온전도도가 향상되었다(Fig. 6d). 1~15 C 조건의 율속

평가에서는 이온전도도가 향상된 pHVDS-coated PE가

Fig. 6. (a) Schematic diagram of pHVDS thin film coated PE separator by iCVD process. (b[i]) SEM images of pristine

and pHVDS-coated PE separators (b[ii]) their thermal shrinkage and (b[iii]) corresponding SEM images after storage at

140 oC for 30 min. (c) Rate performance tests for the cells with and without the pHVDS coating. (d) electrolyte wettability

tests of the pristine separator and pHVDS-40 min PE. Reproduced with permission.48) Copyright 2015,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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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Fig. 6c). 또한, 전기화학 평가

이후 진행된 사후 실험을 통해(저항, morphology, FT-

IR, XPS) pHVDS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CVD 공정으로 제작된 초박막 코팅 분

리막은 폴리올레핀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분리막 보다 높은 녹는점에서 전구체의 화학반응

이 활성화 된다면 박막 코팅물질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구체 물질의 반응을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를 반응기 내부에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저온에서 전구체들의 화학반응에 대한 연

구 및 박막의 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

3.2. ALD 기반 박막 코팅 분리막

Y. S. Jung et al.은 PP 분리막에 6 nm (ALD 50

cycle) 두께의 Al2O3을 ALD 공정을 통해 분리막에

코팅했다(Fig. 7a).59) 박막의 Al2O3 코팅층은 전구체로

사용되는 증기상태의 trimethylaluminium (TMA)와

H2O가 기판에서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을 통해 형성된

다.26,60)

AlOH* + Al(CH3)3 → AlO – Al(CH3)
*
2 + CH4 (2)

AlCH*
3 + H2O → Al – OH* + CH4 (3)

Al2O3 박막은 thermal shrinkage를 억제하여 분리막

의 내열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polycarbonate

(PC) 전해질과의 친화성을 크게 향상시켰다(Fig. 7b).

앞선 효과들은 ALD 공정의 cycle이 반복되어 코팅

두께가 증가할수록 향상되었으나, 과도한 ALD cycle

은 세라믹이 기공을 막게 되어 점진적으로 분리막의

기공도(porosity)가 감소하고 통기특성의 저하, 공정시

간의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평가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ALD 공법 기반 연구에서는 적절한 두께로 기공을 막

지 않으면서 분리막 표면에 균일한 세라믹층을 형성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었다.

ALD는 표면에서의 화학적 흡착으로 박막의 형성이

진행되는데 PP ( 폴리올레핀)와 같이 화학적으로 불

활성 되어있는 기판에는 균일한 코팅이 어려운 문제

가 있다. ALD 공정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H.

Chen et al.은 ALD 공정 전 plasma treatment를 통

해 PP 분리막 표면에 active group (예: hydroxyl

group)을 생성시켜 박막의 TiO2 층이 낮은 ALD cycle

로도 분리막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됨을 발표했다.61) 기

판 표면에서 원자단위의 Precursor 층이 쌓일 때 화

학적으로 불활성한 PP 보다, plasma treatment로 인해

active group이 생성된 PP 분리막 표면에 ALD

precursor로 작용하는 titanium isopropoxide (TIP)와

H2O이 균일하게 점착되어 세라믹 박막이 형성된다.

TIP와 H2O를 전구체로 이용한 TiO2 박막 형성의 화

학반응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62)

Ti(OCH(CH3)2)4 + (-OH*)n 

→ (-O-)nTi-(OCH(CH3)2*)4-n + n(CH3)2CHOH (4)

(-O-)nTi-(OCH(CH3)2*)4-n + (4-N)H2O 

→ (-O-)nTi-(OH*)4-n + (4-n)(CH3)2CHOH (5)

이렇게 코팅된 분리막은 기공이 감소하지 않는 적

절한 ALD cycle로도 친수성의 TiO2가 분리막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되었으며 분리막의 전해질 함침 특성과

내열성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J. Moon et al.은 ALD와 dip-coating 방법을 이용

하여 PE 분리막에 Al2O3, polydopamine (PDA)가

코팅된 inorganic-organic hybrid 코팅 분리막(PE/

Al2O3/PDA)을 제안했다(Fig. 8a).63) 기존의 PDA dip-

coating 방식에서 폴리올레핀 분리막은 catechol,

≈

Fig. 7. (a) Schematic diagram of Al2O3 thin film coated separator by ALD process and (b) photographs of bare and Al2O3

thin film coated separator s contacted with PC solvent and 1 M LiPF6/PC. Reproduced with permission.54) Copyright

2012,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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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e (-NH) 그룹을 가지고 있는 PDA와 친화성이

부족하여 분리막 내부구조 전체를 코팅하기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ALD을 통해 박막으로 Al2O3가 코

팅된 PE/Al2O3는 aluminum ion이 PDA와 강한 결합

(Pi-Pi interaction)을 형성하여 접착효과를(chelate

effect) 낼 수 있었으며, PDA코팅 용액과 친화성이 향

상된 분리막은 구조 내부까지 PDA가 코팅되었다. PE/

Al2O3/PDA는 SEM 사진을 통해 두께 증가없이

hybrid layer가 코팅된 모습을 확인되었으며(Fig. 8b),

140 oC의 고온에서도 수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

기화학적 평가를 통해 hybrid layer가 코팅된 분리막

의 고율성능과 cycle 전,후의 저항 값을 확인했을 때,

기존 PE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Fig. 8c–e).

그러나, 앞선 공정들은 모두 회분식 ALD 공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코팅 면적과 속도에 한계가 존재

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J.-W. Lee et al.

과 C.-H. Chao et al.은 roll to roll (R2R)-ALD

공정으로 분리막에 Al2O3 (Fig. 9a)와 TiO2 (Fig.

10a)를 각각 코팅하였다.64,65) 이 결과, 기존 ALD 공

정이 도입된 분리막과 마찬가지로 nm 수준의 세라믹

층을 유지함과 동시에, thermal stability와 전해질 친

화성을 개선했다. 특히, R2R-ALD 공정을 적용함으로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박막의 세라믹 코팅폭을

기존 보다 넓힐 수 있었다. J.-W. Lee et al.은 5 nm

Fig. 8. (a) Schematic diagram of the PE/Al2O3/PDA thin film separator. (b) SEM images of the surfaces and the

corresponding cross-sectional views of bare PE, PE/Al2O3, and PE/Al2O3/PDA separators.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the cells using the bare PE, PE/Al2O3, PE/PDA, and PE/Al2O3/PDA separators. (c) Comparison of the

rate performance (0.2~5 C), Nyquist plots after the (d) 1st cycle and (e) 200th cycle. Reproduced with permission.58)

Copyright 2019, Elsevier.

Fig. 9. (a) Schematic diagram of Al2O3 R2R ALD process. (b) Cross section SEM image of Al2O3 film coated separator.

(c) Tensile strength curves of Pristine (Celgard) and Al2O3 thin film coated (ALD-Celgard)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59) Copyright 2020,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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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l2O3를 양면으로 PP/PE/PP 분리막에 코팅하였으

며(Fig. 9b), 분리막의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Fig. 9c). C.-H. Chao et al.은 R2R-ALD

공정에서 line speed에 따른 세라믹 코팅 효과를 비교

하였다(Fig. 10b). 화학적 흡착반응으로 박막의 성장이

진행되는 ALD 공정에서는 기판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

라 반응성 기체가 기판과 반응할 시간이 변화하기 때문

에, 박막의 성장, 특성이 달라짐을 보고했다. Line

speed: 40, 20, 5 mm s-1의 조건에서 TiO2가 코팅된 분

리막들 중, ALD-T3 (line speed: 5 mm s-1)는 물리적,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pouch cell에서 기

존 분리막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다(Fig. 10c).

ALD 공정을 통해 순도 높은 세라믹 박막이 코팅된

분리막은 기계적 물성과 이온전도도가 향상되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과 성

능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MB의 사용에 가

장 큰 걸림돌인 lithium dendrite를 억제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66,67) W. Wang et al.은 폴리올레핀 분

리막 보다 전해질 친화성이 좋지만, low Young’s

modulus와 high combustion heat으로 인해 산업화가

어려운 PVDF-HFP (PH)분리막에 ALD 공정으로

Al2O3을 코팅했다(Fig. 11a).68) 100 ALD cycle로

Al2O3 박막이 코팅된 PVDF-HFP (ALD100/PH)는 폴

리올레핀(Celgard), PH 분리막 보다 Young’s modulus

와 이온전도도가 비약적으로 상승되었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강도와 이온전도도의 향상은 lithium dendrite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LFP/Li cell에서 진행된 전기화학 평가에서 좋은 사이클

성능을 보였다. 특히, Li symmetry cell 에서 Celgard와

PH에 비해 과전압이 크게 감소하였다(Fig. 11b). 또한,

Li/Cu cell에서 cycle 이후 관찰된 Cu foil 표면의 사진

을 통해 Li dendrite가 억제됨이 확인되었다.

ALD 공정은 복잡한 구조의 표면에도 매우 균일하

고 고순도, 고품질의 박막을 형성할 수 있지만, 본 총

설에서 소개되는 CVD, PVD와 같은 공정들에 비해

박막을 형성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69) 때문에, ALD을 슬러리 코팅 분리막과 비교하였

을 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3.3. PVD 기반 박막 코팅 분리막

T. Lee et al.은 PE 분리막에 RF magnetron

sputtering을 통한 Al2O3 코팅을 시도하였다.70)

Sputtering 공정으로 세라믹이 코팅된 분리막의 특이점

은 ALD, CVD 공정과 달리 코팅 후에도 통기특성

(gurley number)의 변화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10 min이라는 짧은 시간에 코팅된 10 nm의 Al2O3는

전해질 함침 특성을 24% 향상시켰다. 또한, 코팅 후

Fig. 10. (a) Schematic diagram of TiO2 R2R ALD process (b) TiO2 thin film coated separators according to line speed (c)

comparison of discharge capacity for TiO2 thin film coated (ALD-T3) and pristine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60) Copyright 2021, Elsevier.

Fig. 11. (a) Schematic diagram and characteristics of

Al2O3 thin film coated PVDF-HFP separator by ALD

process and (b) galvanostatic cycling curves of Li/Li

symmetric cells. Reproduced with permission.63)

Copyright 2019,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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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분리막 표면기공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SE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Fig. 12a–d). 시간별로 Al2O3가

코팅된 분리막은 150 oC에서도 thermal shrinkage가

대폭 감소하였다(Fig. 12e). Sputtering을 통한 세라믹

코팅 공정은 전구체를 기화하는 과정이 없이 박막을

형성하며, 용매와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막에

세라믹 박막층(binder-free ultra-thin ceramic layer)을

코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puttering 공정 중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gamma electron, sputtered particles, ions, photons,

ultraviolet radiation, excited neutrals and radicals들

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열 혹은 플라즈마에

의해 기판으로 사용되는 고분자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71) 때문에, 공정 중 플라즈마에 의해 폴리올레핀

분리막 표면의 공유결합이 끊어지거나, 고분자 사슬의

변형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코팅속도, 생산성과 크게 연관된 공정세기 W

(watt)를 올릴수록 심화된다. T. Lee et al.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puttering 코팅 전 폴리올레핀 분리막

에 PDA을 코팅하였다.72 )  PDA는 backbone에

catechol과 pyrrole 같은 aromatic compounds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폴리올레핀 분리막의 반복되는 분자

구조인 CH2-CH2, CH2-CH-CH3보다 플라즈마 내성

Fig. 12. SEM images of (a) bare and Al2O3 thin film

coated PE separators after (b) 10 min (c) 40 min, and (d)

70 min sputtering and (e) their corresponding thermal

shrinkage after storage at 150 oC for 30 min. Reproduced

with permission.64) Copyright 2014, Springer Nature.

Fig. 13. Characteristics of PDA/Al2O3 thin film coated separator. (a) Photograph of [i–iii] bare and [iv] polydopamine-

coated PE separators exposed to various RF sputtering powers and times. (b) Thermal shrinkage for Bare, PDA PE and

PDA/Al2O3 PE after storage at 145 oC for 30 min. (c) Cycle performance and (d) Rate performance of the cells using

bare, PDA, and PDA/Al2O3 PE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66) Copyright 2015, RSC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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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표면손상(etching 혹은

chain scission)이 감소될 수 있다.73) 고분자 구조에

따라 플라즈마에 의한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aromatic polymer (PET, PS)와 aliphatic polymer

(PMMA, PP, PE)의 플라즈마에 의한 열화속도를 비

교한 사전연구를 통해 aromatic ring은 플라즈마에 의

한 열화를 상쇄시킴이 보고되었다.74,75) 이처럼,

aromatic compound를 갖는 PDA가 코팅된 PE 분리

막은 기존 공정세기인 25 W 보다 높은 75 W에서도

분리막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이 없는 것을 Fig.

13a[i–i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DA/Al2O3-

coated PE는 145 oC의 고온에서도 열에 의해 수축하

지 않았다(Fig. 13b). 해당 분리막이 포함된 전지를

제작하여 진행된 전기화학평가를 통해 기존 분리막 보

다 장기 사이클 특성, 고율 특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3c,d).

Sputtering을 이용하여 분리막에 세라믹 박막을 코

팅하는 시도는 코팅 물질, 코팅 방법의 변화로 연구들

이 이어졌다. K. Peng et al.은 DC magnetron

sputtering을 이용하여 TiO2를 2.26 nm min-1의 속도로

PP 분리막에 코팅하였다.76) TiO2가 각 시간별로 코팅

된 분리막은 이전 Al2O3 박막 코팅 결과와 유사하게

코팅 후 기공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TiO2 박막 또

한 분리막의 내열성, 전해질 친화성을 개선할 수 있었

으며, LSV test을 통해 carbonate 계열 전해질에서

TiO2 층이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Sputtering 공정은 폴리올레핀 분리막 뿐만 아니라

melt-electrospinning (ME) 공정으로 제작된 non-

woven membrane에도 적용되었다. S. Wu et al.은

제작한 PVDF membrane에 동시에 여러 물질을 코팅

할 수 있는 co-sputtering 공정을 통해 SiO2와 Al2O3

를 코팅하여 SiO2/Al2O3/PVDF 분리막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Fig. 14a).77) 다중의 세라믹이 코팅된 분리막은

일반 PVDF와 Al2O3, SiO2가 각각 코팅된 PVDF 분

리막 보다 저항이 감소하고, 이온전도도가 약 2.7배 향

상되었다(Fig. 14b).

A. Gogia et al.은 EB-PVD (EB evaporation)공정

또한 바인더 없이 Al2O3를 2 nm s-1의 속도로 분리막에

코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8) 100 nm 두께의

Al2O3가 코팅된 EB-PVD Al2O3-PE 분리막은 슬러리

코팅으로 제조된 commercial Al2O3-PE (Al2O3 layer,

1~2 µm), Al2O3가 코팅된 polyimide 분리막(Al2O3-PI)

과 morphology(Fig. 15a) 및 물성을 비교했다. EB-

PVD Al2O3-PE와 commercial Al2O3-PE 분리막은 유

사한 전해질 친화성을 보여주었지만, 고온(130~200 oC)

에서의 내열성은 EB-PVD coated Al2O3-PE가 우수했

다. 세라믹 코팅 분리막이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변화

하는 Li+의 거동 파악을 위한 impedance변화 실험에

서 commercial Al2O3-PE는 160 oC에서 저항이 크게

증가되어 분리막의 기공이 막히는 shutdown 현상이

나타나고, 166~170 oC에서는 분리막이 melting되어 저

항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반면에, EB-PVD

coated Al2O3-PE 분리막은 190 oC까지도 저항의 변화

없이 안정한 Li+의 이동을 보인다(Fig. 15b). 이후, 사

후 실험을 통해 commercial Al2O3-PE는 세라믹 입자

들이 응집되고 분리막 표면이 노출되는 반면, 저항의

변화가 없었던 EB-PVD coated Al2O3-PE와 Al2O3-

PI의 세라믹층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Fig. 15c).

LMB에서는 높은 전자전도성을 가지는 금속 박막을

분리막에 코팅하여 lithium dendrite의 성장방향을 조

절함과 동시에 성장을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 Lee et al.은 DC magnetron sputtering을 통해 Cu

박막(CuTF)을 PE 분리막 한쪽 면에 7 nm min-1의

속도로 약 70 nm를 코팅하였으며, 이를 janus PE/

Fig. 14. (a) Schematic diagram of Al2O3/SiO2 co-sputtering deposition setup and (b)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profiles of ME-PVDF, Al2O3/SiO2/PVDF, Al2O3/PVDF, SiO2/PVDF, and PE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71) Copyright 2019,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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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F로 명명했다(Fig. 16a-d).79) Li/Cu, Li/Li cell 평

가결과, bare 분리막이 적용된 cell은 수직방향으로 성

장하는 Li dendrite가 분리막의 기공구조를 통과하여

내부 단락이 발생했다. 하지만, Janus PE/CuTF이 적

용되어 Cu가 Li metal과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cell의 집전체로 작용하는 Cu와 분리막에 코팅된

CuTF의 전기적 연결로 추가적인 electron pathway가

생성되어, Li이 집전체의 역방향으로도 성장이 가능하

기 때문에, pristine 분리막이 적용된 Li의 성장(Fig.

16e[i])과 달리, 수평방향(양방향, bidirectional)으로 Li

이 치밀하게 성장한다(Fig. 16e[ii]). 사이클 이후 성장

된 passivation layer의 두께를 관찰한 Fig. 16f,g의

결과로, CuTF이 포함된 전지는 사이클 중에 dendrite

에 의한 전해질 소비가 적으며, dead Li에 의한

passivation layer의 생성이 37% 감소함을 보였다. 또

한, PE/CuTF이 포함된 셀은 과전압이 감소하고, 수명

특성과 coulombic efficiency가 향상되는 것이 전기화

학 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Cu와 같이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코팅하면서

Li의 성장을 양방향으로 유도하는 시도들은 K. Wen

Fig. 15. Characteristics of Al2O3 thin film coated separator by EB-evaporation process. (a) SEM images of PE, EB-PVD

Al2O3-PE, commercial Al2O3-PE, and Al2O3-PI. Shutdown and breakdown behavior test: (b) In situ impedance measurement

and (c) Post-mortem SEM images. Reproduced with permission.72) Copyright 2021, American Chemical Society.

Fig. 16. Schematic diagram and characteristics of Cu thin film separator by sputtering process. Surface SEM images of

(a) Bare PE and (b) PE/CuTF separator. (c) Cross-sectional SEM image of the as prepared PE/CuTF separator and (d)

corresponding EDX mapping of the dotted square in panel (c). (e) Schematic diagram of Li metal deposition mechanism

with the [i] bare PE and [ii] PE/CuTF separators.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passivation layer (Li/Cu cells @30 cycles)

for (f) bare PE and (g) PE/CuTF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73) Copyright 2017,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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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과 M. M. U. Din과 R. Murugan에 의해 지속되

었으며, 각각 Pt와 Nb을 분리막에 코팅했다.80,81) K.

Wen et al.은 DC magnetron sputtering을 통해 10 nm

min-1의 속도로 Pt를 PP 분리막에 코팅했다. Li/Li

symmetric cell에 Pt가 코팅된 PP 분리막(PP@Pt)이

포함된 cell은 PP 분리막 보다 과전압이 감소됐다(Fig.

17a,b). 1 mA cm-2 사이클 이후에 lithium anode

쪽의 dendrite를 비교 했을 때, PP@Pt 분리막에 의해

양방향으로 성장한 Li은 plat하고 dense하였다(Fig.

17c,d). 또한, Li/LFP Cell에서도 수명특성과 C.E.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 M. U. Din과 R. Muruganl은 RF sputtering을

통해 Nb를 60 nm (4.7 nm min-1) 두께로 PP 분리

막에 코팅함으로 dendritic Li의 성장을 억제했다.81)

해당 연구에서는 수평방향으로의 Li 성장으로 인한

Li/NCM cell의 수명특성 향상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지인 LSB에서 Nb 박막 코팅층의 효과를 보여줬다.

Fig. 18a,b에서는 Nb-PP가 포함된 LSB에서 실시한

CV test (1.7~2.8 V) 결과를 나타냈다. Cathodic

reaction을 나타내는 2.25~2.01 V의 전압 범위 에서는

Li2Sn (4≤N≤8)의 생성을 나타내는 peak가 감소하며,

Li2Sn (4≤N≤8)에서 insoluble한 polysulfide (PS)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peak가 2.0 V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

었으며, oxidation reaction을 확인할 수 있는 2.34 V

와 2.39 V에서 PS가 sulfur로 변하는 가역반응도 보

고됐다. 그 결과 PP 보다 Nb-PP가 적용된 LSB는 초

기 용량이 증가하였으며(Fig. 18c,d), 장기 수명특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Fig. 18e,f).

Li dendrite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분리막의

Young’s modulus를 향상시켜 물리적으로 Li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Z. Li et al.은 화

학적, 전기적으로 안정하며 높은 modulus (~100

GPa)를 가지는 diamond like carbon (DLC)를 PP

분리막에 DC-magnetron sputtering을 이용하여 코팅

했다(Fig. 19a–c).82) 3 µm의 DLC가 코팅된 PP 분리

막(DLC/PP)은 PP 원단에 비해 기계적 물성이 비약적

으로 향상되었다(DLC/PP의 경도와 Young’s modulu

= 6.2 GPa/98.3 GPa, PP 원단의 경도와 Young’s

modulus = 0.2 GPa/1.9 Gpa, Fig. 19d). 이들은

simulation을 통해 amorphous 구조의 DLC 층은 Li+

이 이동할 수 있는 3D ion conductor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Li+이 DLC/PP를 통과하면서 다시 분산되

고 Li metal 표면에 균일하게 점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Fig. 18e,f). 그로 인해, Li/Cu과 Li/Li cell에

서 DLC/PP는 coulombic efficiency가 향상되었으며,

높은 전류 밀도(5 mA cm-2)에서 4000 h 동안 사이

Fig. 17. Characteristics of Pt thin film coated separator by sputtering process. Galvanostatic cycling performance of Li/

Li symmetric cells using bare PP and PP@Pt separators at (a) 1 mA cm-2 and (b) 2 mA cm-2. SEM images of Li anode

surface cycled for 500 hours using (c) PP and (d) PP@Pt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74) Copyright 2018,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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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이 안정하게 진행되었다(Fig. 18g,h).

추가적으로, 박막의 lithiophilic 물질을 분리막에 코

팅함으로써 Li dendrite를 억제하는 연구가 보고됐다.

Y. Liu et al.은 lithiophilic 물질인 Mg을 DC

magnetron sputtering로 PP/PE/PP 분리막 한면에 60

초간 코팅했다(Fig. 20a,b).83) Mg는 이전 연구들을 통

해 lithium에 큰 solubility를 가지는 물질이라고 알려

졌으며, lithium plating 시에 heterogeneous nucleation

site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84,85) 해당 논문에서는

nucleation agents (Mg)가 존재할 때, Li의 핵은

heterogeneous agents 물질의 표면에 우선적으로 생성

된다는 것을 Gibbs free energy, 계면에너지 그리고

접촉각과의 관계식을 통해 설명했다.  Mg

nanoparticles이 코팅된 분리막(Mg-separator)은 Fig.

Fig. 18.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Nb thin film coated separator by sputtering process. CV measurements of Li/S

cells containing composite sulfur cathode with (a) PP and (b) Nb-PP separators at 0.1 mV s-1. Voltage profiles of Li/S cells

with (c) PP and (d) Nb-PP separators. Cycle performance of Li/S cells with (e) PP and (f) Nb-PP separators. Reproduced

with permission.75) Copyright 2019, Springer Nature.

Fig. 19. Characteristics of diamond-like carbon (DLC) coated PP separator by sputtering process. Surface SEM images

of (a) pristine PP and (b) DLC/PP-5h separators (c) Cross-sectional SEM image of DLC/PP-5h separator. (d) Young’s

modulus results of pristine PP, DLC/PP-5h, and DLC/PP-10h separators. A microscopic particle diffusion model for Li-

ions passing through the (e) pristine PP and (f) DLC/PP (DLC thickness with 300 nm) separators. Voltage profiles of Li/

Li symmetric cells having the pristine PP and DLC/PP-5h separators at (g) 3 mA cm−2 and (h) 5 mA cm−2. Reproduced

with permission.75) Copyright 2021,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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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의 모식도처럼, Mg의 lithiophilic한 성질에 의해 Li

crystal seed가 Mg 입자 위에 우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분리막에 코팅된 Mg는 Li+이 균

일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guide 역할을 할 수 있

었으며, 반응 이후에 분리막 표면에 생성되는 Li

layer는 dendritic Li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었다. Mg

가 코팅된 분리막은 pristine separator (Celgard)와

달리 200 cycle 이후, 분리막 표면에 Li layer가 성장

되고 Cu 집전체에는 dense Li 음극이 생성된 것이

확인 되었으나, Celgard 분리막이 적용된 Cu 집전체

에는 dendritic한 lithium이 형성되었다(Fig. 20d–g).

Mg-separator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Li/LCO

cell의 전기화학 평가에서는 수명 특성이 Celgard 보

다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0h).

PVD 공정은 ALD 대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코팅

이 가능하며, 코팅 물질에 제한이 크게 없고, 상대적

으로 낮은 온도에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소개된 문헌들에 따르면 PVD 공정은 코팅이 충

분한 진공상황(base pressure: 10-6~10-5 Torr)76–82)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코팅 설비를 대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장비가 요구된다. 또한,

sputtering 공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에 의한 고분자

기판의 손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럼

에도, PVD 공정은 용매가 사용되지 않는 건식공정으

로 용매회수장치와 건조장치 없이 코팅이 가능하고,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라믹층이 분리막에 충분

한 접착성을 가지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박막으로 분리막에 코

팅하는 연구는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뿐만 아니라,

LMB, LSB 등의 차세대 전지용 분리막에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두께를 수 µm에서 수십 nm으로 낮

추어 전지의 에너지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증

Fig. 20. Schematic diagram and characteristics of Mg thin film coated separator by sputtering process. SEM images of

(a) Bare (Celgard) and (b) Mg coated separators (Inset is Mg 1s XPS data). (c) Schematic diagram of electrodeposition

with Mg coated separator. SEM images of the separators and Li anodes retrieved from Li/LCO full cells after 200 cycles:

A top view of (d) Li anode surface and (e) the corresponding Mg-coated separator, A top view of (f) Li anode surface and

(g) the corresponding bare separator after cycling. (h) Cycling performance of the Li/LCO full cells using the bare and

Mg coated separators at 2 C rate. Reproduced with permission.77) Copyright 2019,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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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정을 통한 세라믹 코팅은 슬러리 코팅과 생산성

을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속도 및 생산량을 높

일 수 있다면 전지의 에너지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

는 전지의 핵심 기술로 다가올 것이다.

4. 결 론

본 총설에서는 기존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도입된 증착공정(CVD, ALD, PVD)의

각 원리와 특징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제조된 초박

막 코팅 분리막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증착

공정을 통해 제조된 초박막 코팅 분리막은 공통적으

로 기존 상업용 세라믹층의 두께인 µm가 아닌, nm

수준의 세라믹층이 코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의

에너지밀도 저하 없이 폴리올레핀 분리막의 열안전성

과 친전해질성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non-woven 분

리막 또한 기판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박막 코팅 분리막은 코팅물질과 공

정별로 변화하는 박막의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전지

인 LMB나 LSB에 적용되었을 때, lithium dendrite와

polysulfide 생성을 억제함으로 LMB와 LSB의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였다.

공정의 변화로 기존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단점

은 보완하고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인되

었으나, 아직까지는 pilot 수준의 규모로, 증착 공정으

로 제조된 박막 코팅 분리막이 기존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을 대체하기에는 생산속도, 설비비용, 코팅면적

과 같이 해결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

라서, 증착공정을 이용한 초박막 코팅 분리막 개발은

현재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높은 비용량(specific capacity)을 가지는 양극 또

는 음극 소재 개발이나, 전지의 operation voltage 향

상, 후막 전극 등의 개발과 같이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며, 고에너지밀도 전지 소재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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