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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이차전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리튬-공기 전지와 소듐-공기 전지를 에테류계 전해질을 이용하였을 시 방전 후 생성물을 분

석 하였다. FESEM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리튬-공기 전지와 소듐-전지의 방전 후 생성된 입자의 형태는 좁쌀 모양을 보였으며, 두

전지 시스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XRD를 통하여 확인 하였을 시 리튬-공기 전지는 비정질 형태의 Li2O2 그리고

소듐-공기에서는 결정질의 NaO2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전지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

튬-공기 전지와 소듐-공기 전지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리튬-공기 전지, 소듐-공기 전지, 전극, 탄소

Abstract

The discharged products of Li-O2 and Na-O2 batteries using ether-based electrolyte as next-generation battery system were ana-

lyzed. The morphology of the discharged products showed millet-like shape in the both battery systems by FESEM. However, the

discharged product, Li2O2 showed amorphous-like form in the Li-O2 cell while crystalline NaO2 is formed in the Na-O2 cell when con-

firmed  by X-ray diffraction. In this work, we comprehended a principle operating mechanism of Li-O2 and Na-O2 battery.

Key words : lithium−oxygen battery, sodium−oxygen battery, electrode, carbon

 

 

1. 서  론

최근, 폭발적인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매체 발전은 미래의 필수 불가결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제품과 소

비자의 더 높은 기대 심리는 고성능화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1,2) 특히 기존의 핸드폰과

같은 소형의 전자기기에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중대형의

전자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배터리 보다 고용량, 고출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이차전

지의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92년, Son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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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리튬이차전지를 상용화 한 이래, 이들은 고용

량, 고출력 및 우수한 수명 특성으로 현재 신뢰성 있는

에너지 저장/변환 장치로 주목 받고 있다.3,4) 하지만 고

성능의 이차전지가 순수 전기자동차로의 적용이 대두되

고 있는 시점에서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을 뛰어넘는 전

지 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서 금속-공기 전지는 이론 에너

지 밀도가 ~3500 Wh/kg으로 가솔린과 비견될 정도로

높은 비수계 전지 시스템으로서 주목받고 있다.5-7) 하지

만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리튬-공기 전지

시스템은 현재까지 충방전 특성의 개선, 고전류 밀도의

실현 및 사이클 특성의 안정화 등 극복해야할 당면한

과제가 있어 아직까지 실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충

방전 특성에는 전해질 및 전극의 안정성, 반응물질에 의

한 과전압, 산소환원 대비 낮은 방출률 등이 해결되어

야 하고 고전류 밀도를 위해서는 전해질의 전도도, 전

지의 내부저항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리

튬-공기 전지는 양극소재나 전해질의 특성에 따라 성능

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극소재와 안

정한 전해질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로 리튬-공기 전지의 양극소재

로는 주로 탄소계와 비탄소계로 분류되며, 탄소의 특성

개질에 따른 특성 평가와 탄소의 기공도, 표면적 등의

변화에 따른 특성 평가와 전도성이 뛰어난 신규 탄소

대체 물질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리튬-공기 전지 연구에 비해 소듐-공기 전지에 대한 연

구 결과는 희박하다. 하지만 리튬보다 훨씬 매장량이 풍

부한 소듐은 리튬을 기반으로한 전지 시스템의 향후 대

체 전력 저장 자치로서 주목 받고 있으며, 리튬-공기

전지에 대한 연구가 실용화 가능성이 제시된다면, 추후

소듐-전지 연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될

것이다.8-10) 또한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리튬 이온 폐

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여 리튬-공기 전지에의 적용

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리튬 이차전지를 대체

할만한 차세대 전지 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는 리튬-

공기 전지와 소듐-전지의 방전 생성물을 비교함으로써

방전시 두 전지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  험

Sigma–Aldrich 에서 구매한 TEGDME를 (Tetraethy-

lene glycol dimethyl ether) Molecular sieves를 이용

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LiTf (Lithium trifluoromethan-

esulfonate), NaTf (Sodium trifluoromethaesulfonate)는

Sigma–Aldrich 에서 구매하여 진공오븐 150oC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Karl Fischer titration 을 통하

여 전해질의 수분은 5 p.p.m이하로 측정되었다. 탄소

전극 (P50)은 AvCarb®에서 구매하였다. 카본 전극은

12 mm로 펀치하여 150oC 진공에서 건조한 후 고순도

(9.999%) Ar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여 셀을 제작하였다.

Swagelok-type 셀을 Ar 글러브 박스 (MBraun, H2O <

1 ppm)에서 제작하였으며, 리튬/소듐 금속, 탄소 종이

(AvCarb P50)과 분리막으로 GF (GF/CTM,WhatmanTM)

를 사용하였다.

탄소전극 표면에 형성된 방전 생성물의 형태와 사이

즈는 Tescan사의 Mira model인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i2O2와 NaO2입자의 결정구조는 Rigaku사의 Ultima

IV model인 X-ray diffraction (XRD)을 이요하용 측정

하였다. 그리고 모든 ex-situ 분석을 위한 샘플 준비는

Ar 글러브 박스에서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Fig. 1은 리튬 이온 전지 (a), 리튬-공기 전지 (b),

소듐-공기 전지 (c)의 구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리튬 이

온 전지에서는 Fig. 1(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리튬을 포

함한 양극 소재 (예; LiCoO2, LiFePO4, LiMn2O4등)에서

충전시 리튬이 탈리되어 전해질을 통하여 음극소재 (예;

graphite, Si, 등)로 삽입하고 동시에 전자는 외부 회로

를 통해 이동하여 LixC6를 형성하여 전기 화학적 반응

이 일어나고, 방전시에는 음극의 충전 생성물인 LixC6

에서 탈리된 리튬이 반대의 전기화학적인 가역 반응을

한다. 격자 사이로 리튬 이온이 삽입/탈리를 하면서 전

기화학반응을 하는 리튬 이온 전지와 달리 금속-공기

전지는 양극 소재 표면에 반응 생성물이 적층/분해하면

서 작동한다. 리튬-공기 전지는 Fig. 1(b)에서와 같이

방전시 음극인 리튬 금속에서 리튬 이온이 해리되어 양

극으로 이동한 후 산소와 외부회로로 이동한 전자가 만

나서 Li2O2가 최종 방전 생성물로 양극소재 (예; 탄소, 탄

소-금속 복합체)에 적층한다. 충전시에는 방전시에 일어

났던 역반응이 일어나며, 적층되어 있던 Li2O2가 분해

되면서 Li+이온과 O2가 생성된다. 또한 소듐-공기 전지

에서는 Fig. 1(c)에서와 같이 방전시 NaO2가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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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 Na+이온과 O2가 발생하고 충방전시 이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충방전 구동원리를 이해하고, 에

테르류 전해질에서 리튬-공기 전지와 소듐-공기 전지의

방전 생성물을 비교하기 위하여 방전시 셀을 해체하여

SEM과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a)는 상용화된

탄소 종이인 P50 (AvCarb®)을 양극, LiTf-TEGDME를

전해질 그리고 리튬이 음극으로 구성된 셀을 제작하여

실제 전류 200 µA를 인가하여 15시간 동안 방전된 그

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 방전 전위 (U0=2.96V vs

Li/Li+)에 비해 약간 낮은 2.55 V에서 구동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리튬-공기 전지의 방전 전압과 일치하

며, Li2O2가 생성되는 방전 전압이다11). Fig. 2(b),

2(c), 2(d)와 2(e)는 방전 시간별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본래 탄소 전극에 비해 방전 시간이 늘어날

수록 반응 생성물이 산발적으로 적층 되어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고 생성물 사이의 기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성이 있는

도넛 모양의 Li2O2가 형성된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

는 것과는 달리12) 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가 작은

Li2O2가 단계적으로 적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것은 Li2O2의 결정성과도 관련된 요소로 추론

되며 추후 XRD 패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

이다.

Fig. 3은 소듐-공기 전지의 방전 그래프와 방전 생성물
Fig. 1. A principle operating mechanism of Li-ion batteries

(a), Li-O2 batteries and Na-O2 batteries (c).

Fig. 2. Discharge profile of a Li-O2 battery (a) SEM images at the point marked in Fig. 2(a) ((b), (c), (d)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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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모양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Fig. 3은

상용화된 탄소 종이인 P50 (AvCarb®)을 양극, NaTf-

TEGDME를 전해질 그리고 소튬이 음극으로 구성된 셀

을 제작하여 실제 전류 200 µA를 인가한 방전된 그래

프를 보여주고 있다. 200 µA를 인가시 9시간 정도의

구동 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셀은 2.0 V에서 중단되었다.

소듐-공기 전지의 표준 방전 전위는 리튬-공기의 U0 =

2.96 V vs Li/Li+보다 0.63 V 정도 낮은 U0 = 2.33 V

vs Na/Na+이다11). 하지만 리튬-공기 전지에서와 마찬가

지로 소듐-공기 전지에서도 실제 방전 전압은 2.33 V

보다 0.2 V 정도 낮은 2.13 V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Fig. 3(a)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b), 3(c), 3(d)와

3(e)에서 보여주듯이 시간에 따른 방전 생성물도 리튬-

공기 전지에서 생성되는 모양과 큰 차이 없이 단계적으

로 적층되고 방전생성물 사이의 기공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방전전압이 2.0 V로 이르고 셀은 중단된다. 보고

된 문헌에 따르면 소듐-공기 전지에서 방전 율속이 낮

을 때 주로 작은 입자 형태의 생성물이 생기며 고율속

일 경우 cubic 형태의 입자가 생성된다고 한다13). 입자

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에테류 전해질에서의 리튬-공기

전지와 소듐-공기 전지의 방전 생성물의 결정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XRD 패턴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는 리튬-공기 전지 (Fig. 4(a))와 소듐-공기 전

지 (Fig. 4(b)) 각각의 방전 생성물에 관한 XRD 패턴

을 보여주고 있다. 본래 탄소 전극은 XRD 패턴 상에

서 sample holder peak (*)을 제외한 아무런 peak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공기

전지 시스템을 방전 후 방전 생성물에 관한 peak가 관

찰되었다. Fig. 4(a)는 상용화된 탄소 종이인 P50

(AvCarb®)을 양극, LiTf-TEGDME를 전해질 그리고 리

튬이 음극으로 구성된 셀을 제작하여 실제 전류

200 µA를 인가하여 15시간 동안 방전시킨 후 셀을 중

단하고 분해하여 탄소전극에 생성된 방전 생성물의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Li2O2의 주 peak인 35°에

서 넓은 peak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Li2O2와 관련

한 peak으로 간주된다. 다만 생성된 Li2O2가 비정질 형

태로 존재하여 확실한 peak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정질 형태의 방전 생성물인

Li2O2의 형성은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XRD로는 점검하기 힘든 비정질 형태는 XPS, FTIR

나 XAS 분석 등을 통하여 증명한 내용들이 보고된 바

있다14,15). Fig. 4(b)는 상용화된 탄소 종이인 P50

(AvCarb®)을 양극, NaTf-TEGDME를 전해질 그리고

소튬이 음극으로 구성된 셀을 제작하여 실제 전류

200 µA를 인가하여 2.0 V까지  방전시킨 후 셀을 중단

하고 분해하여 탄소전극에 생성된 방전 생성물의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리튬-공기 전지에서와는 조금은

달리 소듐-공기 전지에서는 방전 생성물인 NaO2가 결

정질로서 확실히 XRD 패턴에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Fig. 3. Discharge profile of a Na-O2 battery (a) SEM images at the point marked in Fig. 3(a) ((b), (c), (d)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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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Fig. 4(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peak인 32.5°,

47°과 58°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에테르류

전해질을 이용한 소듐-공기 전지의 방전 생성물은

NaO2가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상용화된 탄소 종이인 P50 (AvCarb®)을 양

극, Triflate-TEGDME를 전해질 그리고 리튬/소듐이 음

극으로 구성된 셀을 제작하여 전해질을 이용하여 제작

된 리튬-공기 전지와 소듐-공기 전지의 방전 생성물을

비교하였다. 에테르류 전해질인 TEGDME를 이용했을

때 리튬-공기전지의 방전 생성물은 Li2O2 그리고 소듐-

공기 전지는 NaO2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리튬-공기 전지의 구동 원리는 2Li++O2 ↔

Li2O2, 소듐-공기 전지는 Na++O2 ↔ NaO2으로 이상적

인 충방전 과정이라는 가정하에 가역적으로 일어날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

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극 소재나 전해질의 조합을 통

한 금속-공기 전지의 성능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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