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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용량화를 위해 high-Ni계 양극 활물질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Ni 함량

이 높아짐에 따라 고온 안정성이 감소하여 수명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iNi0.6Co0.2Mn0.2O2 (NCM622)의 합성공정 중에서 전구체인 전이금속 수산화물과 리튬염의 열처

리 과정에 알루미나 입자를 첨가함으로써 추가적인 표면처리 공정없이 활물질 특성을 개선시키고

자 하였다. 알루미나를 첨가하게 되면 고온 사이클 수명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나노크기의 알루

미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초기용량의 감소도 적고 수명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노 알

루미나를 함량별로 추가한 결과로 표면형상이 점차 변화함과 동시에 격자상수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어 표면코팅과 구조 내 치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STA (linear-

sweep thermmametry)를 사용하여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부반응이 감소하며 고온 안정

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이금속 대비 Al을 2.5 mol%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우

수한 고온 사이클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High Ni content layered oxide materials for the positive electrode in lithium-ion bat-

teries have high specific capacity. However, their poor electrochemical and thermal stabilit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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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ed temperature restrict the practical use. A small amount of Al2O3 was added to the mix-

ture of transition metal hydroxide and lithium hydroxide. The LiNi0.6Co0.2Mn0.2O2 was simul-

taneously doped and coated with Al2O3 during heat-treatment.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odified LiNi0.6Co0.2Mn0.2O2 were evaluated by the galvanostatic cycling and the LSTA(lin-

ear sweep thermmametry) at the constant voltage conditions. The nano-sized Al2O3 added mate-

rials show better cycle performance at elevated temperature than that of micro-sized Al2O3. As

the added amount of nano-Al2O3 increased, the thermal stability of electrode also enhanced,

but the use of 2.5 mol% Al showed the best high temperature performance.

Keywords : high-Ni content layered oxide, nano-Al2O3, high temperature performance, thermal sta-

bility, lithium-ion batteries

1. 서 론

지난 수십 년간,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IT 소형기기

의 전원으로 사용되어왔다.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다른

이차전지에 비해 작동 전압 및 에너지 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기기의 다양화와 복

합화에 따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수

송시스템 및 전력저장용 이차전지 등 응용분야가 확

대됨에 따라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사용영역과 필요성

이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 출력, 수명,

에너지 밀도,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리튬이온 이차

전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용량, 저가격화를 위한 양극

활물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특히 층상구

조 물질에서 Co 대신 Ni의 함량을 높인 high-Ni계

양극 활물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1-3)

그러나 층상구조 산화물들은 4.3 V 이상으로 충전

시 전이금속의 용출 및 리튬이온과 전이금속 이온의

자리바꿈 등에 의해 가역 용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Ni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감소

되며 이로 인하여 그 성능의 저하가 알려져 있다.4)

이러한 층상구조 물질의 고온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합성된 시료에 추가적인 표면코팅을 통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널리 진행되어 왔다.5,6) 또한,

Ni의 함량이 높아진 새로운 고용량 재료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표면처리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7-10) 이종원소의 치환 및 합성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성능을 개선하려는 시도

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전해액의 개선을 통해서도 이

러한 방법 들이 시도되어 왔다.3,11)

본 연구에서는 LiNi0.6Co0.2Mn0.2O2(NCM622)의 합성을

위해 공침법으로 준비된 전구체인 Ni0.6Co0.2Mn0.2(OH)2

와 리튬염인 LiOH·H2O과의 혼합과정에 Al2O3를 첨가

하고 함께 소성함으로써 표면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공

정이 없이 이종원소가 NCM622의 첨가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투입된 Al2O3의 경우에는 일부는 내부로

치환이 되고 일부는 표면에 남아서 치환과 코팅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온성능

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2. 실 험

2.1. 양극 활물질 합성

양극물질로 사용한 LiNi0.6Co0.2Mn0.2O2의 분말제조

를 위해 공침법으로 제조된 Ni0.6Co0.2Mn0.2(OH)2 전

구체(Ecopro 제공)와 Li 원료인 LiOH·H2O(대정)를 혼

합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 이종 금속원소의 첨가를

위하여 마이크로 크기의 Al2O3(Merck, 70~230

mesh)와 나노크기의 Al2O3(Aldrich, <50 nm)를 Al을

기준으로 5 mol% 추가하여 제조하였다. 이때 열처리

조건은 공기 중 850oC에서 2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으

며, 승온 및 냉각속도는 5oC/min 이었다. 또한 나노크

기 Al2O3가 각각 0.5, 1.0, 2.5 mol% 추가된 시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합성을 진행하였다. 합성

된 시료는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을 통하여

불순물 상의 생성 및 격자크기의 변화를 확인하였으

며,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mapping을 통하여 입자의 형상과 원소의 분포를 확인

하였다.

2.2. 전기화학적 성능평가실험

전극 제조 과정은 양극 활물질인 합성한

LiNi0.6Co0.2Mn0.2O2의 분말과 도전재인 carbon

black(Super P), 바인더인 PVdF(polyvinylidene

fluoride, KF1100)를 92 : 4 : 4의 무게비로 각각 칭

량하여 유발에서 잘 섞어주고, 용매인 NMP(N-methyl

pyrrolidinone)를 일정 비율로 넣어 thinky mixer에 넣

고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만들어진 슬러리를

집전체인 Al foil에 baker blade를 이용하여 코팅한

후에 120oC에서 약 15분간 건조시켰다. 이를 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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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사용하여 압착하고 직경 11 mm의 펀치를 사용

하여 절단한 후에 120oC에서 8시간 이상 진공건조하

여 전극을 제조하였으며, 사용된 모든 전극의 로딩은

8±1 mg/cm2으로 준비되었다.

전기화학 테스트를 위하여 2032 형태의 코인셀(coin

cell, Hoshen Co. Japan)을 이용하여 반쪽전지를 제작

하였다. 상대전극으로는 리튬 포일(Li foil)을 사용하

였다. 분리막은 polypropylene(PP)으로 제조된

Celgard사의 C2400을 사용하였으며, 전해액은 1M

LiPF6를 EC(ethylene carbonate)와 EMC(ethylmethyl

carbonate)를 3:7의 부피비로 혼합한 용매에 녹여서 구

성하였고, 여기에 2 질량% VC(vinylene carbonate)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전지의 모든 조립과정은 Ar으로

채워진 비활성 분위기의 Glove Box 내부에서 실시하

였다.

전지의 평가는 전지조립 후에 상온에서 10시간 안정

화 과정을 거친 후 원아테크 사의 충방전기(cycler)인

WBCS3000을 이용하여 상온 및 고온 사이클 수명을

평가하였다. 수명 평가는 25oC에서 0.2 C(34 mA/g)의

전류로 3 사이클을 진행하여 안정화 시킨 후에, 60oC

에서 0.5 C(85 mA/g) 전류로 3.0~4.3 V (vs. Li/Li+)

전압 범위에서 충방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라

부반응의 발생을 관측할 수 있는 LSTA (Linear

Sweep Thermammetry)를 측정하였다.12) 코인셀을 제

조 후에 25oC에서 0.2 C(34 mA/g)의 전류로 3 사이

클을 진행하고 4.3 V까지 충전한 상태에서 4.3 V의 정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30oC에서 24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충전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킨 후

에, 외부온도를 0.05oC/min의 매우 느린 주사속도로

온도를 천천히 높이면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여 고

온에서 발생하는 부반응의 양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Al2O3가 사용되지 않은 LiNi0.6Co0.2Mn0.2O2

시료(standard) 및 마이크로 크기의 알루미나를 Al 기

준으로 5 mol% 추가된 시료, 그리고 나노크기의 알루

미나를 동일한 양을 추가한 시료를 각각 동일한 조건

에서 합성하였고, 이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사용된 Al2O3의 사진을 동일한

배율상의 삽입그림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Fig. 1(b)를

보면 Al2O3의 크기가 1 내지 2 마이크로 미터의 판

상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Fig. 1(a)에

비하여 활물질의 일차입자 사이에 반응되지 않고 남

아있는 상들이 많이 관찰되어 비효율적으로 Al2O3가

덮이게 되어 일부가 불순물 처럼 별도로 위치하는 것

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Fig. 1(c)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나노크기 Al2O3의 경우에는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표면을 고르게 덮고

Fig. 1. FE-SEM images of LiNi0.6Co0.2Mn0.2O2 powder of

standard and 5.0%(Al mol-based) added samples (micro-

sized and nano-sized Al2O3); (a) standard, (b) micro-sized

Al2O3, and (c) nano-sized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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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Al2O3의 추가에 따른 고온수명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금속 산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활물질

인 standard 및 5 mol%의 Al2O3를 추가하여 합성된

활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지의 고온 사이클 성능

을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Al2O3를 사용하게

되면 고온수명이 개선됨을 알 수 있으며, 마이크로 크

기의 Al2O3보다는 나노크기의 Al2O3를 사용하는 경우

가 초기용량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 크기의 Al2O3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Al2O3가 편재화되어 위치하였기 때문에 부

분적으로 과도한 코팅을 이루어 저항을 증가시키며,

또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들이 표면에 분리되

어 위치함으로써 저항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용량의 발

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나노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고르게 덮어주면서 이러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Standard의 경우에

는 100번째 사이클에서 초기대비 74.8%의 용량을 유

지하고 있으나, 마이크로 Al2O3를 사용한 경우에는

86.5%, 나노크기의 Al2O3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7.5%

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어 Al2O3의 사용이 고온수명의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나노크기의 Al2O3를 사용하는 것이 초

기용량의 감소도 억제하고 동시에 고온수명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용량을 0.5, 1.0, 2.5,

5.0%로 다양하게 투입하여 이를 합성하였다. 이의 X

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특별한

불순물의 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큰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아서 주요 피크에 해당하는 (003) 피크부분을

확대하여 Fig. 3(b)에 나타내었다. 나노크기의 Al2O3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격자가 감소하게 되어 피크의 위

치가 점차 높은 각도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전이금속과 비교하여 이

온크기가 작은 Al3+ 양이온이 결정구조 내에 치환되어

격자상수의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층상구조 산

화물에 Al이 치환되는 경우에 격자상수 a는 감소하고

c는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으나, 표면에 코팅

과 동시에 소량이 치환되는 경우에는 격자상수 a와 c

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10,14) 또한 함량

에 따라 각각 0%, 1.0%, 2.5%, 그리고 5.0%의

Al2O3가 추가된 시료의 주사전자 현미경의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Al2O3의 함량의 증가

에 따라 표면에 새로운 층이 생성되고 있으며, 5.0%

까지 추가가 되면 표면을 완전히 덮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X선 회절분석과 전자현미경의 결

과를 바탕으로 나노크기 Al2O3의 추가는 치환되어 격

자상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

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Fig. 2. Cycle performance at elevated temperature (60oC)

of standard and 5.0%(Al mol-based) added samples

(micro-sized and nano-sized Al2O3).

Fig. 3. (a)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iNi0.6Co0.2Mn0.2O2 powder with varied contents (Al mol%) of nano-Al2O3

addition and (b) magnified profiles near the (003)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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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l 이온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2.5%

Al2O3가 추가된 시료에 대하여 EDS를 이용하여

mapping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Al이 다른 전이금속 이온과 마찬가지로

입자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크기의 Al2O3로 인한 전기화학적 특성의 변화

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기 2 사이클에서의 전압곡선을

비교하였다. Fig. 6(a)와 6(b)에 각각 Al2O3가 사용되

지 않은 standard와 나노크기 Al2O3가 추가되어(Al기

준 2.5 mol%) 합성한 시료의 상온에서의 초기 전압곡

선을 나타내었다. Al의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동

등한 전압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첫번째 사이클과

두번째 사이클의 방전곡선을 비교하여 보면 나노크기

Al2O3를 사용한 경우에 좀 더 정확히 일치하여 안정

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되게 한다.

또한 나노크기 Al2O3를 추가하여 합성한 시료들의

고온수명의 개선정도를 Al의 함량에 따라 비교하기 위

하여 각각의 고온 사이클 수명에 대한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나노크기 Al2O3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초기용량을 조금씩 감소하지만, 고온수명

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Al2O3의 추

가량이 2.5%에서 가장 우수하며 5.0%에서 오히려 개

선되는 정도가 조금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원인은 Al2O3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어

Fig. 4(d)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표면을 잘 둘러

쌓게 되어 열적 안정성에는 기여하게 되지만 저항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크기 Al2O3가 2.5%와 5.0% 사용된 경

Fig. 4. FE-SEM images of LiNi0.6Co0.2Mn0.2O2 powder with varied contents (Al mol%) of nano-Al2O3 addition; (a) 0.0

mol%, (b) 1.0 mol%, (c) 2.5 mol% and (d) 5.0 mol%. 

Fig. 5. EDS elemental maps of nano-Al2O3 added

LiNi0.6Co0.2Mn0.2O2 powder(2.5 mol%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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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열적 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LSTA를 측

정하여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부터

4.3 V의 정전압 조건에서 천천히 온도를 70oC까지 분

당 0.005oC씩 매우 천천히 증가시키며 부반응으로 인

한 전류를 측정하여 도시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나노

크기 Al2O3가 첨가된 경우에서 전류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l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극

활물질에서의 부반응을 막아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합성과정 중에 투입된

Al2O3의 추가에 따라 활물질의 표면을 코팅하며 동시

에 치환되어 구조를 안정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작용

하며 이를 통하여 추가량의 증가에 따라 열적 안정성

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 함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

면 전기화학적 성능은 오히려 감소하는 특성을 지니

고 있었다.

4. 결 론

고용량 양극 활물질인 LiNi0.6Co0.2Mn0.2O2의 고온수

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침법으로 얻어진 전구체와 리

튬염의 혼합과정 중에 크기가 나노크기 Al2O3를 함량

별로 투입하여 합성하였으며, 고온수명을 비교하였다.

합성공정 중에 Al2O3를 투입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적인 표면처리 공정이 불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l2O3는 격자 내에 치환되어 구조를 안정시키는 효과

와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하여 열적 안정성을 높여서

고온수명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크기의 Al2O3의 사용이나 나노크기의

Al2O3의 사용하는 경우에나 모두 열적 안정성을 높이

며 수명이 향상되었으나, 나노크기의 Al2O3를 사용하

는 경우가 초기용량의 감소정도가 작게 나타났으며,

Al 기준으로 2.5 mol%를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우수

한 고온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Fig. 6. Voltage profiles at 1st and 2nd cycle at ambient

temperature (25oC) of (a) standard and (b) nano-Al2O3

addition (2.5 mol% Al). 

Fig. 7. Cycle performance at elevated temperature (60oC)

with varied contents (Al mol%) of nano-Al2O3 addition.

Fig. 8. LSTA(linear sweep thermmametry) profiles at 4.3

V(vs. Li/Li+) constant voltage with temperature sweep

(0.005oC/min) of standard, 2.5 mol% Al added, and 5.0

mol% Al add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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