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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arent olivine LiNiPO4 thin films on sapphire substrates were fabricated by radio frequency (RF) magnetron sputtering. The X-

ray diffraction patterns show these thin films have the phase of LiNiPO4 with an ordered olivine structure indexed to the orthorhombic

Pmna space group. LiNiPO4 thin films deposited on sapphire substrates exhibit transmittance of about 83 %. It was confirmed that the

LiNiPO4 thin film exhibits a high potential of 5 V-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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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투명한 전자장치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에 따라 전력공급장치 또한 높은 투과율을 갖는 특성이 요구되

고 있다[1-3]. 하지만, 투명한 전력저장장치에 대한 보고는 스탠

퍼드대학의 연구그룹에서 개발한 투명 이차전지에 대한 보고가

유일하며[4], 그 또한 사람 눈의 분해능 이하인 미세선폭을 이

용한 그물망구조의 이차전지로 모든 전지 구성요소가 투명한 리

튬 이차전지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 

리튬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집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명한 리튬 이차전지를 얻기 위해서는 양극

재의 투과도가 확보 되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투과율

을 갖는 소재를 얻기 위해서는 탄소 나노 튜브 및 그래핀에서

와 같이 광학 흡수길이보다 얇은 두께로 제작하는 것으로, 박막

으로 리튬 이차전지를 제작하면 높은 투과율을 가질 수 있다.

박막 재료가 높은 투과율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밴드 갭

에너지로써, 올리빈계 구조 양극재는 3.6 eV 이상의 높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갖는다[5]. 따라서 올리빈 계 구조의 양극재는 투

명 박막 리튬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양극재 후보 중

하나이다. 올리빈계 LiMPO4 (M=Fe, Mn, Ni, Co 등)는 우수한

구조적 안정성 및 열적 안정성, 무독성, 낮은 가격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 중에서 LiFePO4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 전도

도 및 안정성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상

대적으로 낮은 전위(~3.4 V)로 인한 낮은 에너지 밀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낮은 전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LiFePO4에서 Fe를 상대적으로 산화 환원 전위가 높

은 Mn(~4.1 V)으로 치환된 LiFe1-xMnxPO4 와 같은 조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9]. 하지만, 리튬이 아닌 음극재를 사용

할 경우 여전히 낮은 전위차로 인한 낮은 에너지 밀도의 문제

는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 박막 리튬 이차전지의 양극재로 사용하

기 위해 올리빈계 구조를 갖는 LiNiPO4를 실험하였다. LiNiPO4

는 높은 전위(~5.0 V)를 갖고 있으며[10], Fig. 1에 나타낸 것

과 같이 다른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밴드 갭 에너지(4 eV)를 갖고있다[5]. 따라서, RF마그네트

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LiNiPO4박막을 증착하여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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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LiNiPO4 박막의 제작

LiNiPO4박막을 성막하기 위하여 순도 99.9% 이상의 4인치 타

겟 LiNiPO4(LTS, USA)을 사용하였고, 기판으로는 c-plane 사파

이어를 사용하였다. 전술한 LiNiPO4타겟을 RF마그네트론 스퍼터

에 장착하고, 아세톤과 에탄올에 이어 증류수로 세정한 후 고압

질소 가스를 사용하여 건조한 사파이어 기판에 상온 증착하였다.

증착 전 챔버의 진공도는 6 × 10-6mTorr 이하로 제어하였고, 증

착 시 압력은 5 mTorr를 유지하였다. 증착 시 출력은 예비 실험

을 통하여 도출된 2 W/cm2 로 고정하였으며, 분위기는 Ar과 O2

의 비율을 바꿔가며 증착하였다. 증착 후 박막의 결정화를 위하

여 대기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열처리 온도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500~800
o
C의 다양한 온도에서 진행하였다. 

2.2 LiNiPO4 박막의 특성평가

LiNiPO4박막의 결정상 분석은 X-ray diffractometer (D/max

2200, Rigaku, Japan, Cu Kα, 40 kV/200 mA)를 이용하였으며,

박막의 표면 미세구조를 보기 위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Inspect

F50, FEI, USA)을 이용하였다. 또한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Lambda18, Perkin Elmer, USA)

를 사용하여 200~900 nm 파장범위에서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전술된 물리적 특성평가결과 최적 조건에서 성막된 LiNiPO4박

막의 faradic 반응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의 가역성 및 작동전압

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으로 전

기화학분석을 진행하였다. 충/방전기기(WBC3000, WonA tech,

Korea)로 전압영역은 3.0~6.0 V, 주사속도는 0.1 mV/s로 측정하

였다. 전해질은 1M LiPF6/ethylene carbonate-diethylene carbonate

(EC-DEC) 액체전해질을 사용하였으며, 상대전극으로는 Li 금속

포일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사파이어 기판 상에 RF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

로 증착된 LiNiPO4 박막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00oC, 600oC,

700oC 와 800oC로 3시간동안 대기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박막을

X선 회절 분석 하였으며,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500oC

에서 열처리 한 박막의 경우 결정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0oC에서 열처리 한 박막의 경우 결정

화 온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Li3PO4상이 발견 되었으며, 800oC

에서 열처리를 한 박막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단일상이던 LiNiPO4

가 Li2Ni3(P2O7)2상과 Li3PO4상으로 분해되어 이차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1-12]. 700
o
C에서 열처리 한 박막은

LiNiPO4의 결정상(JCPDS No. 81-1528)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

아 단일상으로 잘 결정화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정화 온도는

Fig. 1. Bandgap energy of cathode material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LiNiPO4 thin film deposited on

sapphire; (a) post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 and (b)

deposited in variou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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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oC로 고정하였다. 증착시 분위기의 최적조건을 알아보기 위

하여 Ar과 O2의 유량의 비율을 Ar 100%에서 70%까지 바꿔가

며 증착하였으며, 최적 온도로 확인된 700
o
C에서 열처리 후 X

선 회절 분석을 하였다.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과 O2

의 유량의 비율이 20% 이하 일 때는 이차 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30%에서 증착한 박막이 단일상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에서는 온도에 따른 LiNiPO4 박막의 표면 미세구조 사

진을 나타내었다. 500oC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경우 XRD 결과

와 마찬가지로 결정화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정립

계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600oC와 700oC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경우 결정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도가 올라감

에 따라 결정립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800oC에서 열

처리한 박막은 더욱 결정립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

계에서 수십 나노의 새로운 결정상이 생성된 것으로 보아, 앞서

확인한 XRD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차 상이 생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얻어진 LiNiPO4 박막의 투과율을 측

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투과율은 200 nm~900 nm 파장범

위에서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로 측정하였으며, 기판을 포함한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모든 박막은 400 nm의 두께로 동일한 두

께로 증착하여 측정을 하였다. 투과율은 가시광선 영역의 중심

파장인 550 nm 에서 측정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500oC에서 열

처리한 박막의 경우 58.7%의 투과율로 가장 낮은 값으로 측정

되었으며, 이는 결정화가 되지 않은 비정질의 박막으로 다른 열

처리온도에서 결정화된 박막과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었

다. 이차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800oC에서 열처리한 박막이

75.0%로 두번째로 낮은 투과율을 나타냈으며, 600oC에서 열처

리한 박막은 81.1%의 투과율을 보였다. 이는 이차상에 따른 영

향으로 미세구조 및 박막 표면 막질의 변화로 단일상을 갖는

700
o
C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투과율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XRD와 SEM을 통하여 가장 최적화된 단일 상의 박막 특성

을 보인 700oC에서 열처리한 박막은 83.0 %의 투과율을 나타

내었다. 그래프 안에 나타낸 사진은 사파이어 기판 상에 LiNiPO4

박막을 성막한 후 찍은 사진으로써 투명 박막 리튬 이차전지의

양극재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투과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최적 조건을 통해 얻은 LiNiPO4 박막의 faradic

반응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가역성 및 작동 전압을 알아보기

위해 3.0~6.0 V의 영역에서 순환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700 oC에서 열처리하여 준비된 LiNiPO4 박막을 이

용하여 액체전해질내에서 측정한 결과 5.3 V 영역에서 산화 반

응은 관찰 되었지만, 환원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올리

빈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산소 이온과 인이온의 공유결합으로

인한 폴라론 전도의 영향으로 전자, 이온의 전도도가 매우 낮기

Fig. 3. SEM image of the surface for the LiNiPO4 thin films post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 (a) 500oC, (b) 600oC, (c)

700
o
C, and (d) 800

o
C.

Fig. 4. Transmittance of LiNiPO4 thin films on the sapphire sub-

strate.

Fig. 5. Cyclic voltammogram of LiNiPO4 thin film post annealed at

7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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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13].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자 크기의 나노화, 전도성 소

재를 이용한 입자 코팅, 전이금속의 치환과 나노시트 형태로 박

리하여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14-17]. 따

라서 높은 투과율을 갖는 LiNiPO4박막을 이용하여 우수한 특성

을 갖는 투명 박막 리튬이차전지의 제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NiPO4 박막을 투명 박막 리튬 이차전지로

적용하고자 투과율에 대한 실험 및 전기화학적 특성분석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제작한

LiNiPO4 박막은 XRD 분석 결과 700oC로 열처리한 박막에서

단일상의 올리빈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어떠한 이차 상도 발견

할 수 없었다. 또한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표면 미세구

조를 통해 800
o
C에서 열처리를 한 경우 결정립계에서 이차 상

들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iNiPO4 박막의 열처

리 조건은 700oC가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일 상을

갖는 LiNiPO4 박막의 투과율은 400 nm 두께에서 기판을 포함

하여 83.0%의 우수한 투과율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순

환전압전류법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확인한 결과 기존 리튬 이

차전지 양극재들보다 높은 5 V 이상의 작동 전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구조 내에 강한 공유결합으로 인한

폴라론 전도의 영향으로 낮은 이온전도도를 갖기 때문에 환원

반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높은 투과율

을 갖는 LiNiPO4 박막을 투명 박막 리튬이차전지의 양극재로

적용하기 위해 차후에 전이금속을 치환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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