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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휴대폰, 노트북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리튬이차전지 시장이 전기차

(EVs), 전력저장시스템(ESS) 등과 같은 대용량 전지 시장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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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금 더 작고 가벼운 전지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

고 있다[1-4]. 리튬과잉산화물(Li1+xM1-xO2, M = Mn, Co, Ni 등)은 250 

mA h g-1 이상의 높은 비용량을 갖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양극 활물

질이다[5-8]. 따라서 본 소재의 상용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지만, 몇 개의 중요한 한계점들 때문에 리튬과잉산화

물은 그 사용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리튬과잉산화물의 

한계는 극심한 전해액과의 부반응, 낮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 그리고 

충방전 과정 중의 방전 전압 강하 특성으로 대표된다[9,10].

이러한 리튬과잉산화물의 문제점들은 소재의 고유한 구조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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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리튬이차전지 양극 소재의 다양한 열화 메커니즘들이 밝혀지면서 이것을 제어하여 새로운 전기화학적 특성을 구현
하고 기존 소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리튬과잉산화물은 250 mA h g-1 
이상의 고 용량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양극 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나, 충방전 과정 중에 소재 특유의 원자 구조 열화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0.4Li2MnO3_0.6LiNi1/3Co1/3Mn1/3O2 리튬과잉소재의 충방전 과정 중에서 겪는 원자 
구조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소재의 열화 과정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자 단위의 분해능을 갖는 전자투과현미경을 활용하여 충방전 중 원자 구조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 변화
가 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충전 과정 중에 발생한 다량의 리튬 빈자리로 
인해 구조 불안정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전이 금속이 리튬 빈 자리로 이동하면서 구조 열화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 변이는 리튬과잉소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방전 전압 강하 특성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degradation mechanisms of lithium secondary battery cathode materials have been revealed. As a result, 
many studies on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cathode materials and realizing new electrochemical properties by controlling 
the degradation mechanism have been reported. Li-rich layered oxide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cathode materials due 
to its high reversible capacity. However, the utilization of Li-rich layered oxide has been restricted, because it undergoes a 
unique atomic structure change during the cycle, in turn resulting in unwanted electrochemical degradations. To understand 
an atomic structure deterioration mechanism and suggest a research direction of Li-rich layered oxide, we deeply evaluated 
the atomic structure of 0.4Li2MnO3_0.6LiNi1/3Co1/3Mn1/3O2 Li-rich layered oxide during electrochemical cycles, by using an 
atomic-resolution analysis tool. During a charge process, Li-rich materials undergo a cation migration of transition metal ions 
from transition metal slab to lithium slab due to the structural instability from lithium vacancies. As a result, the partial struc-
tural degradation leads to discharge voltage drop, which is the biggest drawback of Li-ri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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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ystal structures of (a) LiMO2 (M = transition metals) and 
(b) Li2MnO3 phase of Li-rich oxide along [2 1 1]cubic direction.

서부터 시작된다. 리튬과잉산화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layered 구조

(LiMO2, , M = 전이금속)와 특유의 리튬과잉상(Li2MnO3, C2/m)이 

나노도메인으로 구분된다(Figure 1). 따라서 두 이질적인 상은 각기 

다른 전기화학 특징을 가지며, 특히 Li2MnO3 상은 독특한 반응 메커

니즘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반응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Li2MnO3 활성

화 과정이라고 명명한다. 리튬 환원전위 대비 4.6 V 이상의 충전을 통

해서 Li2MnO3 상에서 리튬이 탈리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Li2MnO3 상

은 전기화학적 반응성을 가지게 되며 리튬과잉산화물의 고용량 특성

이 발휘된다[11].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리튬과잉산화물의 문제점 또

한 이 Li2MnO3 상 활성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다[5,12].

Li2MnO3 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4.6 V 이상의 고전압 충전전

압은 전해액 분해를 동반하며 이로 인해 양극 활물질과 전해액 계면

에 원치 않는 고저항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층을 형성함과 동

시에 전해액 분해 과정 중에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켜 파우치 셀의 팽

창과 폭발을 야기한다[13,14].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이 활성화를 위해 리튬과잉소재는 입자크기가 나노 단위로 작아져야 

하며,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충

전전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부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재

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입자크기를 키우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리튬과잉산화물은 높은 에너지 밀

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9]. 마지막으로, Li2MnO3 

상 활성화에 의한 리튬과잉산화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재의 구조변

화에 의한 전압 강하 특성이다. 충전 과정 중, 다량의 리튬이온이 양

극 소재에서 탈리됨에 따라, 소재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이를 

줄이기 위해 부분적인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구조가 열화 

될수록 리튬이 삽입될 때의 활성전위가 달라지며, 그 결과 방전 평균 

전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에너지 감소와 전지의 열화를 발생시킨

다[8,15].

따라서 본 소재의 열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의 열화 메커니즘의 원인과 열화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열화 메커니즘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리튬과잉산화물의 충방전 과정 중에 겪는 구조 열화 과정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소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그 열화 원인을 소재

의 원자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리튬과잉소재의 구

조적 특성과 전기화학적 가역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함께 양극 

소재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    험

0.4Li2MnO3_0.6LiNi1/3Co1/3Mn1/3O2 합성: Ni0.2Co0.2Mn0.6(OH)2, NiSO4

⋅ 6H2O, MnSO4⋅5H2O 그리고 CoSO4⋅7H2O를 Ni : Co : Mn = 2 

: 2 : 6 몰 비로 전체 농도가 2.0 M이 되도록 증류수에 정량을 넣고 

혼합하였다. 혼합물은 N2 가스 분위기 하에서 연속 교반 탱크형 반응

기(CSTR)에 넣고, 4.0 M의 NaOH와 15.3 M의 NH4OH의 적당 양 첨

가하여 반응기의 pH를 10.5로 조절하였다. 총 공급 속도는 50 ℃로 유

지된 CSTR (연속 교반 탱크형 반응기)에서 8 h의 평균 체류 기간을 가

지도록 조절하였다. 그 후 공침된 입자를 120 ℃에서 24 h 동안 건조

하여 [Ni0.2Co0.2Mn0.6](OH)2 전구체를 얻었다. 제조된 전구체는 LiOH

⋅H2O와 1 : 1.442의 몰 비율로 혼합하였고, 450 ℃에서 5 h 동안 예

열하고 900 ℃에서 15 h 동안 산화시켜 0.4Li2MnO3_0.6LiNi1/3Co1/3Mn1/3O2

를 얻었다.

2.1. 재료 분석

0.4Li2MnO3_0.6LiNi1/3Co1/3Mn1/3O2 소재의 원자 구조 분석을 위해서 

전자 투과 현미경(JEM-2100F, JEOL)을 사용하였다.

2.2. 전기화학 시험

리튬 하프-셀의 전기화학적 성능은 음극으로 리튬 메탈을 사용한 

코인형(2032 R)으로 시험하였다. 하프-셀을 위한 전해액은 1.15 M의 

LiPF6 (EC/DEC/DMC, 3/3/4 vol%) (Panatech., Korea) 용액이었다. 양

극 전극은 4.0~4.2 mg cm-2의 활물질 loading level와 함께 8 : 1 : 1의 

중량 비로 Super P carbon black과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바

인더(Solef 6020)가 구성되었다. 첫 사이클은 4.8~2.0 V 0.1C-rate (1C 

= 200 mA g-1)으로 측정하였고 수명 평가는 4.6~2.0 V 1C-rate로 평

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2(a)는 0.4Li2MnO3_0.6LiNi1/3Mn1/3Co1/3O2의 formation volt-

age profile을 나타낸다. 리튬과잉산화물은 일반 layered계 산화물과는 

달리 Li2MnO3 상의 전기화학적 활성화를 위해서 리튬 환원전위 대비 

4.6 V 이상의 고전압 충전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거쳐 리튬과잉

산화물은 250 mA h g-1 이상의 높은 방전용량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활성화 과정 속에서 리튬과잉산화물은 독특한 원자 구조 

재정립 과정을 거치며, 이후의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1번째 사이클과 

다른 전기화학적 반응성을 보이게 된다. Figure 2(b)는 리튬과잉산화

물의 1번째 사이클에서 40번째 사이클 동안의 voltage과 normalized 

충전 capacity 간 변화를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for-

mation 사이클과는 다른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충전 그래프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번째 사이클에서 40번째 사이클까지 

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번째까지의 voltage profile

의 변화는 소재의 전기화학적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수회의 사이클을 

거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진적 활성화 과정은 충전

전압 상향이나, 고온 formation 등으로 그 활성화 시간과 과정을 단축

할 수 있다[16].



99리튬이차전지용 리튬과잉계 양극 산화물의 충방전 과정 중 원자 구조 열화 과정과 전기화학 특성에 대한 분석

Appl. Chem. Eng., Vol. 31, No. 1, 2020

Figure 2. (a) Voltage profile of 0.4Li2MnO3_0.6LiNi1/3Mn1/3Co1/3O2

sample at 1st cycle. (b) Charge and (c) discharge voltage profile changes
during 40 cycles. (d) Plot of discharge capacity during 40 cycles.

해당 소재의 구조적 열화에 대한 고찰은 방전 profile의 변화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해당 소재의 열화 메

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Figure 2(c)를 보면 수명 평가 

과정 중에 리튬과잉산화물의 방전 profile이 과전압이 증가하는 방향

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layered 소

재의 수명 및 구조 열화 특성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

한 독특한 소재 열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리튬과잉산화물 원자 구

조 특성 및 그 열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충전 과정 중 리튬과잉산화물에서 많은 양의 리튬이 소재로부터 탈

리되어 음극으로 이동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0.4Li2MnO3_0.6LiNi1/3- 

Mn1/3Co1/3O2 소재는 첫 번째 formation 과정 중에 1.03 몰의 리튬이온

이 탈리되었다[Figure 2(a)]. 일반적으로 모든 리튬이온전지 양극 소재

의 구조적 안정성은 해당 소재에서 탈리되는 리튬의 양에 반비례하므

로, 리튬과잉산화물은 다른 어떠한 양극 소재 보다 큰 구조적 불안정

성이 예상되며 소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 혹은 부분적 구조 

변이가 발생할 것이다. Figure 3은 리튬과잉산화물 소재의 수명 평가 

후 원자 구조를 나타내는 전자투과현미경(TEM) 분석 결과이다. 소재

를 표면에서 내부 방향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명평가 후 리튬과

잉산화물의 구조[Figure 3(b)]가 전기화학 평가 전[Figure 3(a)]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재 표면에는 Figure 3(c)와 같은 NiO 

rock-salt 구조가, 입자 안쪽 방향에는 Figure 3(d)와 같은 layered 구조

와 NiO rock-salt 구조의 중간적 상이, 그리고 더 안쪽에는 충방전 전

의 layered 상과 같은 원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사이클 후 layered 구조의 분포가 더욱 감소하였고, 중

간 상와 NiO rock-salt 구조의 분포는 증가하였다. 특히, 벌크 방향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중간 상에서 NiO rock-salt 구조로 원자 구조가 변화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리튬과잉산화물

의 원자 구조는 layered 상에서 중간 상 그리고 NiO rock-salt 상으로 변

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소재의 표면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거나 시작된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간상에 대한 정의와 그 발생 원인에 대

해 본 연구자와는 다른 의견을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 중간

상을 spinel 상으로 정의하며 이를 TEM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증명하

Figure 3. STEM images of (a) pristine sample and (b) sample after 
40 cycles. (c) and (d) indicates fourier filtered images of region A and 
B in (b), respectively. (e) and (e) indicates fourier-transformed images 
of (c) and (d), respectively. SEM images of pristine 0.4Li2MnO3_- 
0.6LiNi1/3Mn1/3Co1/3O2 (h) and (i).

였다[5,14,17-19]. 여기서 spinel 상은 현재 양극 소재로 연구되고 있는 

spinel 구조를 의미하며, 리튬과잉산화물의 열화과정 중 그 중간상을 

spinel상의 열역학적 안정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

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소재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분석 자료

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spinel 상으로 증명해온 분

석 자료는 국소영역의 회절패턴(DP) 또는 spinel [001] 방향의 TEM 

이미지 또는 STEM 이미지이다[14,18,19]. 하지만, DP의 경우는 spinel 

상과 layered, NiO rock-salt 구조 간 상들을 명확히 분석하기에 좋은 

툴은 아니다. 리튬과잉상의 원자 구조는 Figure 3과 같이 하나의 입자 

안에 나노 크기의 결정으로 원자 구조가 나뉘므로 산소가 FCC 틀을 

갖추고 있는 layered, spinel, NiO rock-salt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긴 어

렵다. 또한 spinel [001] 방향의 TEM/STEM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분석은 실제로 layered, spinel, NiO rock-salt 구

조 모두 동일한 TEM 이미지를 가지므로 해당 zone-direction을 보는 

분석은 배제되어야 한다(Figure 4).

Layered, spinel, NiO rock-salt 구조의 원자 구조의 구분을 위해선 

cubic [110] 또는 cubic [210] 방향의 분석이 용이하다(Figures 5, 6). 이 

방향에서는 세 구조의 고유한 원자 구조들이 보이며, 이 방향에서 DP 

분석보다는 STEM 분석을 통한 미세 영역의 원자 구조적 특징을 분석

하는 것이 추천된다. Figure 5는 cubic [110] 방향에서 layered, spinel, 

NiO rock-salt 구조의 원자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layered 소재의 

원자 구조를 보면 cubic [111] 방향(rhombohedral [001])으로 전이금속

-산소-리튬-산소-전이금속의 순으로 산소와 전이금속이온, 리튬이온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자 구조의 적층 형태

가 layered 구조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구조와 spinel, NiO rock-salt 

구조를 비교한다면, 먼저 리튬 층의 구조적 차이점에 주목할 수 있다. 

Layered 구조는 리튬 층에 리튬이온만 존재하는 것과 달리, spinel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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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ystal structures of (a) LiMO2 (M = transition metals), (b) 
Li2MnO3 and (c) spinel (LiMn2O4) phase of Li-rich oxide along [1 1 
0]cubic direction.

Figure 6. Crystal structures of (a) LiMO2 (M = transition metals), (b) 
Li2MnO3 and (c) spinel (LiMn2O4) phase of Li-rich oxide along [1 1 
2]cubic direction.

조와 NiO rock-salt 구조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전이금속이 리튬 

층을 차지하게 된다. Spinel 구조는 cubic [110] 방향에서 볼 때는 리

튬 층에 두 개의 리튬 자리 중 하나를 전이금속이 차지하는 것과 같은 

원자 구조적 형상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닌 1/2개의 전

이금속 원자가 리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NiO rock-salt 구조

는 리튬 층의 리튬 자리를 전이금속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며 TEM 이

미지에서 밝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전이금속 전자의 위치정보로 인해 

세 구조는 각자 다른 TEM 결과를 보인다.

대부분의 이전 연구는 리튬과잉산화물의 열화 과정을 layered에서 

spinel 상을 거쳐 NiO rock-salt 구조로의 변이라 정의하며, 열화의 과

정을 이야기한다. 또한, 리튬과잉소재의 전압강하 특성을 spinel 구조 

생성에 의한 리튬 대비 3.0 V 이하에서의 LiMn2O4 상에서 Li2Mn2O4

로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layered 소

재에서 spinel 소재로의 구조 변화는 실제로 상당한 구조 변이를 의미

하며 해당 과정의 구조 변화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

한다. 그 이유는, layered 소재와 spinel 소재는 단순한 TEM 결과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구조적 차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Layered 소재는 산

소가 FCC로 적층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형성되는 interstitial site 중, 

octahedral site에 산소와 전이금속이 [001] rhom 방향으로 번갈아 가

며 적층 되어 있지만, spinel 구조는 전이금속이 octahedral site의 반만 

채워져 있으며 리튬은 octahedral site가 아닌 tetrahedral site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layered 구조에서 spinel 구조로의 구조 변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후 다시 NiO rock salt 구조로의 

변이 또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리튬과잉소재의 구조 변화를 layered 구조에서 NiO 

rock-salt 구조로의 변이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Ni계 layered 소재의 cation mixing이라는 구조 열화 메커

니즘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인 layered 구조를 갖는 Ni계 layered 소

재는 충전 후 리튬 탈리에 의해 리튬 층에 리튬이온 동공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양극 소재의 열역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이를 해소하

기 위해서 전이금속 층의 Ni이온은 리튬이온과의 이온반경 유사성에 

의해 리튬 층으로 전이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소재의 표면에

서 시작되어 내부 방향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소적인 원자 

구조 변화를 cation mixing, cation disordering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

하게 리튬과잉소재는 충전 후, 대량의 리튬 동공이 발생되는데, 이때

의 리튬 동공은 리튬 층에서만 발생하는 일반 layered 소재와는 달리, 

리튬 층과 전이금속 층에서 동시에 발생되며, 이로 인해 layered 소재

보다 많은 리튬 동공과 큰 열역학적 불안정성이 야기된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소재는 원자 구조의 재배열

이 발생하며 그것은 전이금속층과 리튬 층이 구분되어 유지되지 못하

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리튬과잉소재의 전

Figure 4. Crystal structures of (a) LiMO2 (M = transition metals), (b) Li2MnO3 and (c) spinel (LiMn2O4) phase of Li-rich oxide along [1 0 0]cubic

direction.



101리튬이차전지용 리튬과잉계 양극 산화물의 충방전 과정 중 원자 구조 열화 과정과 전기화학 특성에 대한 분석

Appl. Chem. Eng., Vol. 31, No. 1, 2020

압강하 특성과 원자 구조 분석에서 발견한 중간 상의 원인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Figure 3(b)에서의 구조 열화의 중간 상

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간 상의 원자 구조를 자세히 

보면, spinel 상과 매우 유사하게 전이금속층은 전이금속으로 가득 채

워져 있으며 리튬 층은 두 개의 리튬 자리마다 하나의 전이금속이 차

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layered 구조에서 NiO 

rock-salt 구조로의 구조 변이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구조 변이를 위해선 전이금속 층의 전이금속들이 리튬 자리로 이동하

기 시작할 것이며, Figure 7과 같이 전이금속이온이 리튬 자리로 이동

을 하게 될 것이다. 이후 두 번째 전이금속이온의 이동은 전이금속이

온의 양전하에 의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첫 번째 전이금속이온의 

바로 옆에 이웃하기보단 그 옆의 자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

으로 cation mixing 초기는 Figure 3과 같은 layered와 NiO rock-salt의 

중간 상태로 나타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layered와 

NiO rock-salt의 중간상을 spinel-like 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spinel-like 상은 spinel 상과 비슷한 전기화학적 반응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spinel 상과 비슷하게 3.0 V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성을 보이고, 충

방전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상의 소재 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리튬과잉소재는 먼저 전압 강하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상인 NiO rock-salt로 구조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압강하 특성은 소재의 방전 용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4. 결    론

리튬과잉산화물 리튬이온전지 양극 산화물은 충방전 과정 중에 발

생하는 전압강하 특성과 낮은 수명 특성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제한되

어 왔다. 본 연구는 리튬과잉산화물의 Li2MnO3 상의 활성화 과정 중 

발생하는 많은 양의 리튬 이온 동공으로 인해 소재의 구조 열화가 발

생한다는 것을 밝혔다. 리튬 환원전위 대비 4.6 V 이상의 높은 충전 

과정 이후 발생한 대량의 리튬 동공으로 인해 소재의 구조적 불안정

성이 발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전이금속의 재정렬이 일어나며, 그 

방향은 layered 구조의 전이금속 층에서 리튬 층으로의 이동이 주가 

된다. 이는 cation mixing이라는 Ni계 layered 소재의 열화 메커니즘과 

동일하였다. 결과적으로 리튬과잉산화물은 충방전 과정 중에, 국소적 

원자 구조 전이를 겪으며 원자 구조는 layered 구조에서 NiO rock-salt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전이금속 층의 전이금속 이온이 리튬 층의 리

튬 이온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초기 사이클에서는 리튬 층에 전이금

속 이온이 나란하게 채워지기보다 양이온 간의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

해 두 개의 리튬 자리당 한 개의 전이금속 이온이 자리하게 되며, 이 

상은 spinel 구조와 비슷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리튬과잉산화물은 3.0 V 이하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리튬과잉산화물의 전압강하 특성의 이유이다. 이러한 전압강

하 특성은 결국 전기화학적 비활성상인 NiO rock-salt로 전이되는 중

간단계인 spinel-like 상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소재의 용량 열화로 이

어진다[Figure 2(d)].

이러한 소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전기화학적 열화 특성을 소재의 

원자 구조 특성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연구는 앞으로의 리튬이차전지 

양극 소재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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