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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 이차 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음극 활물질 표면 처리 재료로

Al2O3와 nano-Li4Ti5O12등이 사용된다. 표면 처리된 음극 활물질의 형상과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으로 관찰하였으며, 전기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충방전기 및 가속 율

열량계(Accelerating Rate Calorimeter, ARC)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금속 산화물에 따른 초기

효율 및 초기 용량은 82.5%와 350 mAh/g로 동일하지만, 충방전 율속에 따른 특성 및 수명, 그리고

열적 안전성은 nano-Li4Ti5O12로 음극 활물질을 표면 처리 한 활물질이 더 우수하였다.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report the effect of surface treatment on graphite and its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Al2O3 and nano-Li4Ti5O12. The structure and property of surface treatment

on graphite were deter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electrochemical property and safety were determined by charge/discharge cycler, accelerating

rate calorimeter. The composite with different metallic oxide exhibited the first efficiency of

82.5% and specific capacity of 350 mAh/g. Although the composite showed same efficiency and

specific capacity at first cycle, surface treatment on graphite by nano-Li4Ti5O12 exhibited a

higher charge/discharge rate, cycle life and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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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간 수많은 탄소물질은 리튬이차 전지의 음극

활물질로 검토되어왔다. 다른 음극 후보군들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탄소 물질이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이유는 리튬이온이 탄소물질로 삽입과 탈리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극 활물질 탄소물

질은 4종으로 천연흑연, 합성흑연, 난 흑연화 탄소 그

리고 메조페이스계 로 나뉜다.1-7) 그 중 천연흑연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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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충방전 사이

클이 반복되면서 급격하게 충방전 효율 및 충방전 용

량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메조상계 흑연은 구형의

입자 형태를 가지며, 높은 충진 밀도가 가능하므로 전지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극판 성형에

있어 우수하다. 하지만, 가역 용량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난흑연화성 탄소는 우수한 안전성과 대

용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흑연질

탄소에 비해 작고, 미세기공을 가지고 있어 밀도가 낮고,

분쇄과정을 거치는 동안 입자의 형상과 크기가 일정치

않게 되어 충진 밀도가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전지에 널리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 들어 음극 활물질

표면 개질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Kim은8) 초기 비가역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Zn과 Al을

표면 코팅 물질로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Kawabata9)와 Lee10)등은 Al2O3를 통하여 음극 활물질

표면을 친수성 작용 그룹을 통한 표면 부반응 억제를

통한 전기적 특성 개선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Zhang과 Lee등은 Al2O3, Al2O3/SiO2, SiO2를

흑연 표면에 코팅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10) 또한 Yu11)에

의한 TiO2와 Sunwoo12)에 의한 ZrO2과 같이 다른 금속

산화물을 통한 표면 처리 역시 선보이고 있다. 최근

MgAl2O4를 표면 코팅 물질로 사용하여 전기화학적 특성

및 열적 안전성을 개선 시켰다는 보고서도 선보이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Al2O3와 nano-Li4Ti5O12를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활물질의 표면 개질 재료로 사용되었다.

코어-쉘 형태로 표면 개질한 음극 활물질의 표면이 매우

균일하며 표면 개질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특성과 안전성의

향상을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제 조

메조상계 인조흑연 (MGP)은 CSCC(China Steel

Chemical Corporation)에서 구입하였으며, 코팅에 사용

될 물질로 입도분포가 10~100 nm인 Al2O3와 30~500 nm

인 nano-Li4Ti5O12(Alt-air Nano)를 준비하였다. nano-

Li4Ti5O12는 MGP 대비 2.0 wt%가 첨가되며, Al2O3는

MGP 대비 1.0 wt%가 첨가되며 혼합된 산화물은 건식코

팅설비(일본, 호소가와 미크론 주식회사 NOB-130)를

이용하여 2700 rpm으로 약 3분간 처리한 후 400~500oC

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 하여 MGP-A 와 MGP-LT인

코어-쉘형 음극 활물질을 제조 하였다.

2.2. 평 가

Al2O3와 nano-Li4Ti5O12로 표면 처리된 코어-쉘 형태의

음극 활물질의 표면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

미경 (SEM, SNE-3000M)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표면의

코팅층의 두께 및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투과전자 현미

경(TEM, LEICA EM UC6)으로 입자 표면을 측정한다.

코어-쉘형 음극 활물질이 포함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전기

Fig. 1. SEM micrographs of MGP(a), MGP-A(b) and

MGP-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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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해 양극 활물질로 LiNi0.42Co0.16Mn0.42O2

(3M 사)을 사용하였다. 양전극은 활물질: Carbon-black :

PVdF = 94 : 2 : 4로 제조 되었으며, 음전극은 활물질:

Carbon-black : PVdF= 85 : 5 : 10으로 제조된 전지에 1.15 M

LiPF6가 용해된 EC/EMC 전해질(테크노세미켐 (주))을

주입하여 2.5 Ah의 전지를 제조하였다. 전지의 충방전

시험은 TOYO cycler를 사용하여 4.2 V에서 2.7 V 사

이에서 수행되었다.

과충전 시험을 위해 2.5 Ah전지는 4.2 V 완충전 상태를

유지하며 CC-CV mode로 1.0C의 전류 밀도로 18 V에서

30 V까지 충전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가속

율 열량계(EV ARC, THT사) 시험을 위해 0.95 Ah 전

지를 4.2 V 완충전 상태를 유지하며, 50oC에서 400oC의

온도 범위 내에서 5oC/분의 승온 속도로 수행되었다.

Fig. 2. The bright-field TEM image of MGP-A(a) and MGP-LT(b).

Fig. 3. Rate capability of MAP/LiNi0.42Co0.16Mn0.42O2 (a), MGP-A/LiNi0.42Co0.16Mn0.42O2 (b) and MGP-LT/LiNi0.42Co0.16Mn0.42O2

(c) at various 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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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물성 평가

Fig. 1은 제조된 활물질의 표면 개질 전후의 입자 형상

을 SEM image를 통하여 관찰되었다. 활물질의 표면 개질

전후의 입자 크기 및 형상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MGP-A

가 MGP-LT보다 표면이 더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식 코팅법으로 표면 처리 시

활물질의 비표면적을 막의 형태로 코팅하기 위해서는 코

팅하려는 금속 산화물의 비표면적이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ig. 2은 MGP-A와 MGP-LT의 TEM image를 보여준

다. SEM image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같이 활물질

표면에 매우 균일하게 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코팅 층의

두께는 약 2 nm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전기화학적 특성

Fig. 3는 MGP/LiNi0.42Co0.16Mn0.42O2, MGP-A/

LiNi0.42Co0.16Mn0.42O2와 MGP-LT/LiNi0.42Co0.16Mn0.42O2

의 율속에 따른 방전 용량을 나타낸다. 율속을 증가시켜

가며 각각의 방전 용량을 평가한 결과 0.5C 대비 10C에서

MGP-A/LiNi0.42Co0.16Mn0.42O2가 8.2%의 용량 손실을 보이

며 이는 표면 처리 되지 않은 MGP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MGP-LT/LiNi0.42Co0.16Mn0.42O2는 4.8%의 용량

손실을 보이고 있어 전도성이 우수한 nano-Li4Ti5O12
14-17)

의 표면 처리가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Fig. 4는 상온(a)과 고온(b)에서의 수명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상온 수명은 충전 전류 밀도는 1.0C로 방전

전류 밀도는 2.0C로 진행되었다. 1000사이클 진행 후 초기

용량 대비 MGP-A/LiNi0.42Co0.16Mn0.42O2는 92.8%의 발현

용량을 보이는 반면 MGP-LT/LiNi0.42Co0.16Mn0.42O2는

98.3%의 발현 용량을 보이고 있어 다소 우수한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고온 수명은 1C 충전 전류 밀도에 1C

방전 전류 밀도로 진행 되었다. 500사이클 진행 후 초기 용

량 대비 MGP-A/LiNi0.42Co0.16Mn0.42O2는 82.8%의 용량 발

현을 하는 반면 MGP-LT/LiNi0.42Co0.16Mn0.42O2는 90%의

발현 용량을 보여주고 있어 MGP-A/LiNi0.42Co0.16Mn0.42O2

보다 2배가량의 수명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MGP-A/

LiNi0.42Co0.16Mn0.42O2와 MGP/LiNi0.42Co0.16Mn0.42O2는 상온

수명에서는 유사한 수명 특성을 보이는 반면 고온 수명

에서는 표면 처리를 통한 열적 안정성 및 전해액과의 부

반응 억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표현 할 수 있다. Kawabata

와 Lee등이 기술한 문헌을 보면 표면 처리용 후보군 중

Al2O3를 선택하여 전해질과의 부반응 억제를 통한 초기 비

가역 용량 감소 및 수명 특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9,10)

그러나 이는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진행 될 때 Al2O3는

Al-O-F와 Al-F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전해액에서

발생된 HF 가스의 계속적인 공격에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용량 손실을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MGP-LT의 경우 SEI의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Li의 손실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특성은 수명 특성 그래

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16-19)

3.3. 안전성

음극 표면 개질용 산화물에 따른 과충전 특성을 전류

밀도, 전압 거동 그리고 셀 표면 온도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고 있다.

먼저 표면 처리가 되지 않은 MGP/LiNi0.42Co0.16Mn0.42O2

의 18 V에서 발열 하였으나, MGP-A/LiNi0.42Co0.16Mn0.42O2

의 경우 18 V에서는 셀 형상 변화만 있었을 뿐 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4 V에서 3분가량 견디다가 순

간적인 발열로 인하여 폭발하였다. 그러나 MGP-LT/

LiNi0.42Co0.16Mn0.42O2의 경우 24 V와 30 V까지 과충전

되어도 발열량이 적으면서 초기 충전량의 230%가 넘는

충전으로도 전해액 분출만 관찰 되었을 뿐 더 이상의

Fig. 4. Change in relative discharge capacity during the increasing in cyc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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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표면

개질을 통하여 열적 안전성을 다소 개선 시켰으며

Al2O3가 다소 열전달을 지연시켜 줄 수 있지만, 일정

온도 이상 되었을 경우 견디지 못하고 더 심한 발열 현

상을 도래하게 된다. 반면 MGP-LT의 표면에 피복된

nano-Li4Ti5O12는 전해액과의 접촉을 제한하게 되고 음극

활물질 표면에 Li의 석출을 억제함으로써 전해액과의

반응에 기인하는 발열량이 감소하여 안전성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17,20)

Fig. 6은 가속 율 열량계를 이용하여 전지의 열적

거동을 관찰하였다.

MGP-A/LiNi0 . 42Co0 . 1 6Mn0 . 4 2O2와 MGP-LT/

LiNi0.42Co0.16Mn0.42O2의 발열 개시 온도는 92.8oC와

93.3oC로 유사하게 발생 하지만, 셀이 파괴되는 시점은

MGP-A/LiNi0.42Co0.16Mn0.42O2가 26.3시간 후, MGP-

LT/LiNi0.42Co0.16Mn0.42O2는 29시간 후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 온도에서 MGP-LT가 수명특성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음극 표면에 입자 크기가 나노화된 금속 산화물이라면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건식 코팅법에 의한 표면

개질은 SEM과 TEM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음극 표면에 nano-Li4Ti5O12로 표면 개질 된 MGP-

LT의 경우 율속에 따른 방전 효율 과 사이클 특성에서

MGP-A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MGP-LT

셀은 상온 수명 특성에서 1000사이클이 진행 된 후 초기

Fig. 5. The result of overcharge test. (a) MGP, 18 V cut-off, (b) MGP-A, 18 V cut-off, (c) MGP-A, 24 V cut-off, (d) MGP-

LT, 24 V cut-off, (e) MGP-LT, 30 V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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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대비 98.3%의 용량 발현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온

수명에서도 500사이클이 진행 된 후 초기용량 대비

90.1%의 높은 발현 용량을 보여주고 있어 전기화학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음극

활물질 표면에 존재하는 nano-Li4Ti5O12가 Li이온의 삽

입과 탈리가 빠르게 이뤄지는 우수한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전해액과의 부반응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

클이 진행됨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며, 전해액과의 부

반응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SEI층의 형성을 억제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 또한 과충전 특성

및 가속 율 열량계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활물질의 표면 개질을 통해 전해액과의 접촉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Li용출량이 제한되고 음극 표면에

석출되는 Li양이 감소하여 전해액과의 반응에서 기인

하는 발열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Al2O3는 일정온도 이상에서 전해액과의 분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열 확산 속도를 증가

시키는데 영향을 주지는 반면 nano-Li4Ti5O12는 높은 온도

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 효과

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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