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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리튬이온전지는 최근의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후보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까지 리튬이온전지는 휴대형 

전자장치의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었지만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전력저장 등의 응용용도로 고용량, 장수명 그리고 저가격 특성을 가지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량 양극 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리튬이온전지용 양극 소재는 기본적으로 리튬, 전이금속 그리고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피넬 산화물과 올리빈계 인산화물은 대표적인 고안정성 

소재이지만 낮은 중량당 용량과 밀도 특성으로 인해 고용량 양극 소재로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까지도 층상구조의 산화물이 최적 충진 

밀도를 가지는 구조적 특성과 높은 이론 용량 밀도로 인해 고용량 양극 

소재로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ABO2형 층상 구조 

산화물은 구조적 안정성의 한계로 인해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에 제약이 

가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복합산화물계 

(LiMO2•Li2MnO3, M = Ni, Co, Mn) 양극소재는 고전적인 층상산화물이 

가지는 용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량 특성과 용인할 만한 수준의 수명특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복합산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전기화학적 반응 기구와 열화기구에 대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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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코발트 및 니켈계 산화물 중심의 양극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는 용량특성, 비싼 원자재 가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량의 리튬 망간 

산화물계 양극 소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Li2MnO3 층상구조 산화물은 고용량 

리튬 망간 산화물계 양극 소재 중 핵심 적인 소재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적 반응 기구와 전기화학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연소합성법 또는 

공침법을 통해 전구체를 합성한 후 열처리를 통해 층상산화물을 합성하였으며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방사광 X-선 분석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등을 

통해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과 물질 특성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고결정성의 순수한 Li2MnO3는 전기화학적 활성도가 낮은 문제로 인해 

전기화학적 반응 기구에 대한 연구가 어려우므로 복합산화물내의 Li2MnO3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Li2MnO3의 전기화학적 반응 기구와 열화기구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순수한 Li2MnO3의 경우 초기 전기화학적 활성화시 

충전시 산소발생 반응과 방전시 망간의 산화수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합산화물내의 Li2MnO3의 경우 일정 수준으로 산소가 

가역적으로 산화 및 환원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역적 산소 반응을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기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물질의 설계와 특성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산소 반응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 해석이 

어려웠던 비정상적 고용량과 충방전 효율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반응기구를 

제시할 수 있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Li2MnO3의 열화는 기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층상구조 산화물이 스피넬로 전이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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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물질의 상전이는 전극의 열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에서 일정양의 Mn을 Mo로 치환함으로써 복합상내의 

상전이를 억제할 수 있었다. 미량의 Mo 치환으로 복합상 양극 소재의 

율특성과 사이클 특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방전 반응시 

Mo 산화수 변화를 통해 Mo이 충방전 반응에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결정성의 순수한 Li2MnO3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양의 Ni을 Li2MnO3 내에 치환하여 평가한 결과 Ni의 치환은 Li2MnO3의 

전기화학적 활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Li을 Ni과 치환한 경우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층상 구조내의 Mn 층에 존재하는 Li을 

치환함으로써 층상구조 산화물의 전기화학적 활성도와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i 치환을 통해 스피넬 산화물로의 상전이를 억제하지는 

못하였지만 스피넬 상전이 전압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Li2MnO3의 상전이와 전기화학적 반응기구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미량의 전이금속 치환을 통해 복합상 또는 Li2MnO3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주요어 : 리튬이온전지, 양극, 층상구조산화물, Li2MnO3, 복합산화물, 치환 

 

학번 : 2010-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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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의 에너지 및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석연료에 근간을 둔 에너지원과 달리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발생이 제어불가능하고 불규칙적인 특징이 

있음으로 인해 양질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어부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CO2 저감 차량의 한 방편으로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HEV(Hybrid Electric Vehicle)는 

TOYOTA사의 PRIUS 모델을 필두로 이미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순수 

전기자동차도 이미 TESLA사 등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재생에너지의 양질화를 위한 에너지의 저장과 제어 그리고 전기자동차용 

전기에너지의 공급원으로써 기존 화석연료내연기관에 필적할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초장수명 고에너지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고에너지 밀도 특성과 장수명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전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리튬이온전지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에너지원으로 개발되어 

오면서 주로 에너지밀도의 향상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HEV나 파워툴용 전원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며 출력대 에너지 특성에서 큰 

향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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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계 전지는 리튬이 가지는 낮은 산화환원 전압(-3.045V vs. NHE)과 

높은 비용량(3861 mAh/g)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전지로 

꾸준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80년대 이전 리튬 전지는 금속 리튬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양극 활물질로 

(CF)n, MnO2, SO2, SOCl2 등을 사용하는 일차전지가 주로 상용 또는 

군수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층간 탈삽입 반응이 일어나는 (CF)n 소재 이후 층간 탈삽입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로 전이금속 켈코겐나이드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결과 전이금속 황화물(TiS2, MoS2)이 반복적인 리튬 탈삽입이 가능한 층상 

화합물로 사용 가능함이 밝혀졌고 MoS2를 양극으로 하는 리튬/MoS2 

이차전지가 상용화되었으나 금속 리튬의 전착 및 용출에 따른 수지상 

결정성장에 따른 단락 및 이에 따른 안전성 저해 문제로 인해 사용이 

중단되었다. 황화물계 양극 소재는 우수한 전도 특성을 가지고 충방전 반응시 

구조적 변화가 없어서 수명에 따른 내구성이 우수한 특성이 있지만 합성이 

어렵고 사용되는 리튬 탈삽입시 산화환원전압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로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 소재로 

전이금속 산화물계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80년에 LiCoO2에 

대한 보고 [1] 이후 리튬의 탈삽입이 가능한 전이금속산화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2-6] 상업화 차원에서는 LiCoO2를 양극으로 하는 전지가 

1991년 SONY사에 의해 상용화되었다. 이 전지는 음극에도 리튬의 층간 

탈삽입이 가능한 탄소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지내의 금속리튬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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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지하고 [7, 8] 리튬의 상태를 이온상태로 제한하여 리튬의 전착 및 

용출에 따른 수지상 결정성장을 배제하였으며 리튬이온전지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었다. 이 결과 안전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성공적인 상용화가 가능하여 1990년대 이후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지계가 되었다. 

결정 구조에 근거한 구분법에 의하며 일반적은 양극 소재는 LiMO2 (M=Co, 

Ni, Mn 등)과 같은 층상 화합물, LiM2O4 (M=Mn, Ni 등)와 같은 스피넬 

화합물 그리고 LiMPO4 (M=Fe, Mn, Ni, Co 등) 와 같은 올리빈 화합물 등이 

있으며 각각 리튬이온의 이동경로는 위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2차원, 3차원 

그리고 1차원적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양극 

소재로 실리케이트 [9], 보레이트 그리고 금속 플루오라이드계 [10]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림 1에 리튬이온전지용 전극 소재의 전압 및 용량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을 도시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Lithium Cobalt Oxide (LCO, LiCoO2)의 경우를 예를 들면 

충방전시 양극활물질의 반응은아래와 같은 화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LiCoO2 ↔ xLi+ + Li1-xCoO2 + xe- 

 

충전시에는 양극 활물질내의 Li+이온이 탈리되면서 음극으로 이동되고 동일 

숫자의 전자가 외부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여 전자가 음극에 축적되며 

코발트는 3+에서 4+로 산화되는 비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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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양극 및 음극 소재 – 전압 vs. 용량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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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반응 과정을 통해 전지내부에서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는 충전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위 반응의 역반응은 음극의 Li+이온과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되며 Co는 

4+에서 3+로 환원되는 자발적 방전 반응으로 전지에 축적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방출되게 된다. 

위 예를 일반화하면 리튬 이온 전지에서 전지에서 양극활물질은 이온의 

이동종인 리튬과 전이금속 및 음이온으로 구성되며 리튬의 흡탈장시 

변화하여야 하는 산화수는 전이금속의 산화수 변화에 의해 보상된다. 따라서 

리튬이온의 탈삽입시 전기화학적 반응에 참여하는 전이금속의 종류와 

화합물을 구성하는 음이온의 종류 그리고 화합물의 결정학적 특징에 의해 

리튬의 가역적 탈삽입 범위와 전압 그리고 안전성 등이 결정된다. 

리튬이차전지에서 사용되는 양극과 음극은 기본적으로 단위 부피당 및 단위 

무게당 용량과 출력이 높고 장수명시 열화현상이 작아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특히 최근 급부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나 전력저장 등의 

용도에서는 저가격과 친환경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양극활물질이 가져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이 서술할 수 있다. 

 

고용량 특성 :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거나 근시일내 상용화를 시도 중인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활물질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이금속 산화물 

구조내에 리튬이 탈삽입되고 전이금속의 산화수가 변화되면서 충방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이금속 산화물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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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금속 산화물들로 활물질의 구조적 화학적 열화 현상이 없이 구조내에 

리튬의 흡탈장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반응에 참여하는 리튬의 몰수/ 

전이금속 몰수 비로 볼 때 < 0.8의 범위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전이금속 하나당 리튬 하나가 반응하는 구조의 활물질이 전이금속 산화물계의 

한계로 보여지며 동일 리튬 반응양에 대해서 보다 고용량의 특성을 얻기 위해 

가벼운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높은 방전 전압 : 전지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두 요소는 용량과 전압으로 

전지의 전압은 방전 반응시 양극과 음극의 반응 전위의 차이이며 이 전위의 

차이에 의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현재까지 상용화되고 있는 양극 

활물질은 현존 전해액의 내전압 한계를 고려하여 약 4V 내외의 전압을 

가지는 것들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전 전압은 반응에 참여하여 

산화수가 변동되는 전이금속의 종류와 산화수, 결정학적 특성 그리고 

음이온에 의한 효과 등이 연동되어 결정된다. 원소 주기율표상의 배열로 

본다면  late transition metal이 early transition metal에 비해 동일 산화수 

변화에 대해 보다 고전압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11]. 

높은 출력 특성 : 전지에서 고출력 특성은 활물질의 높은 속도 특성과 

최적화된 전극 그리고 높은 이온 전도도를 지니는 전해액 등의 소재와 부품의 

집합적 특성이다. 출력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 활물질 전기 전도 

특성과 리튬이온 이동 특성이 우수해야 한다. 

장수명 특성 : 이차전지는 그 용도상 일차전지와 달리 지속적인 충방전에도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극활물질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리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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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삽입시에도 구조적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전지의 내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저가격화 :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대형 전지로의 시장 전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기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독보적이던 

상황에서 보다 저가격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리튬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이나 

리튬 철 인산화물 등의 활물질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존자원양의 

관점으로 볼 때 망간계나 철계 양극 활물질로의 개발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고안전성 : 리튬이온전지에서 산화물계 양극은 열폭주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다. 특히 과충전시 다량의 산소 발생을 동반한 발열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 전지 의 안전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코발트 및 니켈계 산화물 중심의 양극의 한계로 

인식되는 용량특성, 비싼 원자재 가격, 고전압 안전성 및 유독성을 극복하기 

위한 소재로 고용량의 리튬 망간 산화물계 양극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다종의 전이금속이 포함된 산화물을 제조하는 데 적합한 공침법 및 

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활물질을 제조하였다. 리튬 망간 산화물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이금속이 치환된 층상구조 Li2MnO3의 제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인 고결정성 Li2MnO3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Li2MnO3를 중심으로 한 Overlithiated Layered Oxide 

(OLO, Li2MnO3∙LiNi1-x-yCoxMnyO2)의 기본 반응 기구와 장수명 열화 

현상에 대해 분석 및 해석 하였으며, 수명 열화 현상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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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기구의 규명을 위해 전기화학적 평가와 연동된 synchrotron X-ray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장수명 열화 기구에 대한 연구를 위해 X-ray 분석과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및 전기화학적 분석 등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차세대 

양극 소재 후보 중 각광받는 소재인 OLO내의 복합상 중 하나인 Li2MnO3에 

대한 연구로 전극 조성, 밀도 그리고 면적당 전극양 (Loading Level) 등의 

일반적인 상용 양극 수준에 부합되는 전극을 제조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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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산화물계 양극은 구조적 특징에 따라 LiCoO2 및 LiNiO2 와 

같은 층상 암염구조 (-NaFeO2 구조)와 LiMn2O4의 스피넬 구조로 크게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리튬 망간 산화물의 경우 안정적인 층상 

구조와 스피넬 구조 가질 수 있는 소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범용화 된 

LMO2계 층상 구조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과 리튬 망간 산화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2.1  층상 구조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  

 

층상 구조를 가지는 LiMO2 는 최적 충진 밀도를 가지는 결정구조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이온 반경이 가장 큰 산소이온(1.26 Å)으로 조밀층을 

형성하면 n개의 산소이온에 대해 2n개의 사면체와 n개의 팔면체에 빈 자리를 

가지게 되며 이 빈 자리를 양이온이 차지하게 된다. 배위수를 고려한 

양이온의 이온반경(r)과 산소 이온의 반경(R) 비율(r/R)에 따라서 0.225 ≤ 

r/R < 0.414 이면 양이온은 사면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0.414 ≤ r/R < 

0.732 이면 양이온은 팔면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LiMO2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금속의 이온 반경은 Li 양이온의 경우 4배위수일 경우 0.73 Å이고 

6배위수일 경우 0.9 Å이다. 따라서 6 배위수 Li양이온의 r/R 값은 약 

0.714으로 팔면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M을 구성하는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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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금속의 3가 이온을 살펴보면 Sc3+(0.885 Å), Ti3+(0.81 Å), V3+(0.78 

Å), Cr3+(0.755 Å), Mn3+ (0.72 Å), Fe3+ (0.69 Å), Co3+ (0.685 Å), 

Ni3+ (0.70 Å), Cu3+ (0.68 Å) 의 이온 반경값을 가진다. 따라서 3d 

전이금속의 3가 이온의 경우 0.540 ≤ r/R ≤ 0.702 의 범위에 존재하게 

되어 역시 팔면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2]. LiMO2 

활물질은 암염구조의 [111] 면을 따라 규칙적인 산소-리튬-산소-전이금속 

층을 갖는 암염구조를 갖게 된다. 즉 LiCoO2로 대표되는 층상암염구조는 

산소이온이 ABC 적층인 입방조밀충진 구조이며 팔면체 자리 한쪽은 리튬, 

다른 한쪽은 전이금속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Li+/M3+의 이온 반경 비에 

따라 동일한 LiMO2 구조내에서도 층상암염구조에서 규칙배열암염 구조를 

가짐을 아래 표1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 가장 일반적인 양극 소재인 

LiCoO2의 구조를 도시하였다. 

LiCoO2가 양극 소재로 리튬이온전지의 성공적 상용화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높은 코발트의 가격과 리튬 흡탈장시 제한된 가역 범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LiCoO2 양극 소재의 충전시 충전종지전압을 높일수록 단발성 

용량도 늘어나지만 이후 용량의 급속한 감소가 일어난다 [13]. 이러한 용량 

열화는 몇몇 현상에 기인하는 데 충전시 물질내에 리튬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코발트 이온의 용출현상 [14], 리튬 양 변화에 따른 격자상수의 

변화로 인한 활물질의 열화 [15, 16] 그리고 고전압 방전시 표면에 발생가능한 

CoO2의 발생으로 인한 활물질 표면열화 [17]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LixCoO2는 0.5 < x < 1의 범위에서 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0.5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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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iMO2 상에서의 전이금속에 따른 결정 구조 변화 [18] 

화학식 
전이금속의 이온 

반경(Å) 
r(Li+)/r(M3+) 결정구조 대칭성 

LiCoO2 0.685 (ls) 1.314 

층상암염구조 육방정(R-3m) 

LiNiO2 0.7 (ls) 1.286 

LiCrO2 0.755 (ls) 1.192 

LiVO2 0.78 1.154 

LiMnO2 0.72 (hs) 1.146 
지그재그층상암

염구조 
사방정 (Pmmn) 

LiFeO2 0.69 (hs) 1.146 
불규칙 배열 

암염구조 
입방정(Fm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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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층상구조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의 구조 (LiCoO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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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ixCoO2 의 상 평형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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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위의 요인들에 의한 수명열화 현상이 발생된다. 그림 3은 리튬양 

x에 따른 LixCoO2의 안정상에 대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평형도이다. 

x가 작아지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자상수의 변화 및 상전이로 인한 

열화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LiCoO2의 부정적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표적이며 효과적인 기술로 inert 소재를 이용한 표면 처리가 있다 [21, 22].  

Inert 소재가 표면 코팅된 LiCoO2는 기존 소재에 비해 고전압 환경에서 

안정적이며 반응의 가역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처리를 통해 고전압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용량의 한계가 존재한다.  

LiCoO2의 성공 이후 이와 유사한 층상 구조를 가지는 물질에 대한 시도가 

있어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니켈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LiNiO2이다. 

그러나 니켈은 3가보다 2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온 반경이 리튬과 

유사해지면서 일부 니켈이 리튬 층의 팔면체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전기화학적 특성이 저하된다. 또한 LiNiO2는 충전 중 다양한 상변화를 겪어 

수명특성이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조성 바로 Lithium Nickel Cobalt Aluminum 

oxide (NCA, LiNi0.8Co0.15Al0.05O2) [23]이며 니켈을 코발트로 치환한 것만으로 

니켈의 구조내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4, 25]. NCA 소재는 180 mAh/g 

내외의 방전용량을 얻을 수 있는 고용량 소재이지만 니켈계 산화물이 가지는 

가스발생과 발열문제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이금속 층상산화물로 형성될 수 있으면서 3V 이상의 3+/4+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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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전이금속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대표되며 각각의 층상 전이금속 

산화물은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코발트 산화물은 

LiCoO2가 매우 안정한 상이어서 제조가 매우 용이하지만 용량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니켈 산화물은 용량은 매우 높지만 정확한 상으로 제조가 어렵고 

안전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간 산화물은 방전상태인 Mn3+가 

불안정하지만 충전시 구조 안정성이 우수해 전지의 안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이금속 산화물들의 장점을 결합한 소재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NCM, LiNi1-x-yCoxMnyO2)이며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의 조성비에 따라 특성을 달리할 수 있고 안전성, 수명 및 

가격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6, 27]. NCM은 상용 

소재로서 LiCoO2 대비 고용량을 얻을 수 있고 [28] 율특성이 양호한 소재로 

[29] 소재내의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의 비율에 따라 NCM424, NCM111, 

NCM523 등으로 명명된다. NCM 소재에서는 충방전시 주로 니켈의 산화수 

변화에 따른 용량이 발현되며 [30] 보다 고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니켈의 

비율을 높이고 고전압 충전 조건을 사용해야 하지만 니켈 비율 증가시 

LiNiO2 가지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고전압 충전시 사이클에 따른 열화가 

심각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초고용량 활물질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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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l2O3 처리된 LiCoO2 의 수명 특성 (전압 범위 3.3 ~ 4.5 V)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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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튬 망간 산화물  

 

망간은 저가격 및 저독성 전이금속으로 전기자동차와 같은 중대형 용도로 

매우 매력적인 소재이다. 리튬 망간 산화물은 합성 조건과 리튬과 망간의 

비율에 따라 LiMn2O4 (cubic spinel, Fd3m), LiMnO2 (orthorhombic, Pmmm 

or monoclinic, Pm2m) 그리고 Li2MnO3 (Monoclinic, C2/m)와 같은 다양한 

상이 존재하며 복합상이 존재할 수 있다 [35-37].  

 

2.2.1 스피넬 망간 산화물 

 

먼저 LiMn2O4 스피넬 물질의 구조를 그림 5에 도시하였다. LiMn2O4는 

초기 망간의 산화수가 3.5+ 이며 충전시 리튬의 탈리와 함께 망간의 

산화수가 4+ 변화하며, 방전시 망간의 산화수가 4+ 에서 3.5+ 로 변화되며 

리튬이 사면체 자리로 돌아오는 4V 반응과 망간의 산화수가 3.5+ 에서 

3+로 변화되며 리튬이 팔면체 자리로 들어오는 3V 반응의 두 단계 반응이 

나타난다[38, 39](그림 6). 이러한 두 단계 반응으로 인해 LiMn2O4는 290 

mAh/g 이상의 이론 방전용량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Mn3+의 경우 Jahn-

teller 이온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 상전이 현상이 발생하고 전해액으로 

용출이 가능한 Mn2+ 와 안정적인 Mn4+로 불균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3V 영역에서의 추가 방전 구간을 사용하는 것은 양극활물질의 장수명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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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1+xMn2-xO4와 같이 1+ 또는 2+ 양이온을 망간과 치환함으로써 망간의 

평균 산화수를 3.5+이상으로 높일 경우 수명 안정성의 개선이 가능하지만 

망간의 산화수가 높아짐에 따라 4V영역의 방전용량이 줄어들어 약 130 

mAh/g 의 용량을 가지게 된다 [40, 41]. Li4Mn5O12의 경우 MnO6 팔면체 중 

1/6을 LiO6 팔면체로 치환한 Li[Li1/3Mn5/3]O4물질로 망간의 산화수는 4+ 

상태이며 최종 방전 상태인 Li7Mn5O12 에서도 망간은 3.4+ 상태로 존재하여 

수명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망간산화물이다. 그러나 이 물질은 이론 용량 

163 mAh/g, 실제 용량 140 mAh/g 정도를 가지고 합성시 산소결함이 많은 

공정상의 난점이 존재한다. 

 

2.2.2 층상 구조 망간 산화물 

 

LiMnO2는 LiCoO2와 유사한 원소 조성비를 가지는 망간계 산화물로 

관심을 받았으나 [39, 42, 43] 여러가지 단점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소재 

이다. 먼저 순수한 층상 LiMnO2를 제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반복적인 사이클 평가시 Jahn-Teller distortion, 불균일화 반응 등의 

원인으로 활물질이 열화되며 전기화학적 특성이 나빠진다 [36] [44]. 

Li2MnO3는 망간계 산화물 중 안정적인 층상구조를 가진 물질로 Li-O-

Mn-O의 층상 구조에서 Mn층의 1/3이 Li으로 치환된 구조이다. 그림 7은 

Li2MnO3의 구조내에서 Mn층을 표현한 것으로 원래의 Mn층에 Li이 

치환되면서 LiMn6가 형성되며 이는 X선 회절 분석상에서 초격자 피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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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 Li2MnO3는 과량의 리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리튬의 양으로 

계산된 이론적인 용량밀도가 약 450 mAh/g 달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Li2MnO3의 비활성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충전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한 소재이다. 초기 충전의 반응은 Mn4+/Mn5+에 의한 반응 [45], 

탄화수소 전해액의 부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수소이온과의 교환 반응 [46],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 변화와 산소발생의 두 단계 반응에 의한 산소 발생 

반응으로 [47-49] 등이 제시되었다. 망간의 산화가 변화에 의한 반응은 초창기 

주장되었던 반응이나 실제 망간의 산화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망간의 

4+/5+반응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반응기구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소이온 교환 반응의 경우 고온 환경에서 전해액 분해가 동반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어서 주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Li2MnO3의 초기 충전시 활성화 반응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0] 

 

2Li2MnO3  4Li+ + 2Mn4+O3
1.33- + 4e- (전기화학 반응) 

2Mn4+O3
1.33- 

 2MnO2 + O2 (화학반응) 

 

위 수식을 간략화하여 초기 충전반응을 다음과 같이 쓴다. 

 

Li2MnO3  MnO2 + L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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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첫 충전을 통한 활성화 이후 Li2MnO3는 MnO2 상태이므로 망간의 

3+/4+ 산화수 변화에 의한 충방전이 가능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충방전 

반응이 진행된다. 

 

MnO2 + Li+ + e- ↔ LiMnO2 

 

그러나 Li2MnO3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전기전도도가 매우 낮고 산소발생 반응의 과전압이 높기 때문에 고온 

열처리를 통해 결정성을 높일 경우 그림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초기 용량이 

매우 낮고 오랜 사이클 동안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첫 방전 후 Li2MnO3는 LiMnO2 화되며 LiMnO2가 가지는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51]. 충방전을 반복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상전이가 

발생한다. 

 

2LiMnO2  Li2Mn2O4 

 

그림 9에서 보이듯이 Li2MnO3는 약 600도부터 900도까지 생성 가능하며 

고온 장시간 열처리를 진행할수록 고결정성 Li2MnO3를 얻을 수 있다 [52]. 

전기화학적 활성이 좋고 수명특성이 우수한  Li2MnO3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Li2MnO3를 산처리하여 초기 활성화 반응을 화학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53, 54], Li2MnO3를 환원처리하여 망간의 산화수를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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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MnO3-x로 제조하는 방법 [55] [56] 그리고 Li2MnO3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전기화학적인 활성이 높은  Li2MO3 (M=Ru, Pt) 물질과 고용체를 

만드는 방법 [57] 등이 있다. 고용체를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좋은 전기화학적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귀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산처리, 

환원 열처리 등은 초기 활성화에 긍정적이지만 수명 특성은 향상시키지 못 

하였다. 따라서 안정적 수명이 확보되고 전기화학적인 활성이 있는 

Li2MnO3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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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스피넬 구조[58] 

(a) LiMn2O4 (b) LiNi0.5Mn1.5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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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리튬 망간 산화물 상태도[35] 

(a) Li-Mn-O 상태도 (20oC) (b) Li2MnO3 – MnO --MnO2 구역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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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i2MnO3의 망간층 모식도 및 XRD 패턴에서의 초격자 피크 발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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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850oC 열처리된 Li2MnO3의 전압 개형 

(2-4.7V, 1.15mA/g, 전극조성 8:1:1) [49] 

 

 

 

 

 



- 26-  
 

 

Figure 9. Li2MnO3 합성 조건 평가 

(a) 열분석 결과 (b) 열처리 조건에 따른 X-선 회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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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Li2MnO3-NCM 복합 산화물 

 

Li2MnO3는 잠재적인 용량이 높고 저가의 망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특성이 좋지 않은 문제로 인해 연구 단계에서 

머물렀었다. 그러나 상용 소재인 NCM과의 복합화를 통해 Overlithiated 

Layered Oxide (OLO, xLi2MnO3∙(1-x)LiNi1-x-yCoxMnyO2)로 형성가능함이 

알려지며 고용량 양극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생겼다[60, 61]. 이 물질은 

복합소재[54, 62-66] 또는 고용체[67-69]로 정의되며 조성의 변화에 따라 고용체 

또는 복합체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NCM과와 복합화뿐만 아니라 Li4Mn5O12 

및 LiCrO2 와의 복합화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50, 70-74]. 스피넬 

복합화물의 경우 220mAh/g 내외의 고용량을 나타내지만 고용량 발현을 

위해 저전압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스피넬 열화의 단점이 있고 크롬 

산화물은 다가 크롬의 사용으로 인해 250 mAh/g 이상의 고용량을 

가역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Cr6+의 맹독성으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OLO는 Li2MnO3 의 비가역적 활성화로 인해 첫 번째 충전 및 방전시의 

효율이 나쁘지만 효율 특성이 현재의 흑연 음극보다 나쁜 차세대 음극과의 

조합에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75]. OLO내에서 Li2MnO3는 

고용량을 발현하는 중심소재이지만 복합화된 소재 내에서도 첫 충전시 리튬의 

탈리와 동시에 산소가 발생되고 이후 사이클에서 장수명 열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76, 77]. 따라서 OLO의 장수명 열화를 억제와 충방전의 효율 

향상을 위해 Li2MnO3 개선을 위한 시도와 기존 상용 양극에서 효과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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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한 시도들이 주로 연구 되었다. OLO에 대한 산처리를 통해 초기 

효율 및 용량 특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Li2MnO3 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78-81]. 또한 기존 양극 소재의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주었던 표면처리를 통한 전극 활물질의 개질은 

고전압까지 활성화가 필요한 OLO의 표면 부반응을 억제하여 활물질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82-85].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OLO의 계면 특성과 초기 

특성을 개선시키지만 수명 특성에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OLO내의 Li2MnO3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활물질 내 이종 

원소를 치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Li2MnO3와 유사한 

구조인 Li2TiO3 상이 존재하는 타이타늄 치환[86], 산소에 대한 음이온(F-) 

치환 등의 시도가 있었다 [87]. Guest ion의 치환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치환하고자 하는 위치에 guest ion이 쉽게 고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온 반경은 층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또한 실용화 관점에서 공침 가능성은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OLO는 다종의 전이금속이 포함된 소재로 소재 합성시 

전이금속들이 균일 분포되어 있는 전구체를 얻는 것이 공정상의 핵심요소이다.  

다음 그림 10에 몇가지 금속의 Eh-pH 도를 도시하였다. 현재 사용 중인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은 pH 11~13 정도의 영역에서 공침이 가능한 

소재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타의 금속들은 pH 조건이 맞지 않아서 

치환설계시 공정적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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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금속별 Eh-pH diagram [88] 

(a) Mn (b) Co (c) Ni (d) Al (e) Mo (f)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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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의 제조 

 

전극 활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소합성법과 공침법을 이용하였다. 

공침법은 현재 가장 범용화되어 있는 다종 전이금속 활물질의 제조방법이며  

연소합성법은 활물질에 필요한 금속 중 공침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조성비 조절에 쉬워 기본적인 조성 평가에 유리한 방법이다. 

 

3.1.1 연소 합성법 

 

양극 활물질내에 요구되는 금속성 물질의 양이온과 열처리를 통해 연소가 

가능한 음이온으로 구성된 수용성 염을 이용하여 균일 용액을 만든 후 졸/겔 

단계를 거친 후 열처리하여 정해진 조성의 산화물을 얻었다. 

전이금속 염 (Mn(COOH)2∙4H2O, Ni(COOH)2∙4H2O, Co(COOH)2∙4H2O, 

(NH4)6Mo7O24∙4H2O) (>98%, Aldrich)을 이용하였으며 전이금속의 총 합산 

몰수 0.03 몰과 목표한 리튬양에 비해 2 mol% 과량의 Li2CO3 (>99.99%, 

Aldrich)를 증류수에 넣어서 교반하면서 10cc의 초산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녹여서 200cc 수용액(1)을 제조하였다. 별도의 비이커에 (1)의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리튬과 전이금속의 총 몰수의 1.5배 몰의 구연산 (Citric acid) 

(>99%, Aldrich)을 수용액에 녹여 200cc의 수용액(2)으로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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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교반하면서 (2)를 혼합하고 리튬과 전이금속 합산의 3배 몰의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을 첨가한 후 약 1시간 이상 균일 교반하여 

혼합물을 형성하였다. 이 혼합물을 70oC의 열교반기에서 24시간 이상 

가열시켜서 균일한 젤 형상의 혼합물을 형성시켰다. 수분이 건조된 혼합물을 

500oC의 muffle furnace에서 5oC/min 승온, 10시간 유지 및 노냉의 

조건으로 1차 열처리하여 유기물들을 제거하였다. 1차 열처리 결과물을 

몰타르로 10분간 분쇄하고 공기 분위기, 900oC tube furnace에서 2차 

열처리하였다. 온도는 5oC/min 승온, 10시간 유지 및 노냉의 조건이었고 

0.3cc/min의 유속으로 공기를 흘려 주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산화물은 여타의 공정에서 전이금속의 

반응성에 따라서 산화물 내의 전이금속 비가 달라지는 현상을 배제할 수 

있음으로 인해 금속화합물의 연구시 공정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에 연소합성법의 공정도를 도시하였다. 

 

3.1.2 공침법 

 

공침법은 가장 일반화된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NCM)의 제조법이다. NCM 공침법은 크게 수산화염을 얻는 방법과 탄산염을 

얻는 방법 그리고 옥살산염을 얻는 방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수산화염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이금속의 수산화염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수용액의 

수산화염 형태로 석출되는 현상을 이용하며 이러한 산∙염기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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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염의 생성 경향은 Eh-pH diagr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pH에서 수산화염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충분한 염기성 환경에서는 99% 이상의 화합물 

형성이 가능하여 균일한 조성의 전이금속 수산화물을 얻을 수 있다. 

전이금속 수산화물을 얻기 위해 출발 물질로 수용성인 전이금속 황산화물 

(NiSO4∙6H2O, MnSO4∙H2O, CoSO4∙7H2O)(>98%, Aldrich)을 이용하였다. 

전이금속 총 몰수 0.02 몰을 200cc 수용액(1)으로 녹인다. 별도의 비이커에 

0.08몰의 수산화나트륨 (NaOH) (99%, Aldrich)을 200cc 수용액(2)이 되게 

녹인다. (2)의 수용액을 400 rpm 이상으로 교반하며 (1)의 수용액을 부어 

넣으면 바로 침전물이 형성되며 이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교반시켜 

준다. 이 침전물을 아스피레이터를 이용하여 필터링과 세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여 전이금속 수산화물염에 잔존하는 나트륨이나 

황산화물의 불순물을 최소화한다. 최종적으로 세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pH가 7이 되면 세정 및 필터링 작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얻어진 수산화물염을 100oC convection oven에서 24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몰타르에서 5분간 파쇄한다. 

이렇게 형성된 수산화물염의 조성비와 수분 잔존도는 ICP-AES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목표한 리튬의 몰양에 비해 2% 과량의 Li2CO3를 수산화물과 

섞어서 15분간 몰타르에서 균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5 oC/min 승온, 900oC 

10시간 유지 후 노냉의 온도 조건에서 0.3 cc/min 유속의 공기를 흘리며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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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연소합성법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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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금속 치환 

 

Li2MnO3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금속을 이용하여 금속 도핑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소합성시 일정량의 금속을 첨가하여 균일 용해 후 

일반적인 연소합성 과정을 거쳐서 활물질을 제조하여 기본적인 금속의 치환 

효과를 확인하였고 공침가능한 조성의 경우 공침 공정을 통해 수산화물제조 

후 리튬염과 혼합 후 열처리하였다. 

 

3.2 전극 및 전지 전지 제조 

 

3.2.1 전극 제작 

 

전극활물질을 전기화학적 평가를 위한 전극의 제조시 전극의 두께와 전극의 

밀도 등이 새로운 변수가 되어서 전기화학적 특성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평가의 재현성을 위해 전극의 기본 조성과 제조 조건은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전극 내 고체 성분의 비율은 90:5:5 (활물질 : 

도전재 : 바인더)의 비율을 가지며 도전재로는 Denka Black을 사용하였고 

바인더는 PVdF(Solef6020)를 사용하였다. 전극의 제조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0.27g의 활물질과 0.015g의 도전재를 몰타르로 20분간  고상혼합한 후 

0.25g의 6 wt% PVdF/N-Methylpyrrolidone(NMP)를 첨가하여 10분간 

액상혼합을 진행하여 균일한 상태의 슬러리로 만든다. 이 슬러리에 0.1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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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P를 첨가하여 슬러리 내의 고체 비율을 약 47 wt%로 맞춘 후 다시 

10분간 혼합하여 흐름성이 충분한 전극 슬러리를 제조한다. 이 전극 슬러리를 

15 um 두께의 알루미늄 포일에 코팅갭 100 um, 0.4 m/min의 속도 조건으로 

코팅하였다. 코팅된 전극을 80 oC 컨백션 오븐에서 12시간 이상 건조한 후 

120 oC 진공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전극은 20mm 폭으로 

자른 후 동일한 가압 조건에서 롤프레싱하여 전극으로 제작하였다. 

 

3.2.2 평가용 전지 제조 

 

전기화학적 평가를 위해 2032 코인셀을 사용하였다. 전극은 지름 12 mm의 

원형 전극으로 자른 후 양단에 약 1 mm내외의 활물질은 제거하여 무지부를 

만들고 하부캡의 중앙에 전극이 위치하게 하부캡과 전극을 전기 용접하여 

전기적 도전성을 확보하였다. 금속 리튬 음극은 500 um의 리튬 

포일(metal)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니켈망이 용접된 스테인레스 스페이서에 

부착하였다. 양극이 부착된 하부캡에 약 0.15 cc의 전해액을 주액한 후 

세퍼레이터, 가스켓, 리튬음극이 부착된 스페이서 및 스프링 순으로 놓고 

마지막으로 상부캡을 씌운 후 코인셀 조립기를 이용하여 조립하였다. 

전해액으로는 1.3M LiPF6 in EC/DEC(3/7)를 사용하였고 세퍼레이터로는 

celgard 350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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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기화학적 실험 

 

3.3.1 충방전 평가 

 

모든 충전 및 방전 실험은 충방전기(TOYO, TOSCAT3100)을 이용하였다. 

1/10 C rate의 전류로 1회 formation 후 수명 평가를 진행하였다. 충방전 

전압 구간은 2 ~ 4.6 V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임피던스 분석기(Solartron 1470E, 1455A)를 이용하여 0.1Hz~1MHz 

주파수 범위에서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평가를 진행하였다. 

 

3.3.2 용량 차분 곡선 (Differential Capacity Plot) 

 

충방전시 일정한 전위차를 두고 인가 전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때 일정 

한계 전류까지 축적되는 전하량 Q와 인가 전위 V의 관계를 이용하여 물질의 

산화환원 전위 등 열역학적 특성을 얻는 방법은 Electrochemical Voltage 

Spectroscopy (EVS)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지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전류 

모드에서 많이 진행되므로 EVS법을 간략화하여 용량 차분 곡선으로 많이 

이용한다. 정전류 인가 조건에서 결과물인 용량 데이터와 전압를 얻는 조건을 

V = 10 mV 일정화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일정 전압 상승에 따른 

용량의 차분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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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dV = [Q(n+1)-Q(n)]/m[V(n+1)-V(n)] 

 

여기서 Q(n+1)과 Q(n), V(n+1)과 V(n)은 각각 인접한 데이터 포인트의 

용량과 전위를 나타내며, m은 활물질의 무게이다. 용량 차분 곡선은 단순 

전압 곡선에 추출해 낼 수 있는 곡선으로 전압곡선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산화환원의 plateau를 피크의 형태로 얻어낼 수 있어 전기화학적 분석 

방법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3.4 분석 

 

3.4.1 X-선 회절분석 (XRD) 

 

합성된 활물질의 상을 확인하고 리튬의 충방전에 따른 전극 활물질의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Rigaku 사의 D-MAX2500-PC 를 

사용하여 가속전압 40 kV, 전류 100 mA, sampling width 0.02 degree, 

scanning speed 5 deg/min의 조건하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9B HRPD 빔라인을 이용하여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HRPD)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샘플의 충방전 심도별로 

전극을 채취하여 polyimide 재질의 Kepton tape으로 밀봉하였다. 채취된 

전극은 불순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DEC 세척 후 진공 건조를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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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스펙트럼의 분석은 Fullproof/GSAS 프로그램를 이용하였다. 

 

3.4.2 주사 전자 현미경 (SEM) 분석 

 

제조된 물질의 입자 모양을 관찰하고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JEOL 사의 모델명 JSM-6360 을 사용하였다. 

 

3.4.3 X-선 흡수 분광 (XAS) 분석 

 

충반전시 일어나는 상변화 및 전이금속의 미세 구조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7D XAFS 빔라인에서 수행하였다. 샘플 준비는 

HRPD용 EX-situ 샘플의 준비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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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Li2MnO3 열화 기구 규명 및 개선 

 

4.1.1 Li2MnO3의 열화 기구 규명 

– OLO내의 Li2MnO3 열화를 통한 규명 

 

고결정성 Li2MnO3는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인 성질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열화기구를 해석하기 쉽지 않은 난점이 있어서 고온소성 OLO의 

열화기구를 규명함으로써 장수명시 Li2MnO3의 열화 기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해석을 위한 소재로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0.4Li2MnO3∙0.6NCM424 

조성의 OLO를 이용하였다. 합성된 OLO의 SEM image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수백 nm의 일차입자를 가지고 정형화된 이차 입자는 보이지 

않지만 수 um의 이차입자로 형성되었다. XRD 패턴으로 Li2MnO3가 포함된 

OLO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21o 내외의 초격자 피크가 잘 형성되어서 있음을 

그림 13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활물질을 전극화한 후 20 mA/g의 낮은 전류 밀도로 2~4.8 V 

구간에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저전류 밀도와 2~4.8V 전압 구간은 활물질의 

충분한 열화를 유도할 수 있는 높은 충방전 심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림 14에 도시된 바와 첫 충전시 4.5 V 내외의 Li2MnO3 활성화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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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시에는 대부분의 용량이 3.5V 이상 구간에서 발현되며 비교적 높은 

전압특성과 용량을 보이지만 10사이클째는 급격한 방전 용량의 감소가 

일어나며 3.5V 이하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방전 용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22사이클 수명 후 전극을 초기 전극과 비교하여 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15에 도시하였다. 그림15 (c)에서 보여지듯이 초기에는 

Li2MnO3의 영역에서 monoclinic 구조만 나타났지만 22사이클 후의 

샘플에서는 그림 15 (d)에서 보여지듯이 초기에 관찰되지 않았던 cubic 

spinel 구조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OLO내의 Li2MnO3의 열화기구를 Li2MnO3 단독소재로 가정하여 

전개한다면 아래 망간의 산화수 변화에 따른 열화로 설명할 수 있다. 

 

초기 충전 : Li2Mn4+O3  Mn4+O2 + 2Li+ + 1/2O2 + 2e- 

초기 방전 : Mn4+O2 + Li+ + e- 
 LiMn3+O2 

중간단계 충전 : LiMn3+O2  Mn4+O2 + Li+ + e- 

중간단계 방전 : Mn4+O2 + Li+ + e- 
 LiMn3+O2 

 

LiMnO2는 불안정상이이므로 충방전을 반복하게 되면 층상구조 산화물에서 

스넬 구조 산화물로 상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최종단계 충전: Li2Mn3+
2O4  Mn4+

2O4 + 2Li+ +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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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계 방전: Mn4+
2O4 + 2Li+ + 2e- 

 Li2Mn3+
2O4 

최종단계의 방전반응과 중간단계 방전반응을 비교해 보면 1몰의 망간에 

대해 반응에 참여하는 리튬과 전자는 동수이지만 스피넬에서는 4V 구간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3V에서 일어나는 두 단계 반응이 일어나며 특히 3V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방전은 망간 스피넬 양극 활물질의 열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망간이 반응에 참여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 42-  
 

 

 

 

 

 

Figure 12. 0.4 Li2MnO3∙0.6NCM424 OLO 의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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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0.4 Li2MnO3∙0.6NCM424 OLO 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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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0.4 Li2MnO3∙0.6NCM424 OLO 의 사이클에 따른 전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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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0.4OLMO∙0.6NCM424의 TEM, SADP image 

(a), (c) 충방전 전 (b), (d) 충방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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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Li2MnO3의 열화 개선을 위한 금속 치환 

 

4.1.2.1 Mo 치환을 통한 OLO 내의 Li2MnO3 성능개선 

 

Li2MnO3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가역성 결정 구조를 도입하여 Li2MnO3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로 백금이나 루테늄 같은 귀금속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망간의 산화환원 폭을 줄일 수 있는 6+ 상태가 존재하는 물질을 OLO내의 

망간과 치환함으로써 OLO내의 Li2MnO3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0.4Li2MnO3∙0.6NCM424 물질에서 일정량의 망간을 몰리브데늄으로 

치환하였다. 또 다른 다가 소재인 바나듐의 경우 미량 치환시에도 불순물이 

나타났고  크롬의 경우 Cr6+가 독성이 높은 관계로 제외하였다. 몰리브데늄은 

NCM과 공침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연소합성법을 통해 활물질을 제조하였다. 

몰리브데늄은 6+가 안정하므로 동일 몰의 니켈을 추가로 치환하여  

전이금속의 평균산화수는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그림 16에 치환양에 따른 

XRD 패턴을 비교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00 (0.4Li2MnO3∙ 

0.6LiNi0.4Co0.2Mn0.4O2), Mo05 (0.4Li2Ni0.05Mo0.05Mn0.9O3∙0.6LiNi0.4Co0.2 

Mn0.4O2), Mo10 (0.4Li2Ni0.10Mo0.10 Mn0.8O3∙0.6LiNi0.4Co0.2Mn0.4O2), Mo15 

(0.4Li2 Ni0.15Mo0.15Mn0.7O3∙0.6LiNi0.4Co0.2Mn0.4O2)로 각각 표현하였다. 

Mo05의 경우 뚜렷한 불순물 없이 OLO가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Mo10과 Mo15의 경우 NiMn2O4 불순물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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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몰리브데늄-니켈이 치환된 OLO 

Mo 00 : 0.4Li2MnO3∙0.6LiNi0.4Co0.2Mn0.4O2 

Mo 05 : 0.4Li2Ni0.05Mo0.05Mn0.9O3∙0.6LiNi0.4Co0.2Mn0.4O2 

Mo 10 : 0.4Li2Ni0.10Mo0.10Mn0.8O3∙0.6LiNi0.4Co0.2Mn0.4O2 

Mo 15 : 0.4Li2Ni0.15Mo0.15Mn0.7O3∙0.6LiNi0.4Co0.2Mn0.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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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00 활물질과 Mo05 활물질의 XRD 패턴을 이용한 Riedveld refinement 

결과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몰리브데늄의 치환으로 인해 a축과 c축이 

증가한 것은 Mo6+의 이온 반경이 0.59 Å이고 Ni2+의 이온 반경이 0.69 

Å으로 0.53 Å 인 Mn4+보다 큰 이온 반경을 가진 물질이 치환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림 18에 활물질의 SEM 관찰 결과를 도시하였다. 몰리브데늄 

치환의 결과 활물질의 일차입자가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뚜렷하지 

않게 있던 일차입자들의 경계가 뚜렷해 진 것을 볼 때 몰리브데늄 치환이 

열처리시 입자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활물질로 전극을 제작한 후 전기화학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충방전시 곡선을 그림 19에 도시하였다. 각 물질의 첫 사이클 방전용량은 

Mo00 (261 mAh/g), Mo05 (246 mAh/g), Mo10 (216 mAh/g), Mo15 (195 

mAh/g)으로 치환양이 증대될수록 뚜렷한 용량의 감소가 나타났다. 세부적인 

전압곡선의 비교에서 몰리브데늄의 치환으로 인해 충전시 그림19에서 A로 

표시된 4.5V 영역과 방전시 B로 표시된 3.4V 내외의 전압구간에서 용량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치환양에 따라 중금속인 몰리브데늄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극의 율특성을 그림 20에서 전압곡선으로 도시하였다. 몰리브데늄의 

치환이 율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C (250 

mA/g)전류에서의 방전용량은 샘플 순서대로 153, 192, 165, 149 mAh/g 

이다. 임피던스 분석결과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몰리브데늄 치환 

활물질은 방전 후 전극 저항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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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Riedveld refinemen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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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OLO SEM image 

Mo00 (b) Mo05 (c) Mo10 (d) M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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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몰리브데늄 치환 활물질 전극의 첫 사이클 충방전 특성 

(a) 전압 곡선 (b) dQ/dV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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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몰리브데늄 치환 활물질 전극의 율특성 비교 

(a) Mo00 (b) Mo05 (c) Mo10 (d) M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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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Nyquist plot 

(a) Mo00 (b) M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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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안정성에 관한 몰리브데늄 치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0.5C (125 

mA/g) 전류로 충방전을 진행한 결과 그림 22에서 보여지듯이 사이클 진행에 

따른 용량 감소와 충전 및 방전 피크의 이동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방전 수명 평가 후 충방전 심도에 따른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초기 전극 

상태와 비교하여 그림 23과 그림 24에 도시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단순  

OLO의 경우 50사이클 평가 후 LixMn2O4 cubic spinel의 (311) 피크가 

나타나며 비정질화 경향이 나타났다. 스피넬 LixMn2O4의 (311) 피크 위치는 

36.2o ~ 36.9o로 수명 평가 후 생성된 피크와 매우 잘 일치된다. 이에 반해 

몰리브데늄이 치환된 OLO는 사이클 평가 후에도 매우 높은 결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스피넬 상의 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몰리브데늄의 치환은 OLO내의 Li2MnO3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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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사이클에 따른 dQ/dV 곡선 

(a) Mo00 (b) M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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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Mo00의 수명평가 후 XRD 분석 

(50 사이클 후 Ex-situ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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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Mo05의 수명평가 후 XRD 분석 

(50 사이클 후 Ex-situ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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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Ni 치환을 통한 Li2MnO3 성능개선 

 

OLO에서 Li2MnO3는 기존 NCM이나 LCO 등과 비교해 큰 용량을 

발현하는 중심 조성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Li2MnO3의 근원적인 특성인 상전이 현상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것은 

OLO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림 25의 금속 치환의 포메이션 

에너지에 대한 계산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NCM 영역과 Li2MnO3 영역이 

공존하는 OLO에서는 모든 금속들이 NCM층으로 치환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OLO에서 Li2MnO3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Li2MnO3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정성 있는 금속 치환을 

통해 Li2MnO3 자체를 양극활물질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선행 실험을 통해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금속의 치환은 Li2MnO3 자체의 

성능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서 전이금속의 치환에 집중하였다. 그림 

26에 Li2MnO3와 LiMnO2 에 대한 원소 치환시 heat of formation 계산 

결과를 도시하였다. 계산 결과 질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들의 치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추가적인 전도성 계산과 공침 가능성 검토를 통해 

대상 물질을 니켈로 선정하였다. 

공침법을 이용하여 Li2MnO3와 니켈이 치환된 Li2MnO3를 제조하였다. 망간 

치환의 경우와 리튬 치환의 경우, OLO에 가까운 조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결정성 Li2MnO3로 제조할 경우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 59-  
 

 

 

 

 

 

Figure 25. Guest metal 치환시 위치에 따른 포메이션 에너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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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Heat of formation 계산 결과 (in LiMnO2 and Li2M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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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ICP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2~3%의 편차를 

제외하고는 목표 조성에 잘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편리성을 위해 

온도별 조성별로 샘플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Sample 1-4는 600oC, sample 

5,6는 900oC 로 열처리 조건을 달리하였다. Li2MnO3는 결정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온 소성 활물질과 

고온 소성 활물질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Sample 1과 sample 5는 순수한 Li2MnO3의 조성을 가지게 설계되었고 

sample 2와 sample 6은 조성 중 0.1 리튬을 동수의 니켈로 치환하였다. 

Sample 3는 니켈 치환의 선택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0.1 망간을 동수의 

니켈로 치환하였다. 마지막으로 sample 4는 니켈 치환의 극단적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0.25 리튬을 동수의 니켈로 치환하였다. 

제조된 물질들의 HRPD 결과를 그림 27 (a)에 도시하였다. 그림 27 (b)에 

본 활물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의 망간산화물의 비교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Li2MnO3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900oC 열처리된 sample 5, 6는 부산물 피크가 보이지 않는 monoclinc 

Li2MnO3로 나타났다. 저온 열처리 활물질인 sample1 ~ 4는 불순물이 

존재하고 Li1-xMnO4 스피넬이 미량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림 

28의 전압 곡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온 열처리 활물질인 sample 

1~4에서는 2.8V 내외의 방전반응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고온 열처리 

활물질인 sample 5, 6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기화학적 결과로 뚜렷이 

나타나는 2.8V 내외의 방전 피크를 설명할 만한 분석 결과가 얻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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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스피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구조에서 망간의 

산화수가 3.5+에서 3+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89]. 

그림 29에 활물질의 수명 특성을 도시하였다. Sample 1과 5의 차이는 고온 

소성 Li2MnO3의 전기화학적 비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Sample 1-3을 

비교해 보면 니켈의 치환은 Li2MnO3의 초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며 특히 

리튬과의 치환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Sample 4는 0.25 리튬을 동일 

몰의 니켈로 치환하였기 때문에 고온 소성시에는 니켈이 Li2MnO3에 치환될 

수 있는 고용한계를 넘어서서 0.5Li2MnO3∙0.43 LiNi0.5Mn0.5O2 

∙0.07LiMn2O4의 3상 복합체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90, 91]. 니켈 

치환의 효과는 고온 열처리 Li2MnO3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용량 및 우수한 

수명 특성이 나타남을 sample 6의 평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0에 수명에 따른 전압 특성을 dQ/dV 도시를 통해 나타내었다. 저온 

열처리 활물질 sample 1-4에는 공통적으로 초기 2.8 V 방전 피크가 

나타나고 반복적인 충방전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유사 

스피넬의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충방전을 반복할 경우 2.8 V 

방전 피크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 존재하던 유사 스피넬상은 

수명특성에 긍정적 효과를 부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Sample 1과 

sample3은 충방전이 반복되며 전체 전압 구간에서 방전 용량이 감소하여 

저온 열처리 Li2MnO3 및 망간을 니켈로 치환한 경우는 수명 특성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리튬을 니켈로 치환하고 고온 열처리한 sample 6의 

경우 초기 충방전 용량도 비교적 높게 나오며 반응 전압이 안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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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을 치환한 Li2MnO3는 전기화학적 충방전이 어려운 고결정성 Li2MnO3의 

충방전이 가능하게 하고 장수명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여 단독 양극 

활물질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CM과의 복합화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OLO를 합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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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니켈 치환 Li2MnO3의 ICP 분석 결과 

Sample 

number 
Target material 

Metal atomic ratio 열처리 온도 

(oC) Li Ni Mn 

Sample 1 Li2MnO3 1.983  1 600 

Sample 2 Li1.9Ni0.1MnO3 1.927 0.103 1 600 

Sample 3 Li2Ni0.091Mn0.909O3 2.256 0.103 1 600 

Sample 4 Li1.75Ni0.25MnO3 1.752 0.248 1 600 

Sample 5 Li2MnO3 1.978  1 900 

Sample 6 Li1.9Ni0.1MnO3 1.927 0.102 1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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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HRPD - 니켈 치환 Li2M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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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니켈 치환 Li2MnO3 첫 사이클 전압 특성 

(a) 전압-용량 곡선 (b) dQ/dV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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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니켈 치환 Li2MnO3의 수명 특성 

(a) 방전 용량 곡선 (b) 충방전 효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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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니켈 치환 Li2MnO3의 수명에 따른 dQ/dV곡선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f) Samp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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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복합상 내에의 Li2MnO3 반응 기구 

 

복합상 내의 Li2MnO3의 초기 반응 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synchrotron X-선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초기 충방전 반응 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제안된 OLO 반응 기구는 0.4Li2MnO3∙0.6LiNi0.5Mn0.5O2 (분자량 : 

104.181 g/mole) 활물질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92, 93] 

 

1 단계 : 충전시 Li2MnO3 활성화 이전 단계 (~4.4V) 

0.4Li2MnO3∙0.6LiNi0.5Mn0.5O2 

 0.4Li2MnO3∙0.6Ni0.5Mn0.5O2 + 0.6Li+ + 0.6e- 

 

2단계 : 충전시 Li2MnO3 활성화 단계 (4.4 ~ 4.6V) 

0.4LiMnO3∙0.6Li1-xNi0.5Mn0.5O2  

 0.4MnO2∙0.6Ni0.5Mn0.5O2 + 0.8Li+ + 0.8e- + 0.2O2↑ 

 

상기 반응식에서 완전 충전될 경우 0.4Li2MnO3∙0.6LiNi0.5Mn0.5O2 

활물질에서 리튬이 완전히 탈리되며 이 때의 용량이 활물질의 이론 

충전용량이다. 0.4Li2MnO3∙0.6LiNi0.5Mn0.5O2 활물질의 이론 충전 용량은 1 

몰의 0.4Li2MnO3∙0.6LiNi0.5Mn0.5O2 활물질이 방출할 수 있는 1.4 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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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과 전자에 의해 발생되며 약 360 mAh/g 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LiCoO2의 이론 충전 용량 ~ 274 mAh/g)  

첫 충전 반응은 Ni2+  Ni4+ 반응과 산소 발생 반응이 수반되며 

일반적으로 산소 발생 반응은 가역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아래와 같이 

방전 반응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방전 반응 (2 ~ 4.6V) 

0.4MnO2∙0.6Ni0.5Mn0.5O2 + Li+ + e-  0.4LiMnO2∙0.6LiNi0.5Mn0.5O2 

 

위 방전 반응은 1몰의 0.4MnO2∙0.6Ni0.5Mn0.5O2 가 1몰의 리튬을 

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계산 

방식에 의거하여 원래의 0.4Li2MnO3∙0.6LiNi0.5Mn0.5O2 1몰에 대해 1몰의 

리튬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용량 257 mAh/g이 본 물질의 이론적 방전 

용량이 된다. 이 때 초기 충전시 산화수 변화가 있었던 Ni4+는 다시 Ni2+로 

돌아오고 추가적으로 MnO2 상태의 Mn4+가 Mn3+로 산화수가 변화되며 

충방전시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화학적 평가에서 발생하는 비이상적 

고용량 발현, 85% 이상의 효율 등 제시된 반응기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4.2.1 HRP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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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 0.4Li2MnO3∙0.6LiNi0.5Mn0.5O2 활물질의 HRPD 분석 결과를 

도시하였다. 초기 상태의 0.4Li2MnO3∙0.6LiNi0.5Mn0.5O2는 LiMO2 layered 

구조(Rhombohedral, R-3m)와 Li2MnO3(Monoclinic, C2/m)의 복합 구조로 

나타나는 상태이며 20~23o 사이의 초격자 피크도 매우 선명히 나타나는 

상태이다. 0.4Li2MnO3∙0.6LiNi0.5Mn0.5O2 활물질을 전극화하여 충방전을 

진행하며 30 mAh/g으로 분할하여(그림 32 (a)) 각 충방전 심도별로 HRPD 

분석을 한 결과를 그림 32 (b)와 그림 32 (c)에 도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OLO 초기 충방전 반응 기구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3에 구간별로 확대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첫 번째 충방전시 그림 33 

(a)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층상산화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전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003) 피크가 저각으로 이동하고 (111), (110) 피크 등은 

고각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고 만충전 후 방전시에 원래의 위치로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충방전시에도 첫 번째 충반시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첫 충전시 (110) 피크의 변화를 보면 그림1의 6번까지 

고각으로 큰 변화가 보이고 이후 큰 변화없이 완전 충전된 후 방전시에는 

전구간에서 변화가 발생된다. 

충전 심도상 첫 충전시 6번 샘플은 약 150 mAh/g 정도의 용량이 충전된 

구간이며 약 4.4V 내외로 니켈의 반응영역과 Li2MnO3의 반응영역이 

교차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 두 번째 충방전부터는 전구간에서 

연속적인 (110) 피크의 변화가 보인다. OLO와 일반적인 R-3m LiMO2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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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Co, Mn 등) 물질간에 가장 회절 패턴의 차이는 약 21o 내외의 초격자 

피크이며 Li2MnO3 내의 리튬 중 망간 층에 존재하는 리튬은 가역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 3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초기 2회 충방전시 

초격자 피크의 가역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110) 피크의 경우와 반대로 6번 샘플까지 나타나던 초격자 피크가 

7번 샘플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7번 샘플부터 

Li2MnO3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단, 방전 말기에 첫 충방전시 19번 샘플이나 두 번째 충방전시 15번 

샘플에서 보여지듯이 일부 Li2MnO3가 가역적으로 소멸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에 제기되던 완전한 상전이 후 가역적 반응의 지속이라는 

이론에 위배되므로 새로운 반응기구의 제시가 필요하다. 

충전 전 전극과 4.8 V까지 완전 충전 후의 전극을 비교한 SEM 분석 

결과에서도 초기 충전 후 산소 발생이나 Li2MnO3의 상전이에 따른 

응축효과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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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OLO 전극 활물질의 HRP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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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x-situ HRPD profile 

(a) 충방전 곡선 및 샘플링 충방전 심도 

(전류 밀도 : 20 mA/g, 용량 간격 30 mAh/g) 

(b) 첫 번째 충방전시 HRPD full scale profile 

(c) 두 번째 충방전시 HRPD full scal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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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구간별 HRPD profile 

(a) 첫 번째 충방전 (b) 두 번째 충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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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충방전에 따른 초격자 피크의 변화 

(a) 첫 번째 충방전시 변화 (b) 두 번째 충방전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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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전극의 SEM image (a) 충전 전 상태 (b) 4.8 V 충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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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의 충방전 반응 기구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충방전 심도에 따른 HRPD 

결과를 바탕으로 Fullprof/G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efinement를 

진행하였다. 

그림 36에 계산된 격자상수와 산소점유도의 변화를 도시하였으며 앞의 

정성적 비교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보다 세밀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첫 충전 반응에 따른 격자상수와 산소점유도의 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충전시 1~6구간에서는 c축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리튬의 

층간탈리에 따른 음이온간의 척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1~6구간에서는 충전이 

계속될수록 니켈의 산화수가 증가하고 니켈의 이온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a 

축이 감소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구간에서는 층상화합물에서 

전이금속이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므로 물질내의 산소점유도의 변화는 없다.  

6~9 구간까지는 Li2MnO3내 리튬층의 리튬이 탈리되는 충전반응 구간으로 

리튬 2원자와 산소 1원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이 일어나며 망간의 

산화수는 4+에서 변화가 없고 산소음이온의 반응 참여로 인해 격자내 

전체적인 전하의 균형이 일어나서 격자상수의 변화가 없다 [94]. 이후 9~11 

구간에서는 Li2MnO3내 망간층의 리튬이 탈리되는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c 격자상수가 감소하게 된다 [95]. 

격자상수의 변화와 달리 산소점유도의 경우 6번 이후의 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게 되며 이는 6번 구간 즉 150 mAh/g, 4.4V 이상의 구간에서는 

Li2MnO3의 리튬과 산소의 방출이 주된 반응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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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이클에서의 방전에서는 충전의 거동과는 다소 상이한 거동이 

나타난다. 초기 11~12 구간은 충전말기 일어난 반응의 역반응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으며 충전시와는 상이하게 a축은 전체 방전 구간에서 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c축과 산소 점유도는 12~15 구간에서 일정하고 

방전 중반 이후에 c축의 증가와 산소점유도의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OLO 활물질에서 초기 비가역적 반응에 의한 효율 감소 및 

전압의 개형변화는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지만 산소점유도의 증가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초기 비가역적 요소가 많이 제거된 두 번째 사이클에서의 충방전 심도에 

따른 격자상수와 산소점유도의 변화를 그림 37에 도시하였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의 경향과 달리 두 번째 사이클에서의 a축 및 c축은 충전과 

방전시 상당히 가역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활성화 과정 중 비가역적 반응 및 구조 변화를 야기하지만 두 번째 사이클 

이후에는 충방전 간에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남을 구조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도 산소점유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충전시 산소의 빈 

격자점을 형성하지만 방전 중에 다시 물질의 구조 내로 산소가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i2MnO3  MnO2 + Li2O 

MnO2+Li  LiMnO2  

라는 기본적인 충방전 반응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OLO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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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MnO3는 초기 충방전시 LiMnO2로 완전히 전이되지 않고 충전 및 방전 후 

가역적으로 Li2MnO3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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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첫 번째 사이클 충방전 심도에 따른 refine 결과 

(a) 격자 상수의 변화 (b) 산소점유도의 변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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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두 번째 사이클 충방전 심도에 따른 refine 결과 

(a) 격자 상수의 변화 (b) 산소점유도의 변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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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XAFS 분석 

 

전술한 HRPD 분석과 동일한 충방전 구간에서 XAFS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분석을 실시하였다. 충전과 방전시 망간과 니켈의 산화수 및 

주변 미세 구조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HRPD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그림 38에 첫 번째 충전시의 초기 XANES 분석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 38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1-5 구간에서 니켈의 산화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며 이는 이는 니켈의 산화수가 2+에서 4+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이 구간에서 망간의 산화수 변화는 없는 상태이며 곡선의 

변화는 망간 주변의 미세 구조가 변화함을 시사한다 [96]. 

또한 5-11 구간에서는 니켈이나 망간의 산화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지만 니켈의 산화수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번 

이후의 영역에서 산소의 방출에 의해 산소의 빈격자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주변 니켈의 산화수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XANES 분석 결과는 EXAFS 분석의 결과와 연결할 수 있는데 

EXAFS 분석의 결과는 그림 39에 도시하였다. 마찬가지로 1-5 구간에서의 

니켈에서 큰 변화가 있음이 나타난다. 충전 초기 니켈의 산화수가 2+에서 

3+로 변화하면서 Jahn-teller distortion에 의한 규칙성의 감소로 Ni-O 

피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니켈의 산화수가 3+에서 4+로 

변화되며 규칙성이 증가되며 Ni-O 피크가 증가하게 된다. 5번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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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ES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소의 빈격자점 발생으로 인해 Ni-O 피크와 

Ni-TM 피크의 작은 변화가 관찰된다. 

1-5 구간에서의 망간의 변화는 Li(Ni0.5Mn0.5)O2 상에서 리튬이 탈리되고 

니켈의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에 의해 나타난다. 리튬의 탈리에 의해 산소간 

척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c축의 증가로 인해 규칙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Mn-O, Mn-TM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11 

구간에서의 변화는 리튬과 산소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Mn-O 결합에 영향을 미치지만 Mn-TM 결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전시 전이금속의 산화수 변화와 미세 구조 변화에 대한 XANES와 

EXAFS 분석을 그림 40과 그림 41에 도시하였다. 니켈의 경우 충전 과정 

중의 변화와 비교할 때 가역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충전시 

니켈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은 매우 짧은 구간으로 초반 약 120~150 

mAh/g의 충전 용량이 발현되는 영역에서 일어난 반면 방전시에는 약 180 

mAh/g의 방전 용량이 발현되는 영역까지도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니켈의 산화수 변화와 함께 또 다른 반응이 있음을 의미하는 데 

방전 말단의 17-19 구간에서의 변화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 

방전시 XANES와 EXAFS 결과를 놓고 볼 때 망간의 산화수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며 EXAFS에서의 망간의 Mn-O 피크의 변화는 구조내로 

산소가 다시 삽입되는 반응을 수반한다는 refinement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방전상인 Li2-2xMnO3-x 의 구조가 유지된 상태로 일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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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리튬이 다시 되돌아가는 반응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위의 분석 결과와 평가된 셀용량을 바탕으로 실제적 첫 번째 충방전 

반응식은 아래와 같은 수식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와 같은 가정과 예측을 바탕을 하였다. 

- 전해액 부반응과 같은 용량 손실 반응은 없다. 

- LiNi0.5Mn0.5O2는 100% 가역적으로 반응한다. 

- 망간의 방전 반응 참여는 없다. 

- 이론적 용량 

OLO 내의 LiNi0.5Mn0.5O2의 이론 용량 : 154.3 mAh/g 

OLO 내의 Li2MnO3의 이론 용량 : 205.8 mAh/g 

- 실제 활물질의 용량 

OLO 총 충전용량 : 288.4 mAh/g 

OLO 내의 LiNi0.5Mn0.5O2의 용량(1-5) : 120 mAh/g 

OLO 내의 Li2MnO3의 용량 : 168.4 mAh/g 

OLO 총 방전용량 :240 mAh/g 

니켈 반응 구간 : 11-17, 180mAh/g 

 

충전 반응 

 

1 단계 : 충전시 Li2MnO3 활성화 이전 단계 (~4.4V) 

0.4Li2MnO3∙0.6LiNi0.5Mn0.5O2  0.4Li2MnO3∙0.6Li0.22Ni0.5Mn0.5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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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8Li+ + 0.468e- 

2단계 : 충전시 Li2MnO3 활성화 단계 (4.4 ~ 4.6V) 

0.4LiMnO3∙0.6Li0.22Ni0.5Mn0.5O2  0.4Li0.36MnO2.18∙0.6Li0.22Ni0.5Mn0.5O2 + 

0.655Li+ + 0.655e- + 0.164O2↑ 

 

방전 반응 

 

니켈 산화수 변화 단계 (4.6 ~ 3.4V) 

0.4Li0.36MnO2∙0.6Li0.22Ni0.5Mn0.5O2 + (0.468+0.233)Li+ + 0.702e- + 

0.058O2  0.4Li0.943MnO2.47∙0.6LiNi0.5Mn0.5O2 

 

니켈 산화수 불변 단계 (< 3.4V) 

0.4Li0.94MnO2.47∙0.6LiNi0.5Mn0.5O2 + 0.233Li+ + 0.233e- + 0.058O2  

0.4Li1.52MnO2.76∙0.6LiNi0.5Mn0.5O2 

 

따라서 OLO 활물질의 반응에서 충전 반응에 참여하였던 산소 중 약 73% 

정도의 산소가 가역적으로 방전 반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산소의 존재형태에 대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이클까지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산소의 가역적 산화환원 

반응은 OLO의 개선을 위한 물질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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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첫 번째 충전시 XANES 분석 

(a) 1-5 구간의 Ni K-edge 변화 (b) 5-11 구간의 Ni K-edge 변화 

(c) 1-5 구간의 Mn K-edge 변화 (d) 5-11 구간의 Mn K-edge 변화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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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첫 번째 충전시 EXAFS 분석 

(a) 1-5 구간의 Ni K-edge 변화 (b) 5-11 구간의 Ni K-edge 변화 

(a) 1-5 구간의 Mn K-edge 변화 (d) 5-11 구간의 Mn K-edge 변화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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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첫 번째 방전시 XANES 분석 

(a) 11-17 구간의 Ni K-edge 변화 (b) 17-19 구간의 Ni K-edge 변화 

(c) 11-17 구간의 Mn K-edge 변화 (d) 17-19 구간의 Mn K-edge 변화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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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첫 번째 방전시 EXAFS 분석 

(a) 11-17 구간의 Ni K-edge 변화 (b) 17-19 구간의 Ni K-edge 변화 

(c) 11-17 구간의 Mn K-edge 변화 (d) 17-19 구간의 Mn K-edge 변화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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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인 Li2MnO3∙NCM 복합상을 합성하여 

Li2MnO3의 초기 충방전 반응 기구와 열화 기구에 대해 규명하였고 Li2MnO3 

개선과  Li2MnO3∙NCM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전이금속의 치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헌 조사의 결과,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그리고 여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공침법을 통해 Li2MnO3∙NCM 복합상을 합성하였고 XRD 분석을 통해 

층상 구조의 복합상임을 확인하였다. 수명 평가를 거친 복합상의 TEM과 

XRD 분석을 통해 열화의 원인이 스피넬 상의 형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ED 

패턴과 XRD패턴에서 원래의 층상구조가 층상구조와 스피넬의 복합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Li2MnO3∙NCM 복합상의 성능 개선을 위해 몰리브데늄과 니켈을 일정량의 

망간과 치환하여 전기화학적 거동을 살펴보았다. 몰리브데늄의 양이 

Li2MnO3상내의 망간에 대해 10% 이상인 경우 불순물상이 형성되는 것과 5% 

조성에서는 불순물이 없이 성공적으로 치환되는 것을 XRD 패턴으로 확인하

였다. 또한 SEM 분석을 통해 몰리브데늄의 치환양이 증가할수록 물질의 1차

입자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치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평가 결과 초기 5% 치환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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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C 용량은 246 mAh/g 로 단순 복합상의 261mAh/g 에 비해 감소하였지

만 수명특성의 뚜렷한 개선이 있었다. 수명 평가 후 샘플의 XRD 분석에서 몰

리브데튬 치환 활물질에서는 Li2MnO3의 상전이 결과물인 스피넬 상의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적절한 전이금속의 치환을 통한 

Li2MnO3 안정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3. Li2MnO3 단독 조성의 안정화를 위해 니켈 치환 실험을 진행하였다. HRPD 

분석결과 600oC 열처리 샘플의 경우 불순물이 존재하며 고결정성 Li2MnO3를 

제조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전기화학적 평가 결과 

초기 스피넬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반해 900oC 샘

플의 경우 고결정성 Li2MnO3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니켈이 성공적으로 치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절한 치환의 설계를 위해 리튬을 치환한 경우와 망간을 치환한 경우를 비

교해서 평가한 결과 리튬 치환의 경우가 망간 치환을 한 경우보다 우수한 수

명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망간층의 리튬을 일정량의 전이금속으로 치환함으로

써 상전이가 보다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부분의 기

존 문헌이 저결정성 Li2MnO3에 대해 평가하고 반응기구를 연구한 것에 반해, 

본 연구 결과 니켈의 치환은 고결정성 Li2MnO3의 활성화와 장수명 안정성(초

기 용량 150 mAh/g, 최대용량 > 200mAh/g, 94.6% 용량 유지율 @ 50사이

클)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어 Li2MnO3의 보다 정확한 반응기구 및 열화기구 

연구에도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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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상을 이용한 EX-situ HRPD 분석과 XAFS 분석을 통해 초기 반응기

구에 대한 연구 결과 기존에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Li2MnO3의 초기 반응 기구

에 대해 보다 정확한 반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충전시 고전압에서의 거동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리튬의 탈리와 함께 

산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산소의 빈격자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분석 및 해석 결과 방전시 대부분의 산소 격자점으로 산소들이 되돌아오는 가

역적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실제적인 용량을 바탕으로 충전 반응

으로 격자를 빠져나간 산소의 73% 정도가 가역적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계산은 NCM의 반응 용량을 120mAh/g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

을 모두 Li2MnO3의 반응 용량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차가 발생하

지만 산소의 가역적 반응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Li2MnO3는 단독 물질 또는 복합상의 물질로 매우 흥미로운 고용량 양극 

후보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화기구 규명 및 전이금속 치환을 통해 수명

특성의 개선을 시도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다양한 원소의 특성

을 이용한 다종 치환을 통해 상안정성 향상과 활성화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비가역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산소의 반응성에 대

한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산소의 가역적 반응은 Li2MnO3 단독상에서는 없

는 현상으로 과연 복합상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산소의 가역적 반응을 가능하

게 하는지, 어느 정도의 사이클까지 가역적인지, 이 반응의 속도는 어느 정도

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Li2MnO3의 



- 94-  
 

성능 개선과 복합상에서의 반응 기구 규명을 통한 실용적 접근에 있어 큰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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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gradation mechanism and enhancement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 for 

overlithiated manganese oxide 

 

Jaegu Yoon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ithium ion batteries have become one of the candidates as next 

generation energy storage device, because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very important for human being. Until now the commercial 

lithium ion batteries were generally used as an energy source for mobile 

electronic devices. The requests for high capacity, long cycle life and 

low cost are increasing for the EV (Electric Vehicle), ESS (Electric 

Storage System) applications. 

In many research groups, cathode materials having high specific 

capacity have been studied. Cathode materials are composed of lithium, 

transition metals and anions. Spinel oxide and olivine phosphat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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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tability compared with layered oxide but they can’t be used as a 

high capacity cathode material because of low gravimetric capacity and 

density. Layered oxides (ABO2) have a high theoretical capacity and 

density because of close packed structure. But the practical capacities of 

ABO2 layered oxides are restricted by the structural stability. Recently 

the layered-layered composite oxide (LiMO2•Li2MnO3, M = Ni, Co, Mn) 

attracts the great interest because of its abnormally high capacity and 

reasonable cycle life. But there are a lot of concerns for reaction 

mechanism and failure mechanism of this composite material.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mechanism and enhancement of Li2MnO3 monoclinc layered oxide.  

Li2MnO3 and LiMO2•Li2MnO3 composite oxide precursor were fabricated 

by combustion method or co-precipitation method. And subsequent  

thermal treatment was conducted for the oxidation. We conducted 

electrochemical test, synchrotron X-ray analysis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analysis to verify materials and reaction 

mechanism. 

We have studied electrochemical reaction and failure mechanism of 

Li2MnO3 in LiMO2•Li2MnO3 composite oxide because electrochemical 

activation of well crystallized pure Li2MnO3 is difficult. In case of 

composited Li2MnO3, Li intercalation & de-intercalation accompan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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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reaction. This reaction chemistry is different form previously 

most believed mechanism which insists change in oxidation state of 

manganese. Reversible oxygen reaction is transitional one but it is very 

important for material design and characterization. And we can explain 

the abnormal capacity and efficiency. Degradation of Li2MnO3 was due to 

spinel transformation from layered oxide, as proposed.  Furthermore the 

transformation can induce the electrode degradation. 

We have enhanced Li2MnO3 in LiMO2•Li2MnO3 composite oxide by Mn 

substitution with Mo. The solubility limit of Mo in OLO was very low but 

slight replacement improved the cycle performance and rate capability. 

Multivalent Mo can play a role as a charge center. For the 

electrochemical enhancement of well crystallized Li2MnO3, Ni 

substitution was conducted. Ni substitution accelerated the activation of 

Li2MnO3. Especially Li/Ni substitution was very effective. The phase 

transform to spinel was not interrupted but the voltage profile was very 

stable after spinel transformation. 

 

Keywords : lithium ion battery, cathode, layered oxide, Li2MnO3, 

LiMO2•Li2MnO3 composite oxide,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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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끼쳐드렸음에도 항상 따뜻한 선생님의 깊으신 배려 덕분에 제가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시고 부족함을 

일깨워 주신 이정중 교수님, 박병우 교수님, 김한수 교수님 그리고 임동민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이 계시지만 딱 한 분만 실명으로 적겠습니다. 나랑 

비슷하게 수업 받고 심사과정을 두루 신경 쓴 후배인 병철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후배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공부한다고 짜증만 늘어난 남편을 늘 다독이고 현명하게 

대처해 준 나의 반려 민아에게는 고마움과 함께 여러 가지로 미안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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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합니다. 고마워요.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아빠랑 절친인 우리 

상현이도 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될 때쯤이면 아빠가 정말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자상하게 저희 부부를 

바라봐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늦게나마 박사학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기뻐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이 글에서 일일이 감사를 표시하지 못 했지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신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 이 

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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