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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리튬 이차 전지의 음극재인 흑연은
재료가 갖는 낮은 이론 용량 (372 mAh g-1) 때문에 고용량,
고출력 배터리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후보군 중 Fe2O3는 현재 상용화된 흑연에 비해 2.5배
이상의 높은 이론 용량 (1007 mAh g-1)을 가질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낮은 가격 때문에 차세대 음극재로 많은 주목을
받는 재료이다. 그러나 Fe2O3 는 비가역 용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충·방전 과정 중 발생하는 부피 팽창의 문제는 배터리
i

용량과 수명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안정된 solid electrolyte interphase(SEI) layer의
형성을 통해 활물질의 구조 안정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충·방전

과정

중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SEI

layer는

바인더와 전해액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현재까지 보고된 Fe2O3
음극재

관련

사용되었지만

선행

연구에서

고출력,

고용량의

다양한

바인더와

전해액이

Fe2O3

음극재에

최적화된

바인더와 전해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Fe2O3를 음극 활물질로 사용하여 poly(acrylic
acid) (PAA),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carboxymethyl
cellulose (CMC), PAA+CMC (1:1 wt%) 4가지 바인더와 vinylene
carbonate (VC),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2가지 전해액
첨가제가 충·방전 특성 및 표면 피막(SEI layer)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Fe2O3 활물질에 최적화된 전기화학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바인더 비교 분석 결과, PAA
바인더 사용시 다른 바인더에 비해 수명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A 바인더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바인더-바인더,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ii

VC 첨가제는 활물질 표면에 보다 얇은 두께의 SEI layer 를
생성시킴으로써 충∙방전 반응 시 전기화학 impedance를 크게
줄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효과를 통해 VC가 첨가된
샘플은 비가역 용량 19%까지 감소하였고 100-150 mAh g-1 의
용량 상승을 보여주었다.
Keywords: 리튬 이차전지, Fe2O3, 음극, 바인더, 전해액, 표면 피막

Student Number: 2014-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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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며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체제의 수립을 위해
파리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ichard

E.

Smalley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되는 에너지는 전체 생성되는 에너지의
50%를 차지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1]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의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가변성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포함한

저장장치에
다양한

관한

연구가

이차전지들은

화학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필요하다.
생산된

리튬이온전지를
전기

(충전) 반대로

변환해

에너지를

전극

주는 (방전)

물질의

시스템으로

방전 후 재충전을 통해 반복적인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차전지는 에너지 산업계에서 각광받는
1

energy storagy system (ESS)으로 현재 각각의 전지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Table 1.1은 다양한
이차전지 시스템들로 각 전지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Sony사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는

다른 이차 전지인 니켈 금속 수소화물 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납축전지 등에 비해 높은 용량과 출력을 갖는다.[2] (그림
1.1)은 이차전지 종류별 비출력과 비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
리튬은

원자

°

⁄ ) = 3.04

[

(

무게가

가볍고

낮은

산화환원

전위

vs standard hydrogen electrode (SHE)]

를 갖는 장점이 있다.[3] 이 같은 리튬의 장점은 전지의 작동
전압과 에너지 밀도를 향상 시켰다. 리튬이온전지는 높은 작동
전압과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그 응용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 스마트 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이미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가

들어가

있으며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ESS장치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및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EV)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려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고 상용화된 HEV도 일부 상용화 단계에 있다.
(e.g. Toyota Prius)
차세대 휴대용 전자기기, ESS, 그리고 EV용 리튬이온전지에
2

있어서

보다

향상된

출력

특성과

고용량,

고수명

특성이

요구된다.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음극재인
흑연은

리튬

전극

(Li+/Li)대비

0-0.25

V로

리튬이온과의

전기화학 반응 전위가 금속 리튬과 가깝고, 충·방전 과정에서
결정구조의

반응이

작아

전극에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튬이온전지에 사용
시 372mAh g-1의 작은 이론 용량과 첫번째 충·방전 과정에서
구조내

리튭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용량

손실은

대용량

배터리의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3-6] 음극 소재 관련
연구는 다른 탄소 구조를 통해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실리콘(Si),

전이금속산화물과

같이

새로운

음극

소재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5, 7]
리튬이온전지 음극재의 여러 후보군 중 Fe2O3는 흑연에 비해
약 2.5배 이상의 이론 용량 (1007 mAh g-1)을 갖는 물질로
환경 친화적이고 다루기 쉬울 뿐 아니라 지각에 분표하는 양이
많아 상용화 시 가격적인 장점이 있는 소재이다.(그림 1.2)
하지만 Fe2O3는 리튬과 반응 시 부피 팽창, 재료가 갖는 낮은
전도성 등의 단점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충·방전 시
배터리 용량 손실의 원인이 된다. Fe2O3의 특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이는 2장 문헌연구에서
3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충·방전 과정 중 활물질의 부피 팽창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안정하고 균일한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 layer 형성을 통해 전극의 안정성 향상이
제시되고 있다. 충·방전 과정 중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SEI
layer는 전극 제작 시 사용되는 바인더와 전해액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충·방전 과정 시 활물질의 부피 팽창 문제가 있는
Si의 경우 바인더와 전해액이 SEI layer 생성과 리튬이온전지
특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보고가
있었다.[8-12] 하지만 Fe2O3의 음극 활물질에 적합한 바인더와
전해액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13, 14]
본

연구에서는

부피

팽창으로

인한

용량

감소를

막고

리튬이온과의 반응을 넓힐 수 있는 구조로써 자기조립 된
Fe2O3

구조를

리튬이온전지
Polyvinylidene

reflux

방법을

음극제로

활용해

fluoride

(PVDF),

통해

합성하였고

보고자

한다.

Polyacrylic

이를
또한,

acid(PAA),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CMC), PAA+CMC (1:1 wt%)
(CP) 4가지 바인더와 vinylene carbonate (VC),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2가지 전해액 첨가제가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바인더와
4

전해액에 따라 형성되는 SEI layer 분석을 통해 Fe2O3 음극재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바인더와 전해액 첨가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5

Table 1.1 다양한 이차전지 시스템과 그 특징[15]

6

Figure 1.1 이차전지별 비출력과 비에너지를 나타낸 Ragone
plots[16]

7

Figure 1.2 리튬이온전지용 음극재 별 이론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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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리튬이온전지

2.1.1. 리튬이온전지 원리

그림

2.1은

대표적인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전지는 크게 양극과 음극이 분리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부
회로는

전자를

전해질은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양극과 음극에 사용되는 소재의 전위차에 따라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며 기전력에 의해서 전지는 충·방전이 일어나고 각 전극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방전

(discharge)은

전지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방전 시 음극에
있던 리튬 원자가 전자를 잃고 리튬이온이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양극에서는 리튬이온이 외부 회로를 통해 온 전자에
의해 리튬이 되는 환원반응이 일어난다. 반대로 충전과정에서는
음극에서 환원반응이 일어나며 양극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방전

과정에서

산화되는
9

전극을

음극,

환원되는

전극을 양극이라 정의한다.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는 흑연
(graphite)를 음극재로, LiCoO2와 같은 리튬-전이금속산화물을
양극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전극에서 충·방전 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방전
양극: 2Li0.5CoO2 + Li+ + e- à 2LiCoO2 (환원반응)
음극: LiC6 à 6C + Li+ + e- (산화반응)

충전
양극: 2LiCoO2 à 2Li0.5CoO2 + Li+ + e- (산화반응)
음극: 6C + Li+ + e- à LiC6 (환원반응)

하지만 실제 이차전지의 반응의 경우 전해질 내의 유기물질의
분해와 같은 부반응, 전극/전해질 계면에서의 전하 이동과 관련된
분극 현상등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가역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차전지 연구에 있어서 전해질,
바인더, 도전재 등 전극 제작 시 사용되는 다른 요소들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양극 또는 음극의 활물질 관련 실험의
경우 한쪽 전극만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고 다른 쪽 전극을 기준
10

전극 (일반적으로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반쪽 셀 (half-cell)
테스트를

진행한다.

반쪽

셀

테스트의

경우

특정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1

Figure 2.1 리튬이온전지 개략도

12

2.1.2. 리튬이온전지 음극 반쪽 셀 전극의 구성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반쪽 셀 전극은 전기화학 테스트 시
기준전극은 금속 리튬을 사용하고 테스트 하고자 하는 음극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의 혼합물 슬러리를 작업전극으로 사용한다.

2.1.2.1. 음극 활물질

초기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금속 리튬을 음극재로 사용했지만
금속 리튬은 충·방전 과정 중에 dendrite 형성해 전극의 단로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현재는 이를 대체해서 카본계열의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는 리튬과 반응 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1)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반응, (2) alloying/dealloying
반응, (3) conversion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반응은

리튬

이온이

활물질의

격자 내부에 안정적으로 삽입되어 존재하는 반응으로 흑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흑연의 경우 적층되어 있는 그래핀층 사이로
리튬이온이

삽입되어

존재하는

13

형태로

이론상

6개의

탄소당

하나의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 LiC6의 경우 흑연의 이론적
최대 용량은 372 mAh g-1 이지만 실제 리튬전지반응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용량을 보여준다. 이 같은 용량 손실은 첫번째
사이클 시 그래핀 층 사이에 형성된 SEI layer에 의한 이론과
같이 이온 삽입이 안되는 동시에 삽입된 리튬 이온이 탄소 격자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 구조체를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alloying/dealloying 반응에 기반한 소재들은 흑연이 갖는 낮은
용량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연구되는 음극재로 Si, Ge, Sn과 같은
금속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Si 경우 4400 mAh g-1의
높은 이론 용량을 갖는 소재이다. 이들 금속 소재를 이용한
전극의 충∙방전 반응은 다음과 같다
xLi+ + xe- +M ↔ LixM
하지만 alloying/dealloying 반응 금속 소재는 리튬과 반응 시
300%이상의 부피 팽창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금속간
결합은 취성이 약한 이온 결합 앞의 성질을 띄기 때문에 응력
발생 시 활물질 파괴가 쉽게 일어나게 되며 이는 리튬과 반응 할
수 있는 활물질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합금 반응
소재의 경우 부피 팽창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14

많이 진행되고 있다.
conversion 반응은 일반적으로 산화물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충전

시

생성물로

Li2O가

생성된다.

Li2O는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물질로 금속과 산소로 분해가 힘든 물질이다.
하지만

나노

사이즈

크기의

전이금속

산화물

사용

시

리튬이온전지에서 충∙방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고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17]
2Li + MO ↔ M + Li2O (M= Co, Ni, Fe, Cu, etc)
각 금속산화물에서 conversion 반응이 일어나는 potential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응이 일어나는 전위는 흑연 또는 리튬
금속에 비해 높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론 용량을 갖는
장점으로 흑연을 대체할 차세대 음극재의 후보군 중 하나로 현재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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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리튬이온전지에서 금속산화물의 conversion 반응이
일어나는 전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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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도전재

도전제는 집전체와 활물질 또는 활물질과 활물질 간의 전기
전도성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된다. 도전재의 경우 carbon black,
acetylene black, ketjen black과 같은 탄소 계열의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탄소계 음극 활물질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도성을 갖고
있으나 충·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생기는 SEI layer등에 의한
전도성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계 음극소재에서도 역시
별도의 도전재가 첨가 되어야 한다.

2.1.2.3. 바인더

전지의 충방전 과정 시 음극 활물질은 리튬과 반응하여 부피
팽창이 발생한다. 이 경우 활물질간 또는 활물질과 도전재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고 이 경우 입자간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지의 용량 및 수명의 저하를 유발한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에서 요구하는 고속 충·방전 조건의 경우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극의

안정성

문제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바인더는 활물질과 도전재 그리고 집전체를 접착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전극을 기계적으로 안정화 시킨다. 일반적으로
17

바인더에 요구되는 특성들은 아래와 같으며 전지의 특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고분자 소재들이 바인더로서 연구되고 있다.

(1) 전기화학적 상황에서 안정성
(2) 활물질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완충 작용
(3) 전극 제조과정 시 내열성
(4) 분산매체에서 용해도

양극과 음극을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인더는
Poly(vinylidene difluoride), 즉 PVDF로 비유전율이 높고 이
높고 리튬 반응전위에서 내환원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VDF는 오랜 충·방전시 재료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음극재 이탈이 발생하여 용량 감소를 효과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문제점 발견되면서 보다 강한 접착력으로 전지의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바인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바인더
관련

연구는

카본계열의

음극재와

보고되고 있다.[12, 19-25]

실리콘

음극재에서

많이

Fe2O3 활물질 바인더에 관련한

보고는 수 편이 되었지만 아직 충·방전 속도가 C/20 (≈ 50 mA
g-1)에서 C/5 (≈ 200 mA g-1)에 머물고 있거나 바인더 별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13, 14] 따라서 고속 충·방전 시
18

Fe2O3 음극 활물질의 전지 성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바인더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1.2.4. 전해질

충·방전
침투하여

반응

시

전해질은

전극의

미세

기공

내부까지

리튬이온을

공급함과

동시에

활물질과의

계면에서

리튬이온을 주고받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때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공급이 되며 전극에서 리튬 이온과 만나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이온

전도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전기적 부도체 역할을 수행한다. 액체
전해질의 경우 용매와 리튬염 그리고 첨가제 3가지로 구분되며
용매는

carbonate계

유기

용매를

사용한다.

리튬염과

용매만으로도 전해액의 기본적인 이온 전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해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능성

첨가제가

사용된다.
리튬이온전지의 액체 전해질은 carbonate 계열의 유기 용매를
사용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물성은 표 2.2에 나타내었다. 전해질
용매에 요구되는 특성은 넓은 온도 구간에서 안정해야 하며
리튬전지 충방전과정시 전극의 표면에 안정하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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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해질의 목적은 이온 전도이기 때문에 용매는 리튬염이 잘
용해될 수 있도록 높은 극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극성이
높아질 경우 용매의 점도가 높아져 이온의 mobility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림 2.2와 같이 PC, EC와 같은 cyclic alkyl
carbonate는 높은 유전율과 고점도를 갖는 반면, DMC, DEC와
같은 linear alkyl carbonate는 낮은 유전율과 저점도를 갖는다.
유전율이 높은 동시에 저점도의 용매를 사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전해액은 cyclic carbonate와 linear carbonate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며 전기화학 특성은 혼합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리튬염의 선택기준은 용매에 해리되는 정도 전기화학 반응 시
안정성이다. 염의 해리는 음이온이 delocalization되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갖기 때문에 크기가 큰 음이온이 해리 정도가 크다.
반면, 이온의 크기가 커질 경우 전해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이온의
전도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많이 사용되는 리튬염 종류로는
LiClO4, LiBF4, LiPF6 등이 있으며, 각 염과 음이온의 특징은 표
2.3, 표 2.4에 정리되어 있다.[26]
전해질

첨가제는

전해액의

성분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해질
첨가제의 주된 기능은 다음 세가지로 나뉜다.
(1) 전해질 내의 이온 전도성 향상
20

(2) SEI 형성 조절을 통한 전극의 안정성 향상
(3) Cell 내부의 overcharge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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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유기용매의 물리화학적 특성[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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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대표적인 alkyl carbonate계 용매의 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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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리튬염 종류별 녹는점과 초기 분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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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1M 리튬염을 1:1비율의 용매 혼합물에 녹였을 때
음이온의 이온 전도도 (a:부피비, b:질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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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e2O3 음극 활물질

2.2.1. Fe2O3 음극 활물질의 특징

전이금속

산화물

계열

음극

활물질 중

Fe2O3는

전이금속

산화물 계열 중에서도 1007 mAh g-1의 높은 이론 용량을 갖는
물질이다. 또한, Fe는 지각에 분포량이 많아 가격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인체에

유독하지

재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conversion 반응을 하는 재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인 1) 낮은 전기 전도도, 2) 충∙방전 시 구조가
재조립 되면서 발생하는 부피 팽창 과 이로 인한 활물질 손실
문제, 3) 충전과 방전 시 반응 potential의 차이, 4) 첫 싸이클에
SEI layer 생성 시 발생하는 큰 비가역 용량 등의 단점은 역 시
Fe2O3의 conversion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단점들은
Fe2O3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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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Fe2O3 음극재 연구 현황

Fe2O3의 부피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나노 구조 형성을 통해
전기화학 반응 중 활물질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Nanotube, nanosheet, microshere, nanospindle,
nanorod, nanoflake 등 다양한 구조 합성과 이를 통한 전기화학
특성 향상이 보고되었다.[28-33]
전기 전도도 향상 측면에서는 다른 재료와 이종 접합 또는 표면
코팅을 통해 향상시키고 있으며 사용되는 재료로는 주로 탄소계의
재료인 carbon, graphene 계열의 물질들이 많이 이용되며 금속을
이용해 전도도를 향상 시킨 논문들도 보고되고 있다.[34-38]
SEI layer는 유기계 전해액이 분해되며 활물질 표면에 생성되는
passivation

layer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장에서

서술하였다. 그 생성과정을 고려해볼 때 SEI layer의 경우 유기계
전해질과 이를 전극에 잡아주는 바인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차세대 음극 활물질 후보군 중 하나인 Si의 경우 특성
향상을 위해 바인더와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8, 10,
23-25, 39] 하지만 Fe2O3의 경우 수 편이 보고되어 있지만
아니라 고출력, 고수명에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고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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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13, 14] 표 2.5는 최근 보고된 Fe2O3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바인더와 전해액들로 아직 최적화된 조건이 잡혀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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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2014, 2015년 보고된 Fe2O3 음극재 관련 논문에서
사용된 바인더와 전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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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 layer

2.3.1. SEI layer 형성 메커니즘과 특성

유기

용매

전해질은

전기화학

반응

시

전해질의

성분이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I layer는 전해질의 성분 중 일부가
산화 또는 환원 되며 생기는 막 형태의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활물질과 전해액 계면에서 생성된다. 특히 음극은 리튬 반응 전위
기준 0 V 부근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해질의 리튬염과
유기용매 모두 환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막은
영구히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게 된다. 사용한 전해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SEI layer의 성분은 alkyle carbonates,
lithium carbonates, lithium alkoxide, polycarbonat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I layer는 전기적으로 부도체에
가까우며 다공성 구조를 띄고 있어 리튬 이온을 전도해 고체
전해질과 같은 거동을 보인다.[40] 리튬이온전지에서 SEI layer의
역할은 계면에서 리튬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이외에도
농도 편차와 과전압을 완화 시키고 균일한 입도와 화학 성분을
확보함으로써, 균일한 전류 분포 하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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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1] 또한 ,일반적으로 SEI 층의 형성은 싸이클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형성된 SEI layer는 추가적인 전해질의
분해를 막아 부반응을 막아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10] 하지만
리튬과 반응 시 부피 팽창을 하는 음극소재의 경우 지속적인
싸이클 진행 시 활물질의 분쇄가 일어나고 이는 새롭게 생성된
활물질

계면에

계속적인

SEI

layer의

생성을

발생시킨다.

기본적으로 SEI layer 생성 반응은 부반응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리튬이온의 손실을 야기시킨다. 대부분의 음극재에서 초기 비가역
용량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SEI layer가 생성
시

이는

용량과

출력

감소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안정한

전기화학 특성을 위해서는 균일하고 안정적인 SEI layer 생성과
이를

잡아주는

바인더

그리고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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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전해질에

관한

연구는

Figure 2.3 SEI 생성 후 전극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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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전극제작

3.1.1. 음극 활물질 합성

본 실험에서는 reflux 방법을 통해 iron alkoxide를 합성하였고
이후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기조립 된
구조의 Fe2O3 음극 활물질을 얻었다.[42] Iron alkoxie 합성 시
사용된

source는

tetrabutylammonium
(Sigma-Aldrich)
180mL로

FeCl3∙6H2O
bromide

2.7g,

195℃에서

(Sigma-Aldrich)

ethylene

30분

(Sigma-Aldrich)

동안

glycol
자석

2.0g,

1.2g,
urea

(Sigma-Aldrich)

교반을

하며

공기

분위기에서 그림 3.1과 같이 reflux 하였다. 반응 후 생성은 원심
분리를 통해 침전물을 분리하였으며 무수 에탄올로 2회 세척
하였다. 얻어진 침전물들은 65℃ 오븐에서 6시간 건조 후 연두색
빛깔의 iron alkoxide 분말이 합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된
iron alkoxide 분말은 calcination 및 Fe2O3로 결정화를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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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였으며 열처리 온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 400℃, 500℃, 600℃, 700℃ 공기 분위기에서
2시간

(5℃/min)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3.1.2. 활물질 분석

활물질의 상 분석과 표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XRD (Bruker,
D8-Advance with Cu Kα radiation, λ=0.1542nm, 40kV,
40mA), TEM (JEOL, JEM-2100F), SEM (Hitachi, SU70), BET
analysis 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3.1.3. 전극의 제작

전극의

도전재는

Super

P를

사용하였으며

바인더는

PAA

(Sigma-Aldrich, average MW 45,000), PVDF (Sigma-Aldrich,
average MW 534,000), CMC, 그리고 CMC:PAA = 1:1 wt%
(CP)를 사용하였다. 전극의 슬러리는 PVDF, PAA 바인더의 경우
N-methyl

pyrrolidone

(N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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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gma-Aldrich)에

CMC,

CP바인더는

D·I

water에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를

섞어

70℃에서 교반 하였고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의 비율은 각각
70%, 20%, 10%의 질량비로 구성되었다. 전극의 집전체는 Cufoil을

사용하였고

foil위에

합성된

슬러리를

15µm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한 뒤 60℃에서 건조하였다.

3.2. 전기화학 특성 평가

셀은 그림 3.2와 같이 CR2032 타입의 코인 셀로 조립되었다.
음극재 특성 평가를 위해 상대 전극 (counter electrode)는 금속
리튬을

사용하였다.

첨가제가

전기화학

특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EC/DEC/DMC (1:1:1 vol%) 용매에 1M의 LiPF6가
염으로 들어있는 용액을 기본으로 vinylene carbonate (VC) 2%와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10% 첨가제, 그리고 첨가제가
없는 전해액 (non)을 각각 사용하여 첨가제가 전기화학 특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셀 조립 공정은 Ar
분위기가 잡혀있는 글러브 박스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든 싸이클 테스트는 0V-3V cut off
voltage와

200–1000

mA

g-1의

다양한

속도로

충·방전을

진행하였고 해당 실험의 충·방전 속도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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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 voltammograms (CVs)는 0-3 V 범위를 스캔 속도 0.05
mV S-1 로 테스트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충·방전 테스트 및
CV는 automatic battery cycler (WBCS3000, WonA Tech)를
사용하여 25℃에서 진행하였다.
셀의 전기화학 저항 측정을 위해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를 진행하였고 측정 조건은 AC 전압 진폭 10
mV와 200 kHz부터 1 mHz까지 주파수로 측정하였다.

3.3. 전극의 분석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된 전극은 코인 셀 분해 후 수거를
하였으며 반응 후 생성된 SEI layer는 acetonitrile, acetic acid
(1mM),

methanol,

D·I

water

순의

세척

공정을

통해

제거하였다.[43] 전극은 SEM을 통해 표면 분석을 하였으며, ATR
FT-IR

(Bruker,

TENSOR27)을

이용해

화학

결합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응 후 생성된 SEI layer의 기계적 강도 특성 측정을
위해 실시한 Nano-indentation test는 반응한 전극을 알루미늄
홀더에 고정 시킨 후 indentation depth 1 µm, 최대 압력 100
mN으로

삼각뿔

indentation

형태의

포인트는

tip을

시료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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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포인트

측정
측정

후

하였으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ure 3.1 reflux 합성 방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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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코인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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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음극 활물질 합성과 전기화학 평가

4.1.1. 합성된 Iron alkoxide의 구조와 상 분석

Iron alkoxide 생성 시 ethylene glycole과 FeCl3∙6H2O는 iron
alkoxide와 HCL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성물인 HCl이
남아

있는

경우

alkoxide

생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urea는 구조 생성에
적합한

PH

조절을

위해

첨가되었으며

tetrabutylammonium

bromide는 합성 시 계면 활성제 작용을 위해 첨가되었다.[42]
Reflux 합성 후 생성된 iron alkoxide의 SEM 이미지와 상은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a)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합성된 iron
alkoxide는 2-3 µm 크기의 particle로 각각의 particle은 수십
nm 두께의 nano-sheet 모양이 겹겹이 겹쳐져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된 iron alkoxide의 상 분석을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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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iron

alkoxide의

XRD

패턴이다.

합성된 분말의 XRD peak은 기존에 알려진 금속

alkoxide의 XRD peak과 유사한 peak가 나오는 것을 통해 iron
alkoxide 상이 잘 합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44-46]

4.1.2. 열처리 온도에 따른 Fe2O3 구조 분석와 전기화학 특성 평가

그림 4.2는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 후 온도에 따른 XRD
패턴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샘플들의

XRD

패턴은

Fe2O3

(hematite, JCPDS No. 89-8104)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0℃부터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결정성이

증가할수록
고온에서

증가하기

전체적인

열처리가

때문이다.

peak의

intensity가

진행됨에

따라

샘플의

결정성

또는

결정립

샘플의

(grain)의 크기는 다음의 Scherrer equation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τ(crystallite size) =

cos

여기서 K는 shape factor (약 0.9), λ는 X-ray의 wave length,
β는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으로 최대 peak를
선택후 반값의 최대폭을 의미한다. 또한, θ는 주 peak의 Br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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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λ는

X-ray의

λ=0.1542nm
35.72°를

Bragg

Scherrer

파장값을
angle은

나타낸다.

본

실험의

경우

hematite의

주

peak인

θ=

equation에

대입하여

결정립의

크기를

계산하였고 계산을 통해 나온 열처리 온도 별 결정립의 크기는 표
4.1과 같다. 표를 통해 볼 때, peak의 강도가 전체적으로 약해 값
계산이

불가능

했던

400℃

열처리

샘플을

제외한

다른

샘플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합성된 파우더의 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열처리 온도 별 SEM과 TEM 이미지이다. 이미지에서도
역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heet를

이루는

각각의

결정립이 성장하여 1D nanorod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가 변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sheet를 이루는 결정립의 성장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열처리시

sheet를

이루는

유기

성분들이

calcination되는 과정 때문에 생긴 pore로 생각해 볼 수 있다.
TEM 이미지에서는 400℃ 열처리 샘플의 경우 수 nm 크기의
결정립이 sheet를 이루고 있는 반면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커져 700℃의 경우 각각의 결정립은 그 크기가 200nm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표 4.2는 열처리 온도 별
분말들의 표면적을 알아보기 위해 BET 분석 결과이다. BE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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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고온 열처리 샘플일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정립 성장에 따라 결정립계 (grain boundary)가
소멸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EM과

TEM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합성된 자기조립 구조는 전기 화학 반응 시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 활물질의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구조적 특성상 활물질의 응집을 막아
전해질 및 리튬 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크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열처리 온도와 구조가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PVDF 바인더와 전해액은 1M LiPF6 in EC/DEC/DMC
(1:1:1 vol%)에 첨가제가 없는 전해액을 사용하였으며 200 mA g1

의 속도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그림 4.4-a 와

같이 500℃ 샘플에서 가장 우수한 용량 특성을 보였으며 600℃,
700℃ 열처리 샘플은 500℃ 샘플보다 300mAh g-1 이상 용량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400℃ 열처리 샘플의 경우 초기
3 cycle 이후 급격한 용량 감소가 나타났다. 이 같은 특성은
다공도

즉,

표면적

차이에서

오는

특성

차이로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넓은 500℃ 샘플의 경우 전해액과 접촉 면적이 넓어질
뿐 아니라 리튬과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커져 600℃, 700℃보다
42

더 높은 용량을 구현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성은 타 물질에서도
보고된 바로 표면적이 커질수록 전기화학 특성이 좋아지는 것은
보고가 된 바 있다.[47] 하지만 400℃ 샘플은 넓은 표면적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용량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초기 싸이클 이후
활물질을 이루는 작은 결정립들이 부피팽창을 하여 활물질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커지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림 4.4-b 는 합성된 500℃ 샘플이 상업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Fe2O3 나노 분말 (Sigma-Aldrich)의 전기화학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합성된 구조가 시판되는 상품에 비해 리튬과 반응 시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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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합성된 Iron alkoxide의 (a) SEM 이미지와 (b)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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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열처리 온도 별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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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cherrer equation에 의해 계산된 열처리 온도 별
결정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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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합성된 Fe2O3의 열처리 온도 별 SEM 이미지와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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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BET 분석을 통한 열처리 온도 별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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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a) 열처리 온도 별 cycle test (충∙방전 속도: 200
mAg-1), (b) 합성된 Fe2O3와 상용 분말의 cycle tes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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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인더가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효과

바인더가 전극의 안정성과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크게 (1) 폴리머 바인더 간의 결합 (2) 바인더와
활물질 간의 계면 (3) 전극과의 부착 정도 (4) SEI layer의 기계적
특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5는
PVDF, PAA, CMC, CP 4가지 바인더 별 싸이클 테스트 결과이다,
바인더 별 싸이클 테스트는 4.1장에서 합성한 Fe2O3-500 샘플
음극 활물질로 사용하였고 전해액은 첨가제가 없는 LiPF6 in
EC/DEC/DMC (=1:1:1 vol%)를 사용하여 1 A g-1의 속도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그림 4.5 (a)는 위의 조건으로 진행한
충·방전

테스트의

바인더는

100싸이클까지

안정적으로

싸이클이

결과이다.

충·방전

약

1000

유지되는

특성을

테스트

mAh

결과

g-1의

보였고

타

PAA

용량으로
바인더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싸이클과 높은 용량을 유지하였다.
리튬이온전지 바인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VDF의 경우 초기
용량은 PAA와 비슷하게 나왔으나 싸이클이 진행될수록 용량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100 싸이클까지 테스트가 진행되었을 때
약 400 mAh g-1까지 용량이 감소하였다. CMC 바인더의 경우
초기 50 사이클 이후 급격한 용량 감소를 보였으며 CP 바인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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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엔 첫번째 싸이클의 용량부터 그 값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안정한 전기화학 특성 또한 보여 주었다. Jun Ming et al. 에
의해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CP 바인더 사용시 초기 수십 싸이클
이후 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충·방전 속도는
100 mA g-1과 1000mA g-1으로 문헌과 차이가 있지만 본
실험에서도 역시 CP 바인더 사용시 급격한 싸이클 불안정성을
보여 보고된 논문과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4.5 (b), (c),
(d), (e)는 각 바인더 별 voltage profile을 나타낸 것으로 평탄
구간이 나타나는 전위를 통해 각 바인더 별로 발생하는 전기화학
반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약 0.75 V
구간으로

이

구간은

활물질인

Fe2O3가 리튬이온과

반응하는

구간으로 보고되어 있다.[48] PAA 바인더의 경우 0.75 V 평탄
구간이 감소하는 폭이 작지만 다른 바인더의 경우 싸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전위의 평탄 구간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리튬과 반응할 수 있는 Fe2O3가 줄어드는 것으로
활물질 부피팽창으로 인한 용량 손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PAA의
수명 특성과 싸이클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PAA가
활물질의 부피 팽창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실험과 분석은 PAA 바인더의 바인딩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PAA 대한 대조군으로 PV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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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를 채택하였고 표면 분석, 화학 결합 분석, 기계적 테스트
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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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바인더별 전기화학 반응; (a) 싸이클 테스트[1Ag-1],
(b), (c), (d), (e) PVDF, PAA, CMC, CP 바인더 voltage profile
(1-10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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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전극 표면 분석

그림 4.6은 Cu foil 위에 슬러리를 도포한 후 건조시킨 전극의
SEM 이미지이다. (a), (b), (c), (d)는 각각의 바인더 별 전극으로
건조 후 전극의 이미지는 큰 차이가 없다. 각 이미지에서는 수
nm의 구형 입자가 보여지는데 이는 슬러리 제조 시 사용한
도전제인 Super P이다. 또한 합성한 Fe2O3 자기 조립 구조의
활물질도 이미지에서 보여지고 있다. 반응 전 전극에서 활물질과
도전제 이외에 구체적으로 바인더가 바인딩 하고 있는 이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Super P와 활물질이 함께 균일하게 섞여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a), (b), (c), (d)는 30싸이클 이후
PAA

바인더와

PVDF

바인더의

표면과

횡단면이다.

그림

4.6에서는 활물질과 도전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충·방전이

진행되며

활물질

표면에

SEI

layer가

생성됐기

때문이다. 그림 4.6 (c) PVDF 바인더의 표면의 경우 (a) PAA
바인더의 표면과 비교해 봤을 때 SEI layer에 상당 수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 (d) 전극의 횡단면에서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PAA 경우 Cu foil과 SEI layer가
안정적으로 접착 하고 있지만 PVDF 경우 Cu foil과의 접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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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질 뿐 아니라 SEI layer 내부의 큰 균열 또한 발생하였다. SEI
layer에 생성된 균열은 집전체인 Cu foil과 활물질 또는 도전체와
활물질 간의 접촉성을 떨어뜨려 이온과 전자의 전도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균열이 성장할 경우 전극의 파괴를 일으켜 활물질의
손실 즉 용량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균열은 활물질이 리튬과
반응 시 발생하는 부피 팽창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PAA 바인더 사용 시 부피 팽창에 의한 균열 발생이
억제되는 것이 SEM 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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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싸이클 테스트 전 전극의 표면 SEM 이미지; (a)
PVDF, (b) PAA, (c) CMC, (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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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30싸이클 이후 전극의 표면과 횡단면의 SEM 이미지;
(a) PAA 표면, (b) PAA 횡단면, (c) PVDF 표면, (d) PVDF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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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화학적 결합 분석

전극의 화학적 결합은 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

(ATR

FT-IR)을

통해

진행하였다. 데이터는 대기를 background로 하여 background
제거

후 transmittance를 도시하였다. 측정하는

시료는 크게

폴리머 분말, 분말을 NMP에 녹인 후 경화시킨 film, 활물질과
폴리머 분말을 NMP에 혼합 후 경화시킨 film 세가지 샘플 형태로
측정하였다.

그림

4.9는

PVDF

바인더를

FT-IR로

분석한

데이터로 (a), (b), (c)는 각각 활물질+바인더의 혼합물 film,
바인더 film, PVDF 분말이다. 먼저 그림 4.9 (c) 에서 나타나는
peak들은 PVDF 바인더의 α phase로 기존에 보고된 것과 같은
위치에서

peak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9,

50]

(b)에서도 역시 (c) 같은 파장에서 peak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PVDF는

NMP에

용해되어도

분자간

추가적인

bonding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의 경우 (b), (c)
샘플에서 확인 되었던 1089, 975, 796, 769 cm-1 peak가
줄어들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peak는 PVDF
폴리머가 스트레칭 되었을 때 사라지는 peak로 보고되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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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PVDF 바인더는 전극 물질로 사용 시 stretching 되어
활물질 밑 도전재를 바인딩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a), (b), (c)는 PAA 바인더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데이터이다. 분말 형태의 PAA인 (c)는 기존에 보고된 PAA의
FT-IR

peak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51]

3140

cm-1

에서

보여지는 broad한 peak는 PAA에 있는 –OH stretching에 의한
peak이다. 또한 1700, 1452, 1238, 1164 cm-1 peak은 각각 C=O,
CH2 deformation, C-O stretching, ibid로 알려져 있다.[51]
PAA의 경우 앞서 보았던 PVDF와는 다르게 NMP에 용해 후
경화시킨 film의 경우 1625, 1504 cm-1 에서 새로운 peak가
검출되었다.

해당

peak는

카복시기인

–COOH가

수소결합을

형성할 때 나오는 peak로 알려져 있다.[52] 이는 활물질과 함께
있는 상태 (a)에서도 역시 같은 peak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PAA는 바인더로 적용 시 폴리머에 있는 –COOH 간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AA 분자간에는 존재하는 3가지의
수소결합에 대해 기존에 보고된 논문이 있으며 이 같은 분자간
결합들이

바인더로

사용시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53]

추가적으로 반응 후 전극의 바인더 FT-IR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명확한 peak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극 제작 시 사용한
바인더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SEI layer washing 과정 중 전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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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바인더 손실이 일어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11은

PVDF와

PAA가

전극상에서

이루는

결합의

모식도이다. 그림 4.11 (b) 묘사 했듯이 폴리머 분자간 수소결합은
선형의 결합을 서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1차원 선형 폴리머 보다 강한 결합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충·방전 시 부피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활물질 손실을 줄여 우수한 싸이클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최근 Guido Falk von Rudorff et al. 는 Fe2O3의
(001)면에서 물과 hematite 수소 결합이 일어난다는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활물질-바인더 간에도 수소결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이 역시 PAA가 우수한 싸이클 특성을
구현하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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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a) PVDF, (b) PAA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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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PVDF의 FT-IR spectra; (a) 활물질과 PVDF 혼합물
film, (b) PVDF casting film, (c) PVDF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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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PAA의 FT-IR spectra; (a) 활물질과 PAA 혼합물
film, (b) PAA casting film, (c) PAA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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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a) PVDF 바인더의 바인딩 모델, (b) PAA 바인더
간 수소결합 모식도, (c) PAA 바인더의 바인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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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SEI layer 내부 활물질 분석

PAA

바인더의

분자

간

수소결합이

전극

활물질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 싸이클이 진행된 전극의 SEI
layer를 제거한 뒤 SEM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SEI layer 제거
공정은 Jang Wook Choi et al. 이 보고한 공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43] 그림 4.12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SEI layer
공정과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공정인 DMC washing을 비교한
SEM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MC를 사용하여
washing을 진행한 경우 막 형태의 layer가 남아 있는 반면
새롭게 적용한 공정에서는 SEI layer가 잘 제거되어 활물질의
구조를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3은 바인더 별 10, 90, 150
싸이클 후 전극의 이미지이다. PVDF와 PAA 모두 싸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활물질의 구조가 붕괴되어진 것이 보여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조가 붕괴된 정도는 바인더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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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Washing 방법에 따른 전극의 표면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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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싸이클 후 SEI layer 제거한 전극의 SEM image; (a)
10싸이클, (b) 90싸이클, (c) 150싸이클 후 PVDF 바인더 전극,
(d) 10싸이클, (e) 90싸이클, (f) 150싸이클 후 PAA 바인더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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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 데이터, 전기화학 반응 후 전극에 생성된 SEI layer 의
이미지, FT-IR 데이터, 그리고 전극의 싸이클 후 활물질의 변화
등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기 화학 반응 시
전극과 활물질의 모식도를 그림 4.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15의

lithiation과

delithiation

과정과

같이

충∙방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Fe2O3의 부피 변화는 전극에 생성된 SEI
layer에 외부 응력을 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PAA 바인더는
PAA-PAA 분자간 그리고 PAA 분자 – Fe2O3 활물질 간 수소
결합을 이뤄 PVDF 바인더 보다 더 강한 bonding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된 SEI layer의 탄성을 높여 줄 수 있다. PAA로
인해 높은 탄성을 갖는 SEI layer는 부피 팽창에 있는 응력을
감소시켜 균열의 생성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PAA의
바인딩

효과는

Fe2O3가 분쇄된

이후에도

전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electrochemical milling 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PVDF 바인더의 경우 외부 응력에 의해 SEI layer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는 싸이클이 반복되면서 SEI layer에 균열을
생성해 전극 파괴를 발생시킨다. 그림 4.15은 90 싸이클 진행 후
분리한

전극의

이미지로 PVDF 바인더 사용

시 집전체에서

검정색의 전극이 상당수 떨어져 나간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싸이클 진행에 따른 용량 감소는 SEI layer의 파괴에 의한 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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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그림

4.5의

voltage

profile에서 활물질 반응 전위의 평탄 구간이 싸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에서도 역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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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바인더 별 싸이클 과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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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90 싸이클 후 전극의 photograph 이미지; (a) PVDF,
(b) PAA

4.3. 전해액 첨가제가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효과

Fe2O3 음극 활물질의 전기화학 특성에 전해액 첨가제 vin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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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te (VC)와 fluoroethylene carbonate (FEC)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싸이클 테스트와 CV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전극은 합성한 Fe2O3 자기조립 구조를 활물질로, PAA를 바인더로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테스트하였다.

전해액

1

A

g-1의

전극의

충∙방전은

첨가제

별 싸이클 테스트와

속도로

CV테스트

결과는 그림 4.16과 같다. 그림 4.16 (a) 싸이클 테스트에서는
FEC 첨가제 사용 시 첫번째 싸이클부터 적은 용량의 리튬이
반응했으며 이후 진행되는 싸이클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VC 첨가제 사용 시 첫번째 싸이클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배터리 용량 상승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4.16 (b), (c), (d)는
전해액별 1st, 2nd, 3rd 싸이클의 CV plot으로 기존에 보고된 Fe2O3
음극 활물질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54] 세가지 전해액
모두 공통적으로 첫번째 cathodic scan 에서 0.7V 부근에서
나타나는 강한 peak가 나타나는데 이는 Fe2O3 +6Li+ + 6e- →
2Fe + 3Li2O의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54] 이 반응은 이후
진행되는 싸이클에서는 좀 더 높은 potential에서 반응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이 peak는 초기 비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peak로 위에
반응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해액이

분해가

되는

반응

역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Anodic scan 시 확인되는 약 1.7V 부근의
넓은 peak는 위 반응의 역반응인 2Fe + 3Li2O → Fe2O3 + 6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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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e- 반응으로 이후 싸이클에서도 큰 peak shift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산화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18은 첨가제 별 첫번째 싸이클의 CV 데이터와
differential capacity plot (DCP) 비교한 것이다. CV와 DCP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며 약 0.75V 에서 나타나는 강한 peak의
위치가 전해액 첨가제 별로 shift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해액 첨가제가 초기 비가역 반응과 전해액 분해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림 4.17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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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첨가제 별 전기화학 테스트: (a) 싸이클 테스트, (b)
CV plot of non, (c) CV plot of VC , and (d) CV plot of 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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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전해액 첨가제 별 첫번째 싸이클의 (a) CV plot과
(b) DCP

75

4.3.1. FEC 전해액 첨가제의 영향

그림 4.16 (b)에 나타난 FEC 첨가제를 사용했을 때 voltage
profile과 싸이클 테스트를 확인해 보면 FEC는 초기 10 싸이클의
전기화학 반응이 불안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튬
이온전지의 초기 충∙방전 과정은 비가역 전해질의 분해에 따른
SEI layer 생성과 같은 부반응이 존재하는 과정으로 FEC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FEC 첨가제로부터 생성된 SEI layer가
전기화학특성에 안좋은 영향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17 (a), (b) 모두 FEC 전해액 첨가제를 사용했을 때 ~1.1V
부근에서 다른 전해액에서 나타나지 않는 peak를 확인할 수 있다.
FEC는 일반적으로 유기 전해질의 주 성분인 EC의 분해 전위
보다 높은 전위에서 분해되는 유기물로 알려져 있다.[11] 염과
유기용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FEC가 분해되는 전위는 1.21.5V 정도로 그림 4.18에 나타나는 ~1.1V peak는 FEC의 분해
반응과 관계된 peak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후 실시한 FEC
관련 분석에서는 ~1.1V 에서 일어난 반응이 전극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V 상 확인되는 potential 전후로 반응을 종료
시켜 전극의 화학 분석과 표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FEC의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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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에서 화학 반응 ~0.75V와 ~1.1V 에서 peak이 확인 되었고
따라서 1.25V, 0.8V, 0V로 반응을 종료 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19는 반응 후 전극의 FT-IR 데이터이다.
(1) 1.25V 전극 샘플에서 확인되는 1765, 1800 cm-1 는 C=O
stretching, 1160, 1068 cm-1 는 EC의 ring stretching 으로
전극에 남아있는 EC 전해액 성분에서 나오는 peak 이며, 838,
775, 721 cm-1 는 LiPF6 염과 관련된 P-F stretching peak
이다.[55]

전체적으로

1.25V

전극에서

전해액과

리튬염은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0.8V 전극의 경우 1.25V 로부터 1415, 1513, 1033, 510
cm-1에서 새로운 peak들이 확인되었다, 1415, 1513 cm-1은
Li2CO3의 peak로 일반적으로 유기 전해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며, 1033과 510 cm-1 는 각각 FEC가 분해에서 나오는 CO stretching과 LiF와 관련된 peak으로 보고가 되었다.[55] 0.8V
전극에서는 유기 용매가 분해되어 SEI layer가 생성되는 과정이며
이 특히 FEC 첨가제가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0V 전극에서는 전해액과 관련된 peak들은 약해지거나
검출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SEI layer와 관련된 peak들의
강도는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8 FT-IR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F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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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전 과정에서 높은 potential에서 분해 되어 LiF와 poly
carbonate 계열의 SEI layer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9과 그림 4.20은 각각 FEC와 첨가제가 사용되지 않은 전극의
반응 후 SEM 이미지 이다. 그림 4.19 에서 FEC는 1.25V의 높은
potential에서부터 전극의 표면에 SEI layer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EC 첨가제를 사용한 전극에서 생성된 SEI layer의
특징은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porous한 특징이 있으며 이
같은 특징은 그림 4.19의 (e), (f)와 같이 첫 싸이클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56] 반면 그림 4.20 에서 보여지는 non
샘플의 경우, SEI layer는 1.25V 부터 본격적으로 관찰되며
FEC와는 다르게 균일한 SEI layer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EC 첨가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불안정한 전기화학 특성은 poly
carbonate와

LiF로

구성된

porous한

SEI

layer

형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조가 porous한 SEI layer의
경우 전도성에서 큰 장점을 갖지만 부피 팽창의 문제가 있는
Fe2O3 활물질의 경우 porous한 구조는 SEI layer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전극의 파괴를 유발 시킬 수 있다. 그림 4.16에서
보이는 불안정한 싸이클 특성도 역시 이처럼 높은 potential에서
불안정한 FEC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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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첫번째 lithiation 반응 전위에서 FEC 전극의 Exsitu FT-IR spectra

79

Figure 4.19 첫 번째 lithiation 반응 전위에서 FEC 전극의 Exsitu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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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0 첫 번째 lithiation 반응 전위에서 non 전극의 Exsitu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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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VC 전해액 첨가제의 영향

그림 4.16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C 첨가제는 100 – 150
mAh g-1 의 용량 상승을 보여주었다. VC 첨가제 사용 시 첫
싸이클의 cathodic scan에서 peak의 위치가 non에 비하여 더
높은 potential로 shift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raphite
음극 활물질에서 보고된 바로 VC 첨가 시 SEI layer 생성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되는 현상이다.[57] 이 같은
우수한 용량과 싸이클 시 SEI layer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앞선 FEC 분석과 마찬가지로 반응 potential의 전후로 FT-IR
분석을 진행하였다. VC의 경우 1.0V 부근의 peak가 관찰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peak를 SEI layer 생성
반응 (~0.75V) 하나로 설정하였고 전극의 분석은 이 반응 전후인
0.8 V와 0 V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4.21는 VC 와 non 샘플의
0.8V, 0V FT-IR 측정 값이다. 0.8V와 0V 모두 두 샘플의 peak의
위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0.8V 에서 VC
전체적으로 모든 peak의 강도가 non보다 약하게 나타났고 이
같은 경향성은 0V 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Peak의 강도를
통해 정량적인 분석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0 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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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전 과정에서 VC 첨가제 사용시 더 안정적인 SEI layer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2은 VC 첨가제 사용 시 반응한 전극 표면의 SEM
이미지이다. 그림 4. 21의 non 샘플과 비교해 봤을 때 VC 도
역시

0.8V에서

차이점은

VC의

SEI
경우

layer

생성이

SEM

관찰되었다.

상에서

사용한

Non

음극

샘플과
활물질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화학 반응 시 VC
샘플에서 SEI layer가 non보다 적게 생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0 V까지 반응이 진행된 후 전극의 SEM 이미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리튬이온전지에서 리튬이온 전도와 저항 등 속도론 적인 측면은
EIS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24는 각 전해액 첨가제 별
싸이클 당 EIS 데이터로 싸이클 진행에 따른 전기화학 저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리튬이온전지의 등가
회로는 4.2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s 전해질 에서 옴저항,
Rf는 전해질-SEI layer와 SEI layer 내에서 charge transfer, Rct는
SEI layer와 전극 물질 사이에 charge transfer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도시한

Nyquist

plot의

경우

high

frequency에서

그려지는 두 가지의 반원은 순서대로 Rf, 와 Rct를 나타내고 이후
low

frequency에서

그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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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pe는

리튬이온의

mass

transfer와 관련된 값이다. 본 실험의 측정값은 4.24 (a), (b)와
같이 나타내었다. 두 샘플 모두 싸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Rf와 Rct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두 저항의 증가 폭은 모두 non
샘플에서 크게 나타난다. Impedance 값은 리튬 이온의 이동
거리와

표면의

전자적

성질과

큰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Impedance data를 통해 VC 첨가제 사용시 더 얇고 안정적인 SEI
layer를 생성해 이온의 전도 거리를 감소 시킨다. 또한 안정적인
SEI layer 형성은 SEI layer – 전극의 interfacial charge transfer
또한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함을 알 수 있다.
VC

첨가제로부터

생성된

SEI

layer에서

우수한

전도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그림 4.25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림 4.26는
그림 4.16에 대한 coulombic efficiency를 싸이클 별로 나타낸
것으로 VC 첨가제 사용시 첫 싸이클 효율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non

첨가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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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수한

충∙방전

효율

Figure 4.21 첫번째 lithiation 반응 전위에서 non 전극과 VC
전극의 Ex-situ Ft-IR spectra: (a) 0.8 V cut, (b) 0 V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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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2 첫번째 반응 전위에서 VC 전극의 Ex-situ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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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 리튬이온전지 전극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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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4 싸이클 진행에 따른 Nyquist plot: (a) VC, (b) non

88

Figure 4.25 1A g-1 충∙방전 시 싸이클 진행에 따른 Coulombic
efficiency 변화 (VC vs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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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ate performance

PAA 바인더와 VC 첨가재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고속 충∙방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림 4.27 (a)는 충∙방전 속도를 변화
시켜가며 싸이클 안정성을 평가한 그래프로 0.5, 1, 5, 10, 20 Ag-1
순으로 10 싸이클씩 충∙방전 진행 후 다시 0.5 Ag-1으로 충∙방전
하여 전극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테스트 결과 충∙방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으나

충∙방전

속도를

줄이자 다시 초기 용량과 같은 싸이클 특성을 구현하였다. 전극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반증하는

것으로

바인더와

전해액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7 (b)는 10 A g-1의 충∙방전
속도 테스트 결과이다. 초기 SEI layer 생성시 전극의 안정성을
위해 3 싸이클은 1 A g-1으로 충∙방전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싸이클은 10A g-1으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충∙방전시 전극의 가역용량이 200 mAh g-1까지
급격히

감소하지만

이후

가역용량이

500

mAh-1

이상

회복하였으며 이는 4.27 (a)에서 보여준 용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초기 SEI layer의 생성에 따라 불안정한 특성이 나왔지만
이후 가역용량의 증가하였고 이는 전극의 electrochemical milling
효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화학평가를 통해 본
90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본 시스템은
고속 충∙방전 시에도 효과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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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6 (a) PAA-VC 사용 시 Rate capability, (b) 고속
충∙방전 테스트 (충∙방전 속도: 10 A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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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PAA, PVDF, CMC, PAA+CMC 4가지 바인더와
FEC,

VC 전해액 첨가제가

전기화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Fe2O3 음극 활물질의 특성 향상을 위한
바인더와 전해액 첨가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바인더 테스트는 PVDF, PAA, CMC, PAA+CMC (CP) 4종류의
바인더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AA 바인더 사용 시 가장
우수한 수명 특성을 구현하였다. 전극 제작 시 PAA 바인더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수소 결합은 바인딩 효과를 높여주어 충∙방전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활물질의 부피 팽창을 완화시켰으며 활물질의 구조 붕괴 이후에도
전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전해액

첨가제는

LiPF6

in

EC/DEC/DMC (1:1:1 vol%)를

전해질로 VC additive 2% (VC), FEC additive 10% (FEC),
additive-free (non) 세가지 샘플에 대해 전기화학 테스트와 전극
분석을 실시하였다. FEC는 Fe2O3의 conversion 반응이 일어나기
앞서 먼저 분해되어 poly carbonate, LiF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
porous한 SEI layer를 생성하였다. FEC로부터 생성된 porous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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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 layer는 활물질의 부피 팽창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충∙방전 과정에서 큰 용량 손실을 유발하였다. 반면 VC는
EC 분해 시 안정한 SEI layer 형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VC로부터 생성된 SEI layer는 충∙방전 반응 시 이온의
전도도를 높여 100mAh g-1 이상 가역 용량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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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ly most widely used anode material for commercial Li-ion
batteries, graphite, is hard to expand its application to large scale energy
storage because of low theoretical capacity (372 mAhg-1).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high capacity and better rate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anode materials. Among several candidates,
Fe2O3, which is interact with Li based on conversion reaction mechanisms,
is promising anode material because of its high specific capacity (1007
mAhg-1), nontoxicity and abundancy. Howeve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Fe2O3 still hindered by the pulverization of active materials, poor electrical
conductivity,

and

large

irreversible

capacity

during

first

lithium

insertion/extraction process. It has been suggested that by controlling the
SEI formation decreases irreversible capacity. The SEI layer, formed from
reduction of organic electrolyte during electrochemical reaction, is closely
related with binder and electrolyte. Although various papers about Fe2O3
anode materials has been reported, this is the first reports on the effects of
binders and electrolyte for high performance Fe2 O3 anode materials in Li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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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valuated four binders (PAA, PVDF, CMC, PAA+CMC)
and two electrolyte additives (FEC, VC) effects 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Fe2O3 anode materials and SEI layer. The charge/discharge
test, EIS, SEM, FTIR, and nanoindentation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and SEI layer of Fe2O3 anode. This study shows
that PAA binder with VC additives exhibits best performance for Fe2O3
anode. The intermolecular hydrogen bonding in PAA reduced stress induced
from volume expansion. The presence of VC additive resulted in reduced
products of EC in SEI layer and controlled the thickness of the SEI layer.
The SEI layer derived from electrolyte with VC additives decreased
electrochemical impedance and improved coulombic efficiency. The Fe2O3
anode with PAA binder and VC electrolyte additives demonstrated as high
as 600 mAhg-1 over 1500 cycle at current density 10 Ag-1 and excellent
cycle recovery at 500 mAg-1 after 20 Ag-1 charging-discharg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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