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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바일폰, 랩톱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지에서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대형전지로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지 소재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중,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규소계 음극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탄소계 음극에 비해 약 10 배의 이론 

용량을 발현할 수 있어 차세대 음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의 부피 변화로 인해 사이클 성능이 빠르게 퇴화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산화규소 음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산화규소 음극은 첫 번째 사이클 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과 반응하여 비가역 

생성물인 규산 리튬과 산화 리튬을 생성한다. 이 비가역 생성물들이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의 부피 변화를 완화시켜 규소 음극에 비해 우수한 사이클 성능을 

나타내지만 상용화된 흑연 음극의 사이클 성능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소가 코팅된 일산화규소 음극의 사이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전 전압을 조절하였다. 충전 전압을 동일하게 설정한 후 방전 

전압을 0.7 V, 1.0 V (vs. Li/Li+)로 설정하여 각각의 전기화학 특성과 사이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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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코팅된 일산화규소 음극은 충·방전 과정 동안 활물질의 부피 변화로 

인해 활물질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활물질의 크기가 감소하여 리튬 

이온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전하전달 저항이 감소한다. 그 결과, 충전 과정 

말단에서 결정질 합금상이 생성된다. 하지만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활물질의 균열이 

더욱 심하게 발생하여 활물질과 활물질, 활물질과 도전재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전하전달 저항이 증가하고 사이클 성능이 빠르게 퇴화한다. 

반면, 방전 전압을 낮추면 활물질의 부피 변화가 완화된다. 그 결과 활물질의 

균열이 완화되어 충전 시 결정질 합금상의 생성이 늦게 일어난다. 활물질 균열의 

완화로 인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활물질과 활물질, 활물질과 도전재 간의 

전기전도성이 비교적 잘 유지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방전 전압을 낮춤으로써 

일산화규소 음극의 사이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요어 : 리튬이온전지, 일산화규소, 방전 전압, 결정질 합금상, 전기전도성, 

전하전달 저항 

학번 : 2012-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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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폰, 랩톱 등 IT 기기에 사용되는 소형전지에서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중∙대형전지로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지 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규소(Si) 음극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탄소계(graphite) 

음극에 비해 약 10배인 3579 mA h g-1(Li15Si4)의 이론 용량을 발현할 수 

있어 차세대 음극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1]. 하지만 Si 음극은 리튬 

이온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부피가 심각하게 변화(~400%) 하는 

단점이 있다[2, 3]. 이로 인해 Si 입자의 균열이 발생하여 활물질과 활물질, 

활물질과 도전재 간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져 사이클 성능의 퇴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i 입자 사이즈 조절[4-6], 복합물 

형성[7-10], 접착력이 강한 바인더 사용[11, 12], 전해질 첨가제 

사용[13-15], 작동 전압 조절[1, 16, 17] 등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산화규소(SiO) 음극은 첫 번째 사이클 충전(lithiation) 과정에서 리튬 

이온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규산 리튬(Li4SiO4)과 산화 리튬(Li2O)을 

생성한다. 비가역 생성물인 규산 리튬과 산화 리튬으로 인해 SiO 음극의 첫 

번째 사이클 쿨롱 효율(Coulombic efficiency)이 낮다[18]. 하지만 비가역 

생성물인 Li4SiO4와 Li2O는 부피 변화를 완화(~300%) 시키는 완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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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함으로써 SiO 음극은 Si 음극에 비해 사이클 성능이 우수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가 코팅된 SiO 음극의 사이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전 전압을 조절하고 이에 따른 SiO 음극의 전기화학 특성과 사이클 

성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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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리튬이온전지의 원리 

 

전지의 양극(positive electrode)에서는 산화반응, 음극(negative 

electrode)에서는 환원반응이 동시에 발생한다. 

aP − nE = bQ �산화반응� 

cR + ne = dS (환원반응) 

여기서 a,b,c,d는 각각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론계수, n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양론계수, P,Q,R,S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다. 

전체반응은 다음과 같다. 

aP + cR = bQ + dS (전체반응)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이 모두 표준상태인 경우 전지의 전위는 

표준 전위(Eo)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G° = −nFE° 

또한, 전기화학 반응식에 관한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를 활동도(a)에 

관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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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G° + RTln(
𝑎𝑄𝑏𝑎𝑆𝑑

𝑎𝑃𝑎𝑎𝑅𝑐
) 

위 두식으로부터 Nernst식을 구할 수 있고, 전위차는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성분들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E = E°−
𝑅𝑅
𝑛𝑛

ln (
𝑎𝑄𝑏𝑎𝑆𝑑

𝑎𝑃𝑎𝑎𝑅𝑐
) 

 

2.2. 리튬이온전지의 구성 

 

전지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며, 음극, 양극,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이온이 전해질을 통하여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며 전극의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한편, 전자는 두 전극을 연결하는 외부 도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폐회로를 구성한다. 

 

2.2.1. 양극 재료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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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principle of lithium ion batter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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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여야 한다. 

1) 충·방전 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 높은 전위 범위에서 일정한 

평탄부를 가져야 한다. 

2) 단위 무게당 또는 단위 부피당 고용량을 발현하기 위해 가볍고, 

구조가 치밀해야 한다. 

3) 충·방전 시 결정구조의 가역적인 상전이가 일어나야 한다. 

4) 전해질 등과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화학적,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2.2.1.1. 층상 구조 

 

양극은 리튬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양극 활물질로 

제조가 쉬워 대량생산이 용이한 코발트산 리튬(LiCoO2)을 사용한다. 

층상구조를 갖는 LiCoO2은 이온결합성 결정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장 

조밀한 결정구조를 나타낸다. LiCoO2의 이론 용량은 274 mA h g-1 이지만 

Li1-xCoO2에서 x>0.5인 경우에 구조적인 비가역 상전이의 문제로 실제 

용량은 145 mA h g-1이다[20]. 또한, 구조적인 비가역 상전이 외에도 

Co로 인한 환경오염, 대량생산 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LiCoO2를 

대체하기 위한 양극물질의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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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스피넬 구조 

 

입방정계(cubic system)의 스피넬 구조를 갖는 LiMn2O4 화합물은 148 

mA h g-1의 이론 용량을 발현한다. LiCoO2보다 이론 용량은 낮지만, Mn은 

자원이 풍부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스피넬 구조의 LiMn2O4는 Jahn-Teller distortion에 의한 구조 변화[21, 

22]와 Mn 용출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Mn3+ 이온에 의해 발생한 

Jahn-Teller distortion으로 격자의 불균일성이 증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가 또는 2가의 원소를 도핑함으로써 Mn의 평균 산화수를 

3.5이상으로 증가시켰지만[23]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Mn3+ 

이온의 양이 감소하므로 용량이 감소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고온에서의 

Mn 용출이다[24]. 방전 시 전극 표면의 불균형화 반응(disproportionation, 

2Mn3+ = Mn2+ + Mn4+)에 의해 Mn2+ 이온이 생성된다. 생성된 Mn2+ 

이온이 산성인 전해질에 용해되면서 활물질의 양이 감소하며, 음극에 

금속으로 전착되어 리튬 이온의 이동성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Mn의 일부를 Al 등으로 치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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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올리빈 구조 

 

올리빈(olivine) 구조의 LiFePO4 화합물의 이론 용량은 170 mA h g-

1이다. Fe3+/Fe2+의 작동 전압은 3.2 V (vs. Li/Li+)이지만 다중산 음이온을 

PO42-로 대체함으로써 유발효과에 의해 약 3.4 V (vs. Li/Li+)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26]. LiFePO4는 구조가 매우 안정하지만 전자전도도가 낮고 

리튬 이온 확산 속도가 느리다. 또한, 다른 양극 화합물에 비해 이론 

밀도가 낮다. LiFePO4의 낮은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입자크기 조절, 

표면 탄소 코팅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7, 28]. 

 

2.2.2. 음극 재료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활물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낮은 표준전극전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화학 반응에 따른 구조 변화가 적어야 한다. 

3) 전극 활물질 내에서 리튬 이온의 확산속도가 빨라야 한다. 

4) 전기전도도가 높아 전기화학 반응 시 전자의 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5) 음극 활물질의 밀도가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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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 리튬을 양극 활물질로 사용하기 전 리튬이온전지는 음극으로 리튬 

금속을 사용하였다. 리튬 금속은 3800 mA h g-1의 높은 이론 용량을 

발현하지만 충·방전에 따른 리튬 금속의 와해와 재형성으로 인해 리튬 

전극 표면의 수지상 성장물이 전지의 내부 단락을 일으켰다.  

탄소계 음극을 사용함으로써 리튬 이온의 가역적인 삽입과 탈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탄소계 음극은 리튬과의 반응 전위가 리튬 금속과 

가깝고(0.1 ~ 0.2 V vs. Li/Li+), 리튬 이온과 전기화학 반응 시 결정구조의 

변화가 적다.  

리튬이차전지 시장이 소형전지에서 중·대형 전지로 발달함에 따라 

탄소계 재료의 용량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금계 재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2.1. 탄소계 

 

현재 상용화된 흑연 음극와 리튬 이온의 전기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다. 

LixC ↔ C + xLi+ + xe- 

리튬 이온이 흑연에 삽입되어 LixC6 상을 생성한다. 흑연은 상온에서 

탄소 원자 여섯 개당 한 개의 리튬 이온과 반응하여 372 mA h g-1의 이론 

용량을 발현한다. 방전 시에는 흑연에 삽입되었던 리튬 이온이 탈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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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과정 시 0.25 V (vs. Li/Li+) 이하의 전위에서 리튬 이온의 삽입 

반응은 삽입된 리튬 이온의 농도와 관련 있다. 삽입된 리튬 이온의 농도가 

낮으면 리튬 이온이 층을 형성하고 인접한 흑연 층에는 삽입되지 않는다. 

리튬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리튬 이온이 채워지지 않은 흑연 층으로 

삽입된다. 비어있는 흑연층의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LiC6 

상태에서는 리튬 이온층과 흑연층이 교대로 배열된다. 이러한 리튬 삽입 

과정을 스테이징이라 한다. 스테이징 현상은 충전 전압 곡선에서 연속적인 

전위 평탄구역의 형태로 관찰되는데, 이는 이상 반응(two phase 

reaction)을 의미한다. 또한, 리튬 이온의 흑연층의 삽입 반응 동안 

흑연층의 적층 순서는 ABAB… 에서 AAAA… 로 바뀐다.   

 

2.2.2.2. 합금계 

 

합금계 재료는 탄소계 재료에 비해 높은 용량을 발현하기 때문에 차세대 

음극으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합금계 음극 물질로는 Si, Sn, Sb,  

Ga, Ge, Sn, Al, Bi, Sb 등이 있다[29-31]. 이들의 리튬 이온과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다음과 같다. 

LixM ↔ xLi+ + xe- + M 

합금계 음극은 비교적 낮은 전위 범위에서 리튬 이온과의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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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탄소계 음극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충·방전 시 100~400% 의 큰 부피 변화를 겪는다. 부피 변화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극에 균열이 발생하여 입자 간, 

입자와 집전체 간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여 수명이 빠르게 퇴화하는 단점이 

있다. 

합금계 음극 중 Si 음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i는 

상온에서 리튬과 반응하여 결정질 합금상(c-Li15Si4)을 형성하며, 약 3579 

mA h g-1의 이론 용량을 발현한다. 하지만 최대 400% 의 부피 변화를 

겪으면서 활물질의 균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SiO 음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iO의 구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random bonding model과 random mixture model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2-34]. Random bonding model은 Si와 O가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SiO가 단일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random 

mixture model은 Si와 SiO2가 각각의 상을 이루며 섞여있다고 설명한다. 

SiO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리튬 이온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여 Li2O와 

Li4SiO4인 비가역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이클 쿨롱 효율이 

낮다. 하지만 비가역 생성물이 활물질의 부피 팽창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SiO 음극은 Si 음극에 비해 사이클 성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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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해질 

 

리튬이온전지의 액체 전해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리튬 이온 전도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극의 전압 영역에서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 

3)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4) 안전성이 우수해야 한다. 

전해질은 리튬 이온을 전극에서 전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리튬이온전지는 작동 전압이 높기 때문에 유기 전해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온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전해질의 유기 용매는 유전율 상수가 높고 

점도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유전율 상수가 높을수록 점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고유전율 용매와 저점도의 용매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ethylene carbonate(EC), propylene carbonate(PC)와 같은 환형 

카보네이트(cyclic carbonate)는 높은 유전율을 갖기만 점성 또한 높다. 

반대로, dimethyl carbonate(DMC), diethyl carbonate(DEC) 등과 같은 

선형 카보네이트(linear carbonate)는 유전율과 점도가 낮다. 따라서 환형 

카보네이트와 선형 카보네이트를 섞어서 사용한다. 

리튬염으로는 불화물 루이스산(fluorinated Lewis acid)을 기본으로 하는 

LiPF6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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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은 낮은 전압 범위에서 분해되어 음극 표면에 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를 형성한다[19]. 표면에 생성된 SEI는 리튬 

이온의 전도성은 가지지만 전자 전도성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해질의 

추가적인 분해를 막아줌으로써 전지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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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전지의 제작 

 

L사에 제공받은 탄소가 코팅(약 50 nm)된 일산화규소(SiO)를 활물질로 

사용하였으며, 전극은 활물질과 도전재(graphite), 바인더(유기계)를 7:2:1 

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전해질은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첨가제가 포함된 유기 전해질을 사용하였다.  

2032-type의 코인셀을 제작하여 전기화학 특성을 분석하였다. 탄소가 

코팅된 SiO 전극을 1.1 cm의 지름으로 펀칭 후, 120℃ 진공 오븐에서 10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코인셀은 리튬 금속을 대전극으로, SiO 전극을 작업 

전극, 분리막(셀가드 社, PP 재질)을 사용한 반쪽 전지로 구성하였다. 모든 

코인셀은 Ar 분위기인 글러브 박스(VAC co. model HE-493/Mo-5)에서 

제작하였다. 

 

3.2. 충·방전 실험 

 

제작한 코인셀을 Wonatech battery cycler system (WBCS 3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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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25℃에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10 시간 상온 보관 후 

안정적인 SEI 형성을 위하여 느린 전류 밀도로 formation 단계(2사이클)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사이클은 0.1 C rate 정전류(constant current) 충전 

후 0.005 V (vs. Li/Li+)에서 0.005 C rate 정전압(constant voltage)까지 

충전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사이클은 0.2 C rate 정전류로 첫 번째와 

동일한 과정으로 충전을 진행하였다. 방전은 충전과 동일한 전류 밀도로 

진행하였다. Formation 단계의 전압 범위는 0.005 V ~ 1.5 V (vs. 

Li/Li+)이다. Formation 단계 이후 0.5 C rate 정전류 충전 후 0.005 V 

(vs. Li/Li+)에서 0.005 C rate 정전압 충전을 진행하였고 방전은 충전과 

동일한 전류 밀도로 50 사이클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이때, 1 C rate 를 

1142 mA g-1으로 계산하였고, 전압 범위는 0.005 V ~ 0.7 V (vs. 

Li/Li+)와 0.005 V ~ 1.0 V (vs. Li/Li+)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3. 전기화학 분석 

 

코인셀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AC impedance와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 (GITT) 분석을 진행하였다. AC 

impedance는 CHI 660B를 사용하였고 코인셀을 0.2 V (vs. Li/Li+)에서 

CC-CV 충전 후 2시간동안 안정화하여 0.005 ~ 100000 Hz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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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셀의 저항을 분석하였다. GITT는 Wonatech battery cycler system 

(WBCS 3000)를 이용하여 0.1 C rate의 전류 밀도로 10분 전류인가 후 

20분 안정화 과정을 반복하여 내부저항을 측정하였고, 전압 범위는 각각 

0.005 V ~ 0.7 V (vs. Li/Li+), 0.005 V ~ 1.0 V (vs. Li/Li+)로 설정하였다. 

Quasi-Open Circuit Voltage (QOCV)와 Constant Current Voltage 

(CCV)의 차이를 전류 밀도로 나누어 코인셀의 내부 저항을 구하였다. 

 

3.4. 기기분석 

 

ex-situ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Bruker, D8)을 통해 전극의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다. 외부 공기로 인한 전극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글러브 박스 안에서 코인셀을 분해하여 전극을 dimethyl carbonate 

(DMC)로 세척하였다. 세척한 전극을 건조 후 Be window에 결합하여 

kapton tape로 밀봉하였다. Cu Ka radiation, 40 mA, 40 kV의 조건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극의 형태는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 JSM-6700F)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극의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 cross section polisher (JEOL SM-09010)을 사용하였다. 

또한, SiO의 코팅된 탄소의 두께를 HR-TEM (High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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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FEI, Tecnai F20)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전극 분말과 DMC를 혼합한 후 sonication을 통해 분산시켰다. 

전극 분말이 분산된 DMC를 TEM grid 위에 떨어뜨린 후 건조했다. 

XRD, FE-SEM 그리고 HR-TEM 분석을 위한 시료는 외부 공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글러브 박스 안에서 코인셀을 분해하여 전극을 

DMC로 세척한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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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C-coated SiO 분말의 물성 

 

탄소가 코팅된 SiO 분말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2). 비정질 구조이면서 곳곳에 결정질 Si peak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탄소 코팅을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SiO가 Si와 SiO2로 

나뉘는 불균형화 반응(disproportionation, 2SiO  Si + SiO2)때문이라 

판단된다[35].  

탄소가 코팅된 SiO 분말의 FE-SEM 이미지이다(그림 3). 입자의 

크기는 3~10 µm 이며, EDS 분석 결과 Si와 O의 원소 비율이 1:1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팅된 탄소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HR-TEM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4). 약 50 nm 이하의 두께로 탄소가 SiO 분말에 코팅된 

것을 확인하였다. 

 

4.2. 방전 전압에 따른 C-coated SiO 전극의 사이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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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D patterns of C-coated Si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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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SEM image of C-coated Si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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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R-TEM image of C-coated SiO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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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de-lithiation) 전압에 따른 탄소가 코팅된 SiO 전극의 사이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충·방전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5). Formation 

단계의 방전 전압을 1.5 V (vs. Li/Li+)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두 전극 모두 

첫 번째 사이클 충전(lithiation) 용량이 타 사이클에 비해 많은 용량을 

발현하였다. 편의상 방전 전압이 1.0 V (vs. Li/Li+)인 코인셀을 고전압 

전지, 0.7 V (vs. Li/Li+)인 코인셀을 저전압 전지이라 명명하겠다. 열다섯 

번째 사이클까지 고전압 전지가 더 많은 용량을 발현하지만 사이클 성능이 

빠르게 퇴화하여 열다섯 번째 사이클 이후로 사이클 성능이 역전되었다. 

쿨롱 효율 또한 저전압 전지가 고전압 전지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SiO 전극은 충·방전이 진행되면서 활물질의 부피 변화로 인해 활물질의 

균열이 발생한다. 활물질의 균열로 인해 새로운 표면적이 드러나고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가 발생한다. 또한 활물질의 균열로 입자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져 방전 시 전기화학 반응성을 잃는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와 리튬 이온의 트랩은 SiO 전극의 쿨롱 효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4.3. C-coated SiO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과 저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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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ycle performance and Coulombic efficiency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upon de-lithiation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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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전압에 따른 SiO 전극의 사이클 성능과 쿨롱 효율의 차이를 

용량차분곡선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두 전지가 비슷한 

전기화학적 거동을 나타내지만, 열 번째 사이클에서 고전압 전지는 방전 시 

0.5 V (vs. Li/Li+) 영역에서 산화 peak가 발생한 반면(그림 6-(a)), 

저전압 전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6-(b)). 

용량차분곡선에서 방전 시 0.5 V (vs. Li/Li+) 영역에서 나타나는 산화 

peak는 SOC (state of charge) 와 관련이 있다[1]. 높은 SOC로 충전하면 

충전 과정 말단에서 결정질 합금상이 생성되고 용량차분곡선에서 방전 시 

0.5 V (vs. Li/Li+) 에서 산화 peak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열 번째 

사이클에서 고전압 전지의 SOC가 저전압 전지의 SOC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량차분곡선 이외에도 방전 전압에 따른 SiO 전극의 SOC를 알아보기 

위해 사이클 별 QOCV를 도시하였다(그림 7). QOCV (quasi-open circuit 

voltage) 란 유사 개방 회로 전압으로 물질의 열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충분히 충전한 상태에서 코인셀을 10분간 안정시킨 후 

QOCV를 측정하였고 사이클 별로 도시하였다. 음극의 경우 SOC가 

높아질수록 전압은 낮아진다. 고전압 전지의 QOCV가 저전압 전지의 

QOCV보다 낮고, 이를 통해 고전압 전지의 SOC가 저전압 전지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용량차분곡선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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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 1.0 V 

de-lithiation, (b) 0.7 V de-lith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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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QOCV plot upon de-lithiathion voltage. 

 

 

 



- 27 - 

고전압 전지와 저전압 전지 모두 동일한 충전 조건에도 불구하고 방전 

전압에 따른 SOC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GITT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를 이용하여 SiO 전극의 내부저항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8). 10분간 전류를 인가하고 멈춘 후 20분 동안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전류를 인가하면서 안정화된 전압을 CCV, 

전류를 인가하지 않고 안정화된 전압을 QOCV로 설정하여 두 전위차를 

통해 저항을 계산하였다. 충전보다 방전 시 내부저항이 더 컸는데, 이는 

방전 시 활물질의 부피 수축으로 인해 입자들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충전 말단 부분을 

제외하고 고전압 전지의 내부저항이 더 작았다. GITT 분석으로는 전지의 

내부 저항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항을 분석하기 위해 EIS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9 는 Nyquist plot 이다. Nyquist plot 에는 두 개의 반원이 나타난다. 

첫 번째 반원은 SEI 저항, 두 번째 반원은 전하전달 저항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두 전지의 저항은 거의 같다. 일곱 번째 사이클에서 두 

전지 모두 SEI 저항은 비슷한 반면 전하전달 저항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활물질의 부피 변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면서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리튬 이온의 이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일곱 번째 사이클에서 

고전압 전지의 전하전달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리튬 이온과의 반응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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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 (GITT) voltage pro

files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upon de-lithation voltage in 

the 3r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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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 impedance spectra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 1st 

cycle, (b) 7th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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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 충전 과정 말단에서 결정질 합금상이 생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용량차분곡선에서 방전 시 0.5 V (vs. Li/Li+)에서 산화 peak 이 먼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후 사이클에 대한 방전 전압에 따른 SiO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량차분곡선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10). 고전압 전지는 

산화 peak이 18번째 사이클에서 최대로 발달한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용량차분곡선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용량을 의미한다. 즉, peak의 감소는 

활물질의 퇴화로 인한 용량의 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저전압 전지는 

스물일곱 번째 사이클에서 peak이 최대로 발달한 후 고전압 전지에 비해 

약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압 전지가 저전압 전지에 비해 더 빠른 

사이클에서 급격하게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전 전압에 따른 SiO 전극의 사이클 성능 퇴화를 알아보기 위해 저항 

분석을 진행하였다. GITT 방법을 이용하여 두 전지의 내부저항을 

분석하였다(그림 11). 스물세 번째 사이클에서 고전압 전지와 저전압 

전지의 내부저항을 분석한 결과, 고전압 전지의 내부저항이 저전압 전지의 

내부저항보다 더 컸다. 일곱 번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세부 저항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EIS를 통한 저항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그림 12). 

저전압 전지는 일곱번째 사이클과 서른번째 사이클의 전하전달 저항이 

비슷한 반면, 고전압 전지는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전하전달 저항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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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 1.0 

V de-lithiation, (b) 0.7 V de-lith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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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 (GITT) voltage 

profiles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upon de-lithation voltage 

in the 23th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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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C impedance spectra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 

1.0 V de-lithiation, (b) 0.7 V de-lith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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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동일한 OCV에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전하전달 저항이 증가한 

이유는 활물질의 전기화학 반응성의 감소로 판단된다. 즉, 전기화학 

반응성을 잃은 dead particle이 생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활물질의 부피변화로 인해 활물질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누적되면서 활물질과 활물질, 활물질과 도전재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져 

dead particle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사이클 성능의 퇴화가 시작한다고 

판단된다. 

 

4.4. C-coated SiO 전극의 용량 퇴화의 원인 

Dead particle 생성의 원인이 되는 부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충·방전에 따른 SiO 전극의 두께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13). Pristine의 

두께가 같은 SiO 전극을 다음과 같은 충·방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Formation 단계 후, 0.005 V (vs. Li/Li+) 충전, 0.7 V (vs. Li/Li+) 그리고 

1.0 V (vs. Li/Li+) 방전을 마친 각각의 코인셀을 분해하여 digital 

micrometer를 이용하여 SiO 전극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Formation 단계를 

마친 후 전극의 두께는 pristine 전극의 두께 대비 37.5% 증가하였다. 

충전 시 합금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SiO 전극의 두께는 pristine 전극의 

두께 대비 최대 100% 증가하였다. 반대로, 방전 시 비합금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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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SiO 전극의 두께는 감소하였으며 고전압 전지가 pristine 

전극의 두께 대비 12.5 % 더 감소하였다. 또한, CP를 이용하여 전극의 

단면을 절단한 후 FE-SEM을 통해 SiO 전극의 두께를 확인하였다(그림 

13). 앞선 결과와 같이 충전이 진행되면서 전극의 두께는 증가하지만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극의 두께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극의 두께 

변화는 활물질의 부피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활물질의 부피 변화에 의한 균열을 확인하기 위해 FE-SEM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14). Pristine 전극의 경우, 3~10 µm의 SiO 활물질과 

도전재로 사용된 흑연이 잘 섞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수반된 활물질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일곱 번째 사이클에서 

저전압 전지와 고전압 전지 모두 활물질 입자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고전압 전지의 경우 더 많은 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 서른 

번째 사이클에서 저전압 전지는 활물질의 균열이 일곱 번째 사이클과 

비슷한 반면, 고전압 전지의 활물질 입자는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완전히 

분쇄되거나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피 변화로 인해 활물질 

입자에 기계적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부서진 작은 활물질 분말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분쇄되거나 떨어져 나간 입자들로 인해 입자들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져 전기화학 반응성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전하전달 

저항이 증가하고 사이클 성능의 퇴화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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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Thickness change and cross section images, (b) after 

formation, (c) 0.005 V lithiation, (d) 0.7 V de-lithiation, (e) 1.0 V de-

lithiation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in the 1st cycle. 

 

  10 µm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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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E-SEM images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 

pristine, (b) 0.7 V, (c) 1.0 V de-lithiation in the 7th cycle, (d) 0.7 V,(e) 

1.0 V de-lithiation in the 30th cycle.  

 1 µm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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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물질의 균열로 인한 입자 사이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P를 

이용하여 전극의 단면을 절단한 후 FE-SEM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15). 

일곱 번째와 서른 번째 사이클 모두에서 활물질 균열로 인한 고전압 전지의 

입자들의 연결 상태가 더 나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이 수축하면서 입자들 사이의 연결이 나빠진 것이라 판단된다.  

방전 전압에 따른 SiO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을 설명하는 schematic 

diagram을 그림 16에 도시하였다. SiO 전극은 충전 시 리튬 이온과 Si의 

합금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방전 시 비합금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부피가 수축한다. 충·방전 시 겪는 부피 변화에 의해 활물질에 

균열이 발생한다. 활물질 균열로 인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리튬 이온의 이동이 용이해져 전하전달 저항이 감소한다. 따라서 충전 과정 

말단에서 결정질 합금상(c-Li15Si4)이 생성된다. 하지만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활물질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누적되면서 입자들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지고 결정질 합금상에 의한 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이클 성능의 퇴화가 발생한다. 반면, 저전압 전지는 고전압 전지에 비해 

활물질의 균열이 완화되어 결정질 합금상의 생성이 늦다. 또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홞물질의 균열이 완화되어 입자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고전압 전지에 비해 우수한 사이클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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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ross section images of C-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 

pristine, (b) 0.7 V, (c) 1.0 V de-lithiation in the 7th cycle, (d) 0.7 V, (e) 

1.0 V de-lithiation in the 30th cycle.  

(a) 

(b) (c) 

(d) (e) 

  1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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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chematic diagram for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cotead 

SiO negative electrode upon de-lithiation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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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전 전압에 따른 탄소가 코팅된 SiO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SiO 전극은 충·방전이 진행되면서 부피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활물질 입자에 균열이 발생하고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사이클 초반 부피 변화로 인한 활물질의 균열로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여 

리튬 이온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전하전달 저항이 감소한다. 그 

결과, 충전 과정 말단에서 결정질 합금상이 생성된다. 이는 방전 시 0.5 V 

(vs. Li/Li+) 산화 pea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활물질의 균열로 인해 활물질과 활물질, 활물질과 도전재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전하전달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사이클 

성능의 퇴화가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전 전압을 낮춰 부피 변화를 완화시키면 

활물질의 균열 또한 완화된다. 고전압 전지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이동이 제약을 받아 전하전달 저항이 크다. 이로 인해 

충전 시 결정질 합금상의 생성이 늦어진다. 하지만 활물질 입자의 균열이 

완화되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입자 사이의 전기전도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우수한 사이클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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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rowth of the lithium ion battery market as large batteries for 

use electric vehicles and energy storage system, the need for battery 

material having a high energy density have been increasing. 

Because Si negative electrode has high theoretical specific capacity 

compared with graphite negative electrode, it is regarded as promising 

negative electrode. But it has poor cycle performance by undergoing 

severe volume change of active materials during lithiation and de-

lithiation. On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many researches about silicon 

monoxide is made 

By irreversibly electrochemical reaction between SiO and Li+ ion, 

Lithium silicate (Li4SiO4) and Lithium oxide (Li2O) is generated in the 1st 

cycle. SiO negative electrode has better cycle performance than Si 

negative electrode because these irreversible products are to alleviate the 

volume change of the active material. Bu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commercialization. 

In this work, Cycle performance of carbon-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improves by controlling de-lithiation voltage. By set up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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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ation voltage as 0.7 V and 1.0 V (vs. Li/Li+),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arbon-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are investigated.  

Particle’s cracks of active materials are generated by volume change 

of active materials during lithiation and de-lithiation. As a result, the 

particle size decreased and charge transfer resistance decreases. So, it is 

possible to generate c-Li15Si4 during lithiation.  

However, continuous volume change of active materials causes active 

materials to have more cracks. As such situation continues, active 

materials los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accelerate capacity fading. 

On the other hand, lowering the de-lithiation voltage, volume change of 

active materials is reduced. As a result, generation of c-Li15Si4 occurs 

slowly due to weak particle’s cracks. Thus, it shows good Electric 

conductivity between particles well. As a result of such effects, carbon-

coated SiO negative electrode with low de-lithiation voltage has good 

cycle performance. 

 

Keywords : lithium ion batteries, silicon monoxide, de-lithiation voltage, 

c-Li15Si4, electric conductivity, charge transfe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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