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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소형

전자기기의 수요를 넘어서 전기자동차, ESS(Energy Storage 

System)와 같은 대형 배터리 사업에까지 폭넓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넓은 수요와 더불어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 증가를 위해서는 배터리의 부피 및 질량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에너지 밀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후막화란

같은 부피에 많은 활물질을 포함시켜 단위 부피당 용량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큰 용량을 발현하는 양극을 후막화 시켜

단위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면 대용량 배터리에의 리튬 이온

전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 얇은 전극으로 구성된 전지에 비해 퇴화가 비교적 빠르고

심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막화 전극의 퇴화 원인에

관해 연구해보았다.

기존의 보고된 연구들과 달리 한 개의 전극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expanded aluminum metal sheet에 전극을 성형해 3단계로 적층하여

실험하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 전극의 상부, 중부, 그리고 하부를 나누어

전극의 영역별로 퇴화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EIS, XANES, XRD, XPS 

등의 분석을 통해 후막화에 따른 전지 퇴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전극의 후막화의 퇴화원인을

개선하였다.

주요어 : 리튬 이온 전지, 양극물질, 전극의 후막화, Al expanded metal

학   번 : 2015-2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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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소형

전자기기의 수요를 넘어서 전기자동차, ESS(Energy Storage 

System)와 같은 대형 배터리 사업에까지 폭넓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6]. 이렇게 폭넓은 요구와 사용으로 인해서 리튬이온배터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의 연비 규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EURO 6까지 진행되어 더욱 더 엄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또한 석유 자원의 고갈에 의해서 향후

전기자동차에 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이다. 

배터리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의 성능의 지표인 연비와 출력을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특성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이다.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배터리의 부피 및 질량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에너지 밀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 음극을 포함하는 전극,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극을 구성하며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주요 물질인 활물질은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가 용이해야하며, 

반복된 충방전 과정 중 안정한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인 접촉을 방지해 셀 구동 중의 단락

현상(short-circuit)을 방지하며, 유사시 셀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이차전지의 기본원리는 전기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에



2

의해 발생하는 이온의 이동 원리를 통해 충전과 방전을 시행한다. 

양극과 음극이 지니는 고유의 에너지가 달라서 그 전압차를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즉 전지에서 전극 내로 삽입되는 이온은 집전체를 통해

전극으로 들어온 전자와 전하중성을 이루며 전극 내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매개체가 된다. 양극재와 음극재는 활물질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이러한 이온을 삽입과 탈리를

행하여 용량과 출력을 발현하게 된다.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재는 전지의 용량 및 작동 전압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에너지 밀도는 용량과 작동 전압의 곱으로 표현되며, 음극 물질에 비해

다양한 작동 전압 및 용량을 발현하는 양극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고전압 및 고용량을 발현하는 양극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고용량/고전압 소재의 개발이 있다. 양극재는 그 구조에

따라, olivine, spinel 및 층상구조 산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층상구조 산화물 양극재는 현재 가장 큰 용량을 발현하며, 합성이 쉬워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LiCoO2로 대표되는 산화물은, CoO2의

층상 간에 Li 이온이 삽입/탈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용량은

150mAh/g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EV의 발전과 함께 대용량

배터리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Co를 Ni로 치환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iNiO2는 발현할 수 있는 용량이 200mAh/g 이상으로

차세대 배터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Ni이 풍부한

조성(Ni-rich 산화물)[7-14]에서의 Li-Ni의 자리바꿈 현상(cation 

mixing), 공기 중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잔존 리튬의 발생 문제

등은 Ni-rich 산화물의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핑(Mg[15-20], Zn[21, 22], Ti[23], F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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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5], Cr[26, 27], Ru[28]) 및 코팅을 통한 Ni-rich 산화물의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Ni-rich 

산화물 소재 자체의 가역 용량이 열역학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되고 있다. 

둘째로, 전극의 후막화를 통한 전지 성능의 향상 또한 연구되고

있다. 공간이 제한된 EV의 경우, 제한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이를 위해,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활물질을 최대한 많이 함유시킴으로써 제한된 부피 내에

최대한의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극이 너무 두껍게 제조될 경우, 전극 내부의 불균일성 및 저항

증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전지의 성능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 또한 진행 중에 있다.

후막화란 같은 부피에 많은 활물질을 포함시켜 단위 부피당

용량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큰 용량을 발현하는 양극을

후막화 시켜 단위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면 대용량

배터리에의 리튬 이온 전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 얇은 전극으로 구성된 전지에 비해 퇴화가

비교적 빠르고 심하게 일어난다.

전극 후막화에 관한 기존 연구[29-32]들에 따르면 후막화에

따른 전극 내 불균일성이 그 문제점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전지 성능의 퇴화를 가져온다고 예상되고 있다. 

첫째로는, 전기전도도 저하 문제이다. 일반적인 양극 산화물은 부도체로, 

전극 내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향상하기 위해 도전재로써

나노 크기의 탄소재를 첨가해준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어든 도전재의 양 때문에 충분한 전기전도도가 확보되지 않아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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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불균일성이 발생한다. 둘째로, 전극 내 이온전도의 문제이다. 전극

내에 너무 많은 활물질이 함유되어 충방전 과정 중 순간적으로 활물질

표면의 리튬이온농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때, 전해액으로부터

리튬이온이 충분한 속도로 전달되지 못할 시, 활물질 표면에서 전해액

분해 등의 부반응이 발생해 전지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 후막화된 전극의 퇴화 거동을 depth-profiling을

하기 위해 expanded aluminum metal sheet에 전극을 성형해 3단계로

적층하여 실험하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 전극의 상부, 중부, 그리고

하부를 나누어 전극의 영역별로 퇴화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XANES, 

XRD, XPS 등의 분석을 통해 후막화에 따른 전지 퇴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전극의 후막화의

퇴화원인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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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pacity distribution chart of electrod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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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 1.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재

1991년 LiCoO2와 Graphite를 각각 양극 및 음극 재료로

사용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양극재 물질들이 개발되었으며(Figure 2), 층상 구조 양극

산화물 (LiMO2, M=전이 금속 원소)[33-35], 스피넬 구조 양극

산화물 (LiM2O4, M=Mn, Ni, Co 및 Fe)[36, 37] 및 올리빈 구조

인산화물 (LiMPO4, M=전이 금속 원소)[38-40]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구조적 차이는 서로 다른 전기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다(Figure 3).

올리빈 구조 인산화물은 인과 산소의 강한 결합을 통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인의 산소보다 높은 전기 음성도는

표준 환원 전위보다 높은 작동 전압을 제공한다. 올리빈 구조

인산화물은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전자 전도성이 낮고 이온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어렵다[41, 42]. 많은 연구들에서 탄소 혹은

다른 물질들을 이용하여 코팅이나 도핑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

시도했다.

스피넬 구조 양극 산화물은 다른 양극 물질에 비해서 저렴한

생산 비용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피넬 구조 양극

산화물은 LiMn2O4이다. 망간은 자원의 양이 풍부하여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양극 물질 재료이다. 또한 다양한 산화 상태를 통해 높은

작동 전압을 구현할 수 있다. 전기화학반응 과정 중 LiMn2O4으로부터

전해질로 용출된 Mn2+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43]. 

불안정한 Mn3+는 Mn4+와 Mn2+으로 나뉘어 전해질분해를 통해 양극

표면에 리튬 고체 전해질 계면 (SEI)을 만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원소들을 코팅 및 도핑하여 개선하려는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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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왔다. 

층상구조 양극 산화물은 이론적으로 270mAhg-1 이상의

고용량을 발현할 수 있다. Figure 4에서 양이온은 O2- 음이온으로

구성된 cubic-close packed (CCP) 구조에서 octahedral site에

위치하며, Li+ 이온들은 [111] 방향으로 배열 된 MO2 slabs 사이에

위치함을 보여준다. M은 전이 금속이며 일반적으로 코발트, 니켈 및

망간의 단독 또는 혼합물이다[44-49].  층상 구조 양극 산화물의 확산

메커니즘은 보통 MO2 slabs 사이에 Li+ 이온이 확산되기 때문에 2차원

확산 반응이라고 불린다. 적층된 산화물 사이(slab)에서의 diffusion 

pathway는 층상구조 양극 산화물의 높은 이온전도도를 갖게 해준다. 

높은 속도 성능뿐만 아니라 Li 금속 대비 3.5V 이상의 높은 작동

전압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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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anding applications of Li 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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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structures of cathode materials for            Li 

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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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rystal structure of LiCo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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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Ni-rich계 산화물의 문제점

Ni-rich계 재료는 높은 가역 용량을 나타내지만 Ni3+ 이온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다양한 결점이 있다. Crystal field theory에 따르면, 

3d 오비탈의 전자는 t2g와 eg로 분할되며, 각각 팔면체로 조정되면서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갖는다. Ni 이온의 CFSE(Crystal Field 

Stabilization Energy)에 따르면 Ni2+(t2g
6eg

2), Ni3+(t2g
6eg

1) 및 Ni4+

(t2g
6)의 상대적 에너지 준위는 각각 -12Dq, -18Dq+P, -

24Dq+2P이다. The pairing energy(P)가 비교적 작다고 가정하면, Ni 

이온의 가장 안정한 산화 상태는 Ni2+이다. 따라서, Ni-rich계 재료의

Ni 이온은 Ni3+에서 Ni2+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Ni2+의 생성은

cation mixing[50, 51], 전이 금속 용해 (transition metal 

dissolution)[52], 표면상의 잔류 리튬[53-55] 및 표면 근처의

상전이(phase transition on near-surface region)[56]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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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자리 바뀜 현상(Cation mixing)

Ni-rich계 양극 재료의 구조적 안정성은 lithium sites 

(octahedral 3a site)과 transition metal sites (octahedral 3b 

site)사이에서의 disordering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층상구조 양극

산화물의 R-3m 구조는 [001] 방향으로 [산소-리튬-산소-전이 금속] 

단위의 반복이다. 완벽한 결정 구조에서는 Li와 Ni 이온은 각각 제

위치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octahedral site에 Ni3+ 이온은 이전에

설명한 불안정성 때문에 쉽게 Ni2+로 환원된다. 

Ni2+ 이온은 Li 이온(~0.76A°)과 비슷한 이온 크기

(~0.69A°)를 나타낸다. 이 비슷한 이온 크기로 인해, 전이 금속

사이트의 Ni2+ 이온은 쉽게 Li 이온이 선호하는 사이트로

확산된다(Figure 5). 리튬 탈리 과정에서 Li층으로 이동한 Ni2+ 이온이

Ni3+로 산화 된다. Ni2+보다 Ni3+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slab 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Li 확산이 방해되어 속도 기능이 저하된다[57].

Cation mixing에 관한 기존의 보고들에 의하면 합성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전기 화학 사이클에서도 일어난다.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Ni-rich계 양극재는 심각한 structural 

disorder가 발생된다. 따라서, cation mixing의 영향으로 인해 Ni-

rich계 양극재의 전기 화학적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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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view of cation mixed structure of LiN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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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전이 금속 용해(Transition metal dissolution)

전이 금속 산화물(transition metal oxide)로 구성된 양극재들은

전기화학 반응 과정 중에 전이 금속이 전해질로 용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스피넬 구조 망간 산화물의 경우, Mn2+의 전해질 용해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스피넬 구조의 화학적 및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에, Mn3+는 Mn2+ 및 Mn4+로 쉽게 산화 환원 반응을 보인다. 

전해질로 용해된 Mn2+ 이온은 탄소계 음극재 표면에서 환원되어 음극재

표면에 화합물을 형성하여 리튬이온 확산을 방해한다. 이는

Mn/Mn2+(1.87V vs Li/Li+)의 표준 산화 환원 전위가 흑연으로의 리튬

이 삽입(intercalation)되는 전위(<0.3V vs Li/Li+)보다 높기 때문이다.

Figure 6을 통해서 스피넬 구조 망간 산화물과 유사하게, 

층상계 구조 전이 금속 산화물도 유사한 문제를 볼 수 있다. LiCoO2 및

LiNiO2의 경우 고전압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할 때, 전해질 내로 Co 

및 Ni 이온의 심각한 용해를 초래한다. Ni/Ni2+ 과 Co/Co2+의 표준

산화 환원 전위는 각각 (2.80V vs Li/Li+)과 (2.77V vs 

Li/Li+)이다[52]. 특히 Ni-rich 산화물의 경우 전해질에 쉽게 용해 될

수 있는 Ni2+가 쉽게 생성된다. 음극재 표면 상에 침착 된 Ni 화합물은

Co 및 Mn계 화합물과 같은 다른 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Ni-rich

산화물의 Ni 용해는 여전히 redox center 손실 및 리튬 확산의 방해

역할로 인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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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view of the influence of transition metal addition 

in electrolyte on graphite anode during initial char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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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Storage characteristics

이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LiNiO2 및 Ni-rich계 산화물의

염기성은 LiCoO2의 염기성보다 훨씬 높다. 염기성은 활성 물질 표면의

Li2CO3 및 LiOH와 같은 잔여 리튬 화합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Ni 

rich oxide(LiNi0.85Co0.163O2)는 실온에서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

할 수 있다[61]. Figure 7에서는 대기중에 LiNiO2를 저장하였을 때의

용량 감소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LiNiO2가 H2O와 반응 할 수 있고, 

이는 H2O와 전자 교환 반응없이 발생된 화학적 탈리 현상으로 해석 될

수 있다[62]. Ar 분위기에서 저장을하여도 LiNiO2의 열화로 인해 전기

화학적 성능을 감소한다[54]. 이 현상은 LiNiO2의 Ni3+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Ni3+는 격자 내의 산소로부터 전자를 받아 Ni2+로 쉽게

환원되고, 불안정화 된 O- 이온은 산소 발생을 일으킨다. 또한, 활성화

된 O2- 이온은 대기 중에서 CO2 또는 H2O와 반응 할 때, 산소

발생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Li2CO3 또는 LiOH (잔류

리튬)를 생성한다[55]. 이 화학 반응 동안 벌크 구조의 Ni 이온은 표면

반응의 영향을 받는다. 저장 특성은 Ni-rich 및 lithium nickel oxide를

이용하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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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rge-discharge profile of LiNiO2 after storage in air for 

various times in voltage range of from 2.7V to 4.3V versus Li/Li+ at 

18mA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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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전극 표면에서의 상전이(Phase transition on near-surface 

region)

앞서 언급했듯이 표면 근처의 안정성은 Ni 이 풍부한 산화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맥락에서 표면 근처의 상전이는

물질의 전기 화학적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장 중에 뿐만 아니라

전기 화학적 반응 동안에도, 상전이 영역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Figure 8). LiNi0.5Co0.2Mn0.3O2(NCM523)의 고전압영역에서의 충방전

사이클링은 rock-salt 및 스피넬 영역을 형성한다[63]. 이 결과는

LiNi1/3Co1/3Mn1/3O2(NCM111)과는 다른 열화 반응을 나타낸다. 

NCM111 물질의 분해 메커니즘은 리튬이 많이 탈리된 상황에서 O1 

phase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이 Ni-rich 계 산화물에서

Li-Ni 교환(cation mixing)에 의해서 sliding of slabs 을 억제한다. 

따라서 니켈이 풍부한 산화물의 경우, 표면 근처의 상전이가 열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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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 TEM image of LiNi0.8Co0.2O2 cycled for only SEI 

formation cycle. (b) Schematic phase transition mechanisms of 

LiNi0.5Co0.2Mn0.3O2 after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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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후막화 전극의 문제점

후막화는 단위 부피당 최대의 용량을 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극 성형 조건보다 많은 활물질을 포함시켜 전극을 두껍게 제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기존의 전극보다 퇴화가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31]. 보고된 큰 두가지의 문제점으로서는

두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번째로는 전극의 불균일성으로 인한 전기전도도 저하의

문제이다. 두꺼운 전극을 성형할 때, 기존의 전극보다 crack이 심하게

발생하여 전극의 균일성이 떨어진다[29]. Figure 9-(a)는 기존의 얇은

전극으로 성형할 경우의 균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전극이 균일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가 전극 전체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리튬이온전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Figure 9-(b)처럼

두꺼운 전극을 형성하여 crack이 발생할 경우 불균일하기에 전기

전도도는 균일하지 않고, 리튬 이온 전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전기 전도가 원할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전극의

충방전시에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룰 수 없다. 또한 분균일해진 전극으로

인해 전해질의 소모가 더 커지게 되어 전지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번째는 리튬 이온 전도도의 감소로 인한 전극의 용량 감소

문제이다[32]. Figure9-(c)에서는 24~104μm의 두께가 다른

전극에서의 방전 용량을 나타낸다. 4개의 전극 모두 동일한 전류밀도

5C를 주었을 때, 전지 내부 저항의 상승으로 인해서 on-set 전위인

4.24V에서 4.06V로 낮아졌다. 하지만 전극 두께의 증가에 따른 방전

용량의 감소는 cell polarization의 문제보다 Li 이온의 확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전극의 두께가 50μm에서 76μm로 증가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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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내부의 저항으로 인한 전압의 감소보다 큰 용량의 감소의 폭은 Li 

이온 확산의 문제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연구들처럼 후막화에 의한 전극의 퇴화원인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원인을 추측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막화 전극의 경우 기존의 전지보다 그 두께가 매우 두꺼워

지기에 퇴화가 발생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전극의

상부부터 퇴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전도도에 의한 퇴화가 주된

원인일 것이다. 전기전도는 전극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전달되기에, 

전기전도도가 감소하여 상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전극의 상부가 먼저

퇴화하게 된다. 반면에 전극의 하부의 퇴화가 먼저 발생한다면, 리튬

이온 전도는 전극의 상부부터 하부로 진행되기에 리튬 이온 전도가

후막화 전극에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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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chematic discharge mechansim of (a) normal electrode 

and (b) crack electrode. (c) discharge curves for NCM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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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3. 1. 물질 합성

LiNi0.6Co0.2Mn0.2O2(NCM622)을 합성하기 위해서

CSTR(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을 이용하여 공침법으로

제조하였다. 우선 NiSO4·6H2O, CoSO4·7H2O, MnSO4·H2O을 6 : 2 : 

2의 비율로 2M을 만들어 공침기에 넣어준다. 공침기를 질소 분위기를

유지하여 주면서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Na2CO3나 NaOH를 넣어주고,

착화제(chelating agent)로서 NH4OH 수용액을 넣어준다.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pH, 온도, 주입량, 그리고 stirring 속도를 유지시켜 준다.

공침 후에 반응기에서 회수된 전구체 (Ni0.6Co0.2Mn0.2)·(OH)2는 여과,

세척을 거쳐 80°C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한다. 다음으로 전구체를

Li2CO3(molar ratio 1:0.5)와 섞어서 800°C로 10시간동안 공기

분위기에서 가열한다.

3. 2. 전기화학 특성 분석

퇴화원인 분석에는 삼성 SDI 社에서 공급받은 상용화된

NCM622 을 활물질로 사용하였고, 개선시에는 공침법을 통해 합성한

NCM622 을 활물질로 사용하여 전극을 성형하였다. 활물질의 비율을

85wt%, 도전재로서 carbon black(Super-P, Timcal Inc.)을 10wt%, 

바인더는 polyvinylidene fluoride(PVdf, KF1000, Kureha Chemical 

Industry)을 5wt%로 슬러리를 만들었다. 이를 Aluminum expanded 

metal foil 에 도포하였다. Coin type cell(2032)에 NCM622 전극을

양극재, Li-metal 음극재, polyethylene(PE) 분리막, 그리고 1.3M 

lithium hexafluorophosphate(LiPF6)염이 ethylene carbonat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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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 methyl carbonate(EMC), dimethyl carbonate(DMC)을 volume 

ratio 로 3: 4: 3 으로 섞인 용매에 녹아있는 전해질을 이용하여 half-

cell test 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실험들과 다른 점은 후막화로 인한

전극의 퇴화분석을 위해서 Aluminum expanded metal foil 에 성형한

NCM622 전극 3 개를 적층하여 실험하였다. Coin type half 

cell(2032)은 아르곤 분위기의 글러브 박스에서 조립되었으며, 

galvanostatic 실험은 30°C 에서 (3V~4.4V vs. Li/Li+)의 전압으로

충방전 하였다. Cycle 실험에서 첫번째 cycle 에서는 pre-cycle 로서

0.1C, 이후 100cycle 은 0.5C 로 충방전을 하며 cycle test 를

진행하였다.

3. 3. 물성 특성 분석(기기분석)

Coin type half cell(2032)에 적층한 NCM622 전극들을 cycle 

test 후에 아르곤 분위기의 글러브 박스에서 분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4V 의 전압으로 충전을 한 전극들을 회수하여 과량의

DMC 로 세척하여 주었다. 분리막에 가까운 전극을 상부라고 하였을 때,

전극의 상부, 중부, 그리고 하부를 각각 분석하여 후막화 전극의

퇴화원인을 분석하였다.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XRD)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전극의 피막의 변화를

보기위해서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로 분석하였다.

전극의 산화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XANES)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전극의 입자크기와

morphology 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또한 회수한 전극을 다시 Coin type half cell(203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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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립하여 Open circuit voltage(OCV)를 측정하여 전극 상부, 중부,

그리고 하부에서 전압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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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 1. 후막화 전극의 퇴화원인 분석

4. 1. 1. Aluminum expanded metal foil 의 적용

전극이 후막화 될 경우에 용량의 감소와 성능의 퇴화에 관한

보고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후막화된 전극의 어느 영역에서 먼저

퇴화가 발생되며,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Al foil에 성형된 전극이 아닌 Al expanded metal 

foil에 전극을 성형하여 3개의 전극을 적층하여 분리된 영역에서의 각각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편 대극인 음극에 가까운 전극을

상부라고 지칭하고, 중부, 하부로 분리하여 후막화 전극의 퇴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한 개의 전극을 사용했던 cycle test와 달리 분리된

전극을 사용하며, Al expanded metal foil에 전극을 성형하였기에 이

새로운 적용법에 활용할 활물질의 무게를 선정하기 위하여 Figure 10과

같은 cycle test를 진행하였다. Figure 10-(a)에서는 Al expanded 

metal foil에 성형된 세 개의 전극을 Coin type half cell(2032)로 cycle 

test한 결과이다. 기존의 보고들과 같이 활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용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b)에서는 전극의 활물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충전과전압과 방전과전압이 증가함을 2.5mA(0.5C-

rate)에서의 첫 번째 싸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활물질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cell polarization 증가하고

수명특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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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ycle performance of (a) three electrodes system at     

(b) 1s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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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XRD 분석

100 cycle 까지 3 개의 분리된 전극을 각각 25cycle 마다

분석시점을 정하여 완충상태(4.4V vs Li/Li+)에서 cell 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실험방법에서의 언급한대로 cell 을 분해하여 전극을 과량의

DMC 로 세척한 후에 건조하여 sample 들을 준비하였다. Ex-situ XRD 

분석을 위해서 Be window foil 을 이용하여 공기와의 반응을 차단하였다.

Figure 11-(a)~(d)는 10~80° 사이의 25,50,75,100cycle 에서의

전극의 상/중/하부의 XRD 결과를 나타낸다. 전영역에서의 큰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Figure 11-(e)~(h) 에서는 17~20°의 영역을

확대하여, (003)peak 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관찰했다.

Ni-rich 계 양극 산화물과 같은 층상구조에서는 충/방전시에 1 

phase reaction 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부가적인 XRD peak 이 생성되지

않으며, 충전과 방전의 상태에 따라서 (003)peak 의 shift 만 발생한다.

충전시에는 리튬이 탈리되면서, 층상구조의 Oxygen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C 축 lattice parameter 의 값이 증가하게 되므로,

Bragg 법칙(2d·sinθ = n·λ)에서 d 값이 증가하게 되어

(003)peak 의 θ 값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방전시에는 리튬이

삽입되기 때문에 (003)peak 의 θ 값이 증가하게 된다.

모든 구간에서 전극 전체에 충전 전류를 흘려서 완충상태(4.4V 

vs Li/Li+)로 전압을 설정하였으나, 전극의 상부보다 전극의 중부와

하부영역의 (003)peak 의 θ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극의 상부보다 중부와 하부가 충전이 덜 된 상태이며, 중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증가한 (003)peak 의 θ 값은 하부로 갈수록 덜 충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충전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 후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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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은 전극의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모든 영역이 충전되지 않으며

하부로 갈수록 전기화학적 반응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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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x-situ XRD patterns of (a), (e) 25cycle, (b), (e) 

50cycle, (c), (g) 75cycle, and (d), (h) 75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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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XANES 분석

XRD 분석을 통해서 전극의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영역별로 다른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명확하게 전극의 산화수

변화를 측정하여 전극의 상부 영역이 충전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ANES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과정 중

전극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였다. 1cycle 과 50cycle 

cycle test 를 한 완충상태(4.4V vs Li/Li+)에서 XRD 분석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전극을 회수하였다. XANES 분석에서 충전된 샘플의 경우

리튬이 탈리된 상태이므로, 산화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XANES 

스펙트럼의 edge 가 더 높은 에너지를 나타낸다. 반대로 방전된

경우에는 리튬이 삽입되어 산화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edge 가 더 낮은

에너지영역에서 나타난다.

Figure 12 에서는 Co 와 Ni 의 영역에서의 전극 상/중/하부의

산화수 변화를 보여준다. 1cycle 에서는 Co 와 Ni 의 영역에서 전극의

상/중/하부가 Ni4+, Co4+와 가까운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edge 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1cycle 상태에서는 아직 충/방전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전극의 모든 영역이 비슷한 충전상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50cycle test 한 경우에는 전극의 상부가 전극의

하부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edge 가 위치한다. 전극의 상부는

Ni 영역에서 Ni4+에 가까운 충전상태를 나타내었으며, 하부는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edge 가 상부보다 충전이 덜 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리튬 이온 전도도의 문제로 인해서 전극의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충전이 덜 된 상태임을 전극의 상/중/하부의 다른 edge 의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NCM622 에서 Ni 이 더 많은 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Ni 영역에서의 결과가 Co 영역에서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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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 분석결과와 XANES 분석을 통해서 후막화된 전극은 상부에서 주된

충전반응을 보이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전기화학적 반응에 참여하지

못해서 전극이 용량 발현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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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Normalized Ni k edge XANES spectra of (a) 1cycle and 

(b) 50cycle and normalized Co k edge XANES spectra of (c) 1cycle 

and (d) 50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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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4. XPS 와 OCV 분석

전극의 상부가 주된 반응으로 참여하며, 중부와 하부의 영역에서

전극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전극의 피막의 두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XPS 분석을 시행하였다. Ar etching 을 통해 30 초 간격으로

파괴 표면 분석(destructive depth profiling)하였다. XANES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똑같이 1cycle 과 50cycle 에서의

전극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13 O 1s spectra 에서는 1 cycle 

test 한 sample 들의 XPS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30 초 etching 을

하였을 때, 전극의 상/중/하부에서의 약 529eV 영역에서 나타나는

lattice oxygen peak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부전극의 lattice oxygen 

peak 의 크기가 중부와 하부의 lattice oxygen peak 보다 작다는 것은

상부전극의 피막이 보다 두껍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50cycle 까지 충전과 방전을 한 Figure 14 에서는 1cycle 보다 더 작은

lattice oxygen peak 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상부전극이 반응하여

더욱 더 퇴화가 진행된 것을 나타낸다.

이는 전극의 중부와 하부가 (4.1V vs Li/Li+)이상의

고전압영역까지 전압이 도달하지 못하여 전극의 표면에서 피막형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OCV 결과에서 전극의

상/중/하부에서의 각기 다른 전압을 보여주며, 중부와 하부의 영역은

(4.1V vs Li/Li+)미만의 결과를 보여준다. XPS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OCV 에서도 1cycle 에서보다 50cycle 에서 충/방전의 횟수가 증가

할수록 전극의 상부와 중/하부의 전압차이는 0.3V 이상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XPS 와 OCV(Figure 15)에서의 연관성에서 상부의

전극이 충전조건에서 주된 반응으로 진행되며, (4.1V vs Li/Li+)이상의

전압형성으로 피막이 형성된다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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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V 결과에서도 상부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전기화학반응의 참여가

어려워져서 전압의 크기가 하부로 갈수록 전압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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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XPS O 1s spectra of 1cycled (a)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electrodes. At 30s Ar etching, XPS O 1s spectra 

of 1 cycled (b)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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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XPS O 1s spectra of 50 cycled (a)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electrodes. At 30s Ar etching, XPS O 1s spectra 

of 50 cycled (b)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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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OCV results of 1 to 50 cycled top, middle, and bottom part 

of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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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5. 퇴화원인 분석 결론

Figure 16 에는 퇴화원인의 분석들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XRD, XPS, XANES, OCV 분석을

통해서 전극의 상부가 주된 전기화학반응에 참여하며, 하부로 갈수록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전극후막화의 큰 두가지 원인으로 추측되었던 전기전도도와

이온전도도의 문제 중 리튬 이온 전도의 문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기전도도의 문제였다면 전극의 하부부터 전자가 이동하므로 하부가

주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분석결과 충전상황에서 전극의 상부만

충전이 되어 중부와 하부와 달리 높은 전압을 나타내었으며, 그로 인해

산화수와 피막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리튬 이온 전도 문제로

인해 전극을 후막화할 경우 전극이 제 성능을 낼 수 없다는 퇴화 원인

분석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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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 diagram of analysis of degradation mechanisms 

of thick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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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후막화 전극의 성능 개선

4. 2. 1. 전극 성능 개선을 위한 modeling

앞부분에서 후막화의 퇴화원인 분석을 토대로 리튬이온전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modeling 을 Figure 17 에 나타냈다. 전극의

상부부터 하부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상부의

입자의 크기가 크면 전극의 porosity 가 커지므로 하부까지 리튬 이온이

전달되기 쉬울 것이라 예상했다[30]. 따라서 공침의 조건을 달리하여

입자의 크기가 다른 전극의 상부와 중부의 활물질을 제조하였다. 하부는

수백나노 사이즈로 제작하기 위해서 sol-gel 합성법 통해 제조하였다.

Figure 18 에서는 Cross section Polisher(CP)을 이용하여 성형된

전극의 단면과 성형전의 활물질 입자의 크기를 SEM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Modeling 과 부합하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성형된

전극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작은 porosity 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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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chematic diagram of improvement modeling for 

performance of thick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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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EM images of active materials for (a) top, (c) middle and 

(e) bottom region of electrode and cross section of (b) top, (d) 

middle and (f) bottom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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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개선책 전극의 성능 향상

전극의 상/중/하부의 입자크기를 달리한 개선책 전극 3 개를

퇴화분석용 전극 3 개와 같은 조건으로 Coin type cell(2032)로

조립하여 half-cell test 하였다(Figure 19). 정확한 용량비교를 위해서

개선전극의 총 활물질 무게를 20.36mg/cm2, 퇴화분석용 전극은

19.76mg/cm2 으로 맞추어 동일한 2.5mA(0.5C-rate)전류로 cycle 

test 를 진행하였다. 같은 활물질 양의 후막화 전극임에도 다른 cell 

용량을 보여주었다. 개선모델의 경우 시작부터 100cycle 까지 모두

퇴화분석용 전극보다 높은 용량을 보여주었으며, cycle retention 또한

좋았다. 용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후막화 전극에서 상/중/하부가 모두

전기화학반응에 참여하여 용량을 발현한 것으로 예상하고 이 전극을

퇴화분석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다. 개선전극과 퇴화분석전극을 각각

1cycle, 50cycle 의 두 분석지점을 선정하여 XRD, XPS, XANES, 

OCV 을 활용한 같은 분석기법으로 기존의 퇴화분석전극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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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a) Half-cell test cycle performance of improvement 

electrode and electrode for analysis of degradation mechanism.

Voltage profiles of (b) 1 cycle and (c) 50 cycle.



46

4. 2. 3. XRD 분석

퇴화분석때와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수행하였다. 1cycle, 50cycle

모두 개선전극은 기존의 퇴화분석전극과 달리 전극의 상/중/하부의

(003)peak 의 θ 값이 모두 같았다. 50cycle 의 충/방전을 하여도

개선전극은 상/중/하부가 같은 (003)peak 의 θ 값을 보이며, 전극의

모든 영역이 전기화학적반응을 참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결과로서 Cycle test 에서 용량 증가의 원인이 전극의 상/중/하부가

모두 반응에 참여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4.4V vs Li/Li+)의 충전 조건을 인가하였을 때, 퇴화분석전극은 상부만

충전되어 하부로 갈수록 높은 (003)peak 의 θ 값을 보인다. 개선전극의

경우 설계했던 예상대로 Li 이온전도가 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퇴화전극의 경우 1cycle 에서도 전극의 상/중/하부의

전기화학적 반응이 다름을 나타내었고, cycle 이 진행됨에 따라서 퇴화로

인한 Li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반응의 시작부터 Li 이온이

하부에 전달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응이 50cycle 로

증가하면서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의 (003)peak 의 θ 값의 차이는 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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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x-situ XRD patterns of electrode for analysis of 

degradation mechanism (a),(c) 1cycle, (e),(g) 50cycle and 

improvement electrode (b),(d) 1cycle, (f),(h) 75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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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XANES 분석

1cycle 에서는 퇴화분석용(Figure 21-(a),(c)) 전극과

개선전극(Figure 21-(b),(d)) 모두 전극 상/중/하부가 비슷한 에너지

영역에서 edge 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50cycle 에서는 개선전극의

성능개선(Figure 21-(f),(h))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 Co 영역 모두

전극의 상/중/하부의 edge 의 에너지 차이를 보이던

퇴화분석전극(Figure 21-(e),(g))과는 달리, 상/중/하부의 edge 의

에너지가 모두 동일하였다. 이 결과는 XRD 와 마찬가지로 충전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개선전극에서는 상/중/하부가 모두 충전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50cycle Ni 영역에서 퇴화분석전극은 상/중/하부의 모든

영역에서 Ni3+에 가까운 낮은 에너지영역에서 edge 를 보여주었고,

개선전극은 상/중/하부가 모두 Ni4+에 가까운 높은 에너지에서의

edge 를 나타내었다. 퇴화분석전극은 상부만 전기화학적 반응을

참여하기에 cycle test 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퇴화되어 용량이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상/중/하부로 나뉘어진 전극의 전체 활물질의 양만큼

인가된 전류량을 상부가 혼자 감당해야 하기에 퇴화가 증가되었을

것이다.



49

Figure 21. Normalized Ni k edge XANES spectra of electrode for 

analysis of degradation mechanism (a) 1cycle and (e) 50cycle and 

improvement electrode (b) 1cycle and (f) 50cycle. Normalized Co k 

edge XANES spectra of electrode for analysis of degradation 

mechanism (c) 1cycle and (g) 50cycle and improvement electrode (d) 

1cycle and (h) 50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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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5. XPS 와 OCV 분석

개선전극에서는 전극의 입자크기 조절로 인한 porosity 증가로

인해서 Li 이온전도 pathway 증가효과로 상/중/하부가 모두 동일하게

전기화학적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을 XRD, XANES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앞선 퇴화분석용 전극에서도 XRD, XANES 를 통해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반응이 다름을 확인한 뒤, XPS 분석을 통해 피막을

분석했다. 같은 방법으로 개선전극에서도 연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XRD, XANES 에서 상/중/하부에서 균일하게 반응하듯이

XPS 에서도 개선전극의 경우 1cycle(Figure 22), 50cycle(Figure 23)

모두 lattice oxygen peak 의 세기가 중부에 하부에 비해 매우 크거나

작지 않았다. 이는 퇴화전극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OCV 분석결과

개선 전극 같은 경우 50cycle 에서 상부와 중부는 비슷한 전압을

보였으며, 하부는 0.1V 의 적은 전압차이를 보였다. 퇴화분석전극 같은

경우에는 50cycle 에서 상부와 중부의 차이가 약 0.3V 를 보였으며,

하부는 중부전극보다도 0.05V 의 전압차이가 더 벌어졌다. XPS 와

OCV 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개선전극에서는 상/중/하부가 비슷한

전압을 유지하며 동시에 반응하기에 전극에 모든 영역에 피막이

비슷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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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XPS O 1s spectra of 1cycled (a)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electrodes. At 30s Ar etching, XPS O 1s spectra 

of 1 cycled (b)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improvement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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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XPS O 1s spectra of 50cycled (a)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electrodes. At 30s Ar etching, XPS O 1s spectra 

of 1 cycled (b) top, (b) middle, and (C) bottom region of 

improvement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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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OCV results of 1 to 50 cycled top, middle, and bottom part 

of improvement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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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핵심은 기존의 후막화 전극의 퇴화 보고들과 달리

전극을 3 개로 분리하여 전극의 상/중/하부의 영역별 depth profiling 이

가능한 점이 였다. 분리된 전극을 이용하여 XRD, XANES, XPS, OCV 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후막화 전극의 퇴화원인을 확인하였다. 두꺼워진

전극을 Li 이온이 전극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전극의 상부만이 전기화학적 반응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서 후막화로

인해 늘어난 활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증가한 전류량을 상부전극만이

감당해야 하기에 제 용량을 발현하지 못했다.

후막화 전극의 퇴화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설계를

하였다. 하부부터 상부까지 커진 입자의 크기는 전극으로 성형하였을 때

다른 porosity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극의 상부부터 하부까지 입자의

크기를 달리하여 Li 이온의 pathway 을 확보함으로써 전극의 하부까지

균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화 원인 분석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서 개선된 전극과 퇴화 분석 전극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개선전극은 전극의 상/중/하부 모든 영역이 동시에

균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cycle 

test 했을 때 용량이 개선되었다. 현재 음극재에 비해 용량이 작은

양극재의 개발의 한계로 인해 배터리 용량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막화를 통한 양극합재의 양을 늘리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터리 용량 증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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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electrode thickness in the failure mode 

of cathodes for Li-ion batteries

Seung Kyo Oh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demand for lithium-ion batteries is expanding 

beyond the demand for small-sized electronic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notebooks to large-sized battery businesses 

such as electric vehicles and ESS (Energy Storage System).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battery capacity and output with 

wide demand.

To increase the capacity of a lithium-ion battery, it is 

important to maximize the energy density against the volume and 

mass of the battery. Therefore, much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It is a study to maximize the 

capacity per unit volume by including many active materials in the 

same volume as the thick film. Therefore, if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per unit volume by thickening the 

cathode which exhibits a large capacity, the utilization of the lithium 

ion battery in a large capacity battery will be increased.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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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thickness of the electrode is increased, degeneration 

occurs relatively quickly and more seriously than in the case of a 

cell composed of a thin electrode.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causes of degeneration of thickened electrod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electrode was formed on an 

aluminum expanded metal sheet instead of one electrode. The major 

features of the electrode were divided into the upper, middle, and 

lower parts of the electrode. EIS, XANES, XRD, XPS, and other 

factors to analyze the causes of cell degeneration associated with 

thick film formation. Finally, the cause of degeneration of electrode 

thickening was improved using these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Lithium ion battery, Cathode material, Thick electrode, Al 

expande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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