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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요어 : 리튬-공기 전지, 실시간 액상투과전자현미경, Li2O2, 산화환원

매개체

학   번 : 2017-26232

리튬-산소(공기) 전지는 현존하는 전지 시스템 중에 가장 높은 이론

용량을 갖고 있는 배터리로 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지의

이론 용량을 실제로 구현화 하기 위해선 환원전극 표면 위에서 생기는

물질들로 인해 부동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화환원 매개체 사용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방전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용액 상에서 일어나게 만듦으로써 지속적인 방전을

일으키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매개체를 이용한 리튬-산소

전지의 방전반응을 액상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한

것에 대해보고한다. 또한 실시간 관찰을 통해 방전 생성물인 Li2O2가

액상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Li2O2의 모양이 원반(Disc)모양에서 원환(toroid)모양으로 바뀌는

과정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Li2O2의 성장이 2 

단계로 일어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옆 방향으로 커지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커지며 동시에 이 단계에서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가설을 통해 Li2O2의

성장메커니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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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매우 압도적인 이론적 에너지 밀도(~3450 Wh/kg)과 빛과 공기

중의 산소 기체를 사용한다는 강점을 갖는 비양성자성 리튬 공기/산소

전지가 최근 10년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1-4] 기존의 리튬 산소 전지는

리튬 금속 음극과 리튬 이온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 전해질을

포함하는 분리막, 그리고 산소 기체의 전기화학적 반응의 활성 위치를

제공하는 탄소 전극으로 구성된다. 방전 과정동안 이론적인 전압 범위인

2.96V에서 리튬과 산소가 전기화학 반응을 하여 방전 결과물로 고체

리튬 과산화물을 생성한 뒤, 충전 과정에서 다시 리튬 이온과 산소

기체로 분해된다. 높은 이론적 에너지 밀도에도 불구하고 리튬 산소

전지는 방전 생성물에 의한 탄소 전극의 빠른 부동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5,6]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표면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리튬 과산화물의 절연성인데, 

이것이 리튬 과산화물에 의한 전자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방전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는 큰 분극이 발생하게 된다. [7-10] 이러한

절연적 특성으로 인해 전체 과정에서 약 1V의 높은 과전압이 걸리게

되고 결국 불가피하게 치명적인 부반응과 전지의 열악한 에너지 효율을

야기한다.[11-13] 또한, 리튬 과산화물의 탄소 전극 혹은 유기 전해질과의

기생 반응은 전도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탄산염과 수산화물 부산물을

생성한다.[14,15]

최근 리튬-산소 전지의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 2,5-di-t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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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yl-1,4-benzoquinone (DBBQ)와 coenzyme Q10 (CoQ10)과 같은

산화 환원 매개체라고 불리는 산화 환원 활성을 갖는 유기 분자의

도입이 용해성 중간 생선물의 안정화를 통해 반응 경로를 용액-매개

반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6-18] 이는 탄소 전극

표면에서 직접 전기화학 반응을 통한 Li2O2 막의 형성을 방지한다. 대신

산화 환원 매개체는 방전 중에 용액상의 Li2O2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 제어는 상당히 큰 용량까지 방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방전 산화 환원 매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리튬-산소 전지의

방전 속도 및 용량뿐만 아니라 방전 효율을 포함하여 전기화학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 수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큰 크기를 갖는

전형적인 원환형 모양의 리튬 과산화물은 리튬-산소 전지의 용액상

방전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용액상의 화학 반응을

통한 원환형의 Li2O2의 성장 메커니즘은 전해질 내에서 반응을 직접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19-21]

전자 현미경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은 전기 화학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형태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리튬-산소 전지의 경우, 

방전 생성물의 형태학적 연구가 현재까지의 방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16, 22-26] 더욱이, 리튬

산소 전지에 대한 실시간 투과 전자 현미경(TEM) 혹은 환경 주사 전자

현미경(SEM) 연구는 리튬-산소 전기화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27-29] 그러나 모든 전자 현미경에서 진공 분위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알칼리 금속 산화물 층이 이온 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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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전해질로서 작용하는 고체상 리튬(소듐)-산소 전지로

제한되었다.[28, 30] 실제 리튬-산소 전지에서 전해질 또는 첨가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전해질 환경에서의 반응을 추적하는 것은

용액-매개 전지의 전기화학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의 액체상 투과 전자 현미경 기술은 용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발전된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31-34]

전자 현미경에서 전자-투과성 막이 장착된 2개의 칩 사이에 액상

시료가 갇힌 특수 셀은 액상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Ju Li 등은 선행

연구에서 리튬-산소 전기화학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최초로 액상 전자

현미경을 도입하였으며, 이온 및 전자 전달이 각각 방전 및 충전의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35] 촉매가 없는 본질적인 리튬-

산소 전기화학을 탐구하는 일련의 액체상 TEM 연구들은 전극 근처의

수백 나노미터의 층 내의 작은 입자들이 형성되고 분해되는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36-38] 앞서 말한 연구에서 전극으로부터 분리된

방전 생성물의 관찰은 이전의 dimethylsulfoxide(DMSO)와 같은

용매화된 매질 하의 용액-지배적인 방전 메커니즘과 상보적이다. 

Mingwei Chen 등은 충전 산화 환원 매개체를 포함하는 리튬-산소

전지에서 충전 동안 전극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방전 생성물이

분해되는 반응을 용액상에서 직접 관찰하였다.[39] 또한 Alexis Grimaud 

등은 액체 전기화학 TEM으로 더 본질적인 용액-지배적인 나트륨-

산소 화학반응을 관찰하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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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투과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방전 산화 환원

매개체인 DBBQ가 함유된 액체상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에서의

용액상 방전 반응을 최초로 시각화하였다. 전극 밖에서의 원환형의 리튬

과산화물의 관찰은 산화-환원반응이 보조된 리튬-산소 전지에서

발생하는 “실제” 용액상 방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액체 셀을 통한 실시간 직접 관찰을 통해 리튬-산소 전지에서

원환형의 리튬 과산화물의 형태학적 진화뿐만 아니라 리튬 과산화물의

성장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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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방법

실시간 액상투과전자현미경에서의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 구성

마이크로 전지는 두 개의 실리콘 웨이퍼 칩으로 구성된다. 탑칩은 6 mm 

x 4.5 mm x 300 um 이며 바텀칩은 2 mm x 2mm x 300 um 의

크기이다. 탑칩과 바텀칩은 각각 200 um x 40 um, 300 um x 90 um 의

전자-투과성의 두께 50 nm silicon nitride를 갖는다. 작동 전극,

상대전극 그리고 고분자 스페이서가 탑칩에 패터닝 된다.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의 모든 조립은 글로브 박스에서 시행되었다. 먼저

바텀칩이 액상 TEM 홀더 위에 올려지고 전해액 한 방울을 그 위에

떨어뜨린다. 전해액은 tetra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LiClO4 1 M 

그리고 DBBQ 10 mM로 구성되어있다. 그 다음 탑칩으로 그 위를

덮어서 전해액이 바텀칩과 탑칩에 갇히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cell은

티타늄 덮개로 한번 더 밀봉된다. 이 상태로 TEM 홀더는 뒤 쪽의 튜브

플러그가 열린 채로 진공챔버에 30분간 놓여지게 되고 그 이후 순수

산소 가스(99.999%)로 챔버를 채워서 TEM 홀더 내의 대기 환경을

아르곤에서 산소로 치환한다. 그 이후 뒤 쪽의 튜브 플러그를 다시

닫는다.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위해 TEM 홀더는 전위차계

(Reference 600 +, Gamry)와 연결된다. 실시간 TEM 관찰동안 정전류

방전과 CV 실험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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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이미징

실시간 TEM 이미징을 위해 UltraScan 1000XP CCD 디텍터 (Gatan) 

가 내장된 JEM-2100F (JEOL, 200kV)가 사용되었다. 이때 전자빔에

의한 원치않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전자입사량은 1.7 e-A-2s-1로

제한되었다. 동영상 촬영은 TEM 이미지를 30 프레임/초로 녹화하면서

진행되었다.

SEM 이미징

벌크 리튬-산소전지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field-emission SEM 

(FE-SEM; SIGMA, Carl Zeiss, Germany)이 사용되었다. 이때

전형적인 Swagelok 형태로 리튬-산소전지를 구성 하였다.[20,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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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분석 및 논의

3 -1. 리튬-공기 전지의 작동 원리

리튬-공기 전지내에서의 DBBQ 작동 원리를 그림 1과 식(1) –

(4)에 나타내었다.

DBBQ(sol) + Li+(sol) + e- → LiDBBQ(sol) (1)

LiDBBQ(sol) + O2(sol) ↔ LiDBBQO2(sol) (2)

2LiDBBQO2(sol) → Li2O2(s) + O2(sol) + 2DBBQ(sol) (3)

LiDBBQ(sol) + LiDBBQO2(sol) → Li2O2(s) + 2DBBQ(sol) (4)

위 반응식은 전기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DBBQ는 O2보다 먼저 전극의 표면에서 환원되고, 전해질에 녹는 Li-

DBBQ를 형성한 뒤(식 (1)), 용존 산소 기체에 흡수된다(식 (2)). Li-

DBBQO2의 불균등화 반응(식 (3))과 Li-DBBQ + Li-DBBQO2의

반응은 용액 상에 원환형의 Li2O2를 형성한다(식 (4)). DBBQ는 다시

중성 전하로 돌아와 전극 표면에 다시 환원될 수 있다. 리튬-산소

전지의 방전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벌크 전지를 액상

TEM 홀더에 마이크로 수준으로 구현하였다. 

3-2. 마이크로 전지 개발 및 구성

그림 2a는 액상 TEM 홀더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마이크로

전지는 50nm 두께의 전자-투과성 silicon nitride (Si3N4) 막이 있는  

두 개의 실리콘 웨이퍼 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동 전극(WE), 상대

전극(CE), 그리고 500nm 두께의 고분자 스페이서가 탑칩에 패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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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으며, 전위차계를 이용해 전압과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 

전해질은 산소 기체가 포화되어 있으며 탑칩과 바텀칩 사이에 갇히게

된다. 방전과정 동안의 기체/액체 저장소의 대기 환경은 1 atm의 순수

산소 기체로 대체하였고, Li2O2의 용액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해질에 방전 산화 환원 매개체인 DBBQ를 첨가하였다. 그림 2b에

연구의 홀더 내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3-3. 실시간 TEM 이미징

Fig. 3에서는 정전류 방전 실험동안의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의

실시간 TEM 영상으로부터 얻은 연속 사진이다. 방전 과정의

시작점부터 Li2O2의 성장을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전극에서 떨어져있는

용액상에서 용액-매개 반응에 의해 형성된 지점에서부터 이미지를

얻었고, 이는 Li2O2 성장이 용액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수의 원반형의 입자들이

생성된 뒤에 수백나노미터 수준으로 점차 성장하다가 측면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 형태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방전이 끝나면 TEM 이미지에서 개별 Li2O2 입자의 픽셀

강도 차이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입자가 입자의 중심과 가장자리 사이에

비대칭 두께를 갖는 특정 모양으로 변형된다. 그림 4와 5에서 보여진

라만 분광법과 TEM 회절 조사의 결과는 원환형의 Li2O2의 형성의

강력한 증거이며, 그 형태 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나중에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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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본 연구진은 리튬-산소 전지의

방전 산화 환원 매개체에 의해 원환형의 Li2O2가 생성되는 것을 최초로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마이크로 전지의 정전류 방전 프로파일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는 Pt 전극을 가상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6의 삽입 그림과

같이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전지와 벌크 전기화학 전지의

CV (Cyclic Voltammetry)의 결과를 비교했다. CV 실험에서 리튬-산소

전지의 대표적인 전하 산화 환원 매개체인 2,2,6,6-tetramethyl-1-

piperidinyloxy (TEMPO)를 첨가하여 마이크로 전지와 벌크 전기 화학

전지의 산화 환원 피크쌍을 비교함으로써 마이크로 전지의 과전압

범위를 측정하였다.[41] 정전류 프로파일의 전압범위가 마이크로 전지와

벌크 전지의 CV실험에서 모두 DBBQ의 환원 전압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DBBQ가 정전류 방전과정에서 마이크로 전지의

탄소 환원 전극 위에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로 전지의

과전압이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TEM 홀더 내의 셀 저항으로

인해 약 0.2V 정도 높지만,[36, 39] 이러한 차이는 그 전압 범위에서

심각한 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마이크로 전지가

벌크 시스템을 잘 모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4. Li2O2 입자 성장의 정량 분석

몇몇 Li2O2 입자의 성장 속도는 그림 3에 정량화되어 있고, 입자의

크기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t0 + 80s에서의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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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녹색, 보라색 (그룹 1) 점선으로 된 입자는 청색과 적색(그룹

2) 점선으로 된 입자보다 약 10배 더 크다. 그룹 1의 입자는 산화

전극과 가까운 탑 칩의 Silicon nitride 막 위에서 성장하는 반면 그룹

2의 입자는 500nm의 스페이서와 막 팽창 효과로 인해 산화

전극으로부터 수 마이크로 미터 떨어져 있는 바텀 칩의 Silicon nitride 

막 위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42] 결과적으로, 그룹 1은 그룹

2보다 전기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 보다 동역학적으로 유리하여 더 큰

입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 모두 지속적으로

동일한 성장과정을 보여주었고, 성장 위치에 관계없이 Li2O2의 용액상

성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그룹 1의 녹색 및 보라색 입자는 그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입자의 성장 동역학과 형태학 변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7a처럼 각각의 입자의 시간 순차적 TEM 이미지를 따로

따로 수집하였다. 투영된 영역들을 겹쳐놓아 측면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성장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동시에 Li2O2가 원반에서 원환형으로 변한다. 그림 7b에서

개별 입자의 시간에 따라 분석한 선 프로파일은 입자의 두께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입자의 정대축이 원환형의 모양이 가장 검증

가능한 <001>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았지만,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세기 차가 증가하고 이는 Li2O2가

원반형에서 원환형으로 변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형태학적 변화를

추가로 정량화하기 위해, Li2O2 입자의 중심과 주변부간의 면적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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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그림 7a에서와 일치하는 경계의 색으로 표시된 각각의 입자에

대해 그림 7c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입자의 중심에서의 두께가

초기 방전동안 주변부에서의 두께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면적 세기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변부의 두께가 중심보다

상대적으로 두꺼워진다. 또한, 각 입자의 특정 지점 이후

‘toroidicity’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두께 차이의

정도가 급증한다. 발견된 원반형과 원환형의 모양은 이전의 비실시간

현미경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지만, 본 연구는 용액상의

Li2O2의 원반형에서 원환형으로의 형태학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검증했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다.[1-7] 그림 8a에서 Swagelok-유형 셀의

분리막상의 Li2O2 입자의 각 방전 용량에서의 SEM 이미지에서 유사한

결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즉, 대부분의 입자는 초기 방전시

원반형의 모양을 갖고 이후 원환형으로 형태가 변하면서 toroidicity가

증가하게 된다. 

3-5. Li2O2 입자 성장에 대한 논의

주목할 점은 입자가 초기에는 측면 방향으로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원환형으로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전 연구의 Li2O2 결정학적

정보에 따르면, 이는 Li2O2가 먼저 {001}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원반형으로 성장한 뒤 <001>방향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원환형으로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진은 방전 동안의 Li2O2의

용액 매개 성장이 그림 8b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초기의 원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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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2는 주로 {001} 면에 평행한 측면 방향으로 성장하고, 이후

<001>방향의 수직 성장을 통한 원환형으로의 형태를 변화하는 두 단계

메커니즘을 포함한다고 제안한다. 리튬-산소 전지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52, 53], Li2O2의 Wulff 구조는 육각형이지만[54] 육각형의 Li2O2

형성은 Li2O2의 녹는점(195℃)과 가까운 약 150℃의 작동온도를 갖는

용융 염 전해질을 사용할 때만 관찰되었다. Li2O2의 형태학적 진화의

원동력을 조명하기 위해, 평면의 총 표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각 면의

표면에 주목하였다. 이 온도에서 Li2O2의 표면이 격동적으로

거칠어지면서 면의 꼬임, 선반 및 공극에 의한 또 다른 표면 에너지인

스텝 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Wulff 구조는 계산 과정에서

본래 면의 에너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roughening 온도에서는 Li2O2의

성장이 Wulff 구조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상온에서 스텝

에너지는 Li2O2의 특정 평면의 전체 표면에너지로서 무시할 수 없다. 

특정 평면에 대한 표면 에너지의 통계적 기술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55, 56]

(5)

는 단위 면적당 평면의 총 표면 에너지이고, 는 단위

면적당 기준 평면의 표면에너지이고, 는 단위 길이당 스텝 자유

에너지이며 는 스텝간 상호작용 자유 에너지이다. 와 는 각각

구면 좌표계에서 방위각이며 극각이다. Li2O2에서 약 수십 meV/Å인

에 주목하자면, 이는 주로 상온에서 특정 평면의 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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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Li2O2는 먼저 균일하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Li2O2 입자의 모서리 부위가 더 많은 선반과 꼬임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서리 부위의 전체 표면 에너지가

중심부보다 크며 결과적으로 불균일한 성장을 초래한다. 더하여, 

roughening 온도보다 상온에서 확산성이 낮기 때문에 Li2O2의 핵 형성

동안 꼬임과 선반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Li2O2의

{001} 평면의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성장률의 극심한 격차를 야기하여

측면 방향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는 두 단계 메커니즘으로 보여진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고온에서의 유사한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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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튬-산소 전지에서 DBBQ를 이용한 Li2O2 생성 메커니즘의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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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액상 TEM 홀더의 도식적 구조. b) 액상 TEM 홀더에서의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의 구성. 전지는 TEM 의 진공 환경과 완전

히 격리된 상태로 만들어 진다. 백금 혹은 탄소 작동 전극과 백금 상

대 전극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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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전시 리튬-산소 마이크로 전지의 시간에 따른 실시간

TEM 이미지. Li2O2 입자들이 액상에서 성장하고 그 모양이 원반에서

원환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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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전 전과 3 nAh 방전 이후 탄소 환원전극 위에서의 라만

분광결과. 780 cm-1 부근에서의 피크를 통해 방전으로 생성된 물

질이 Li2O2 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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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 nAh로 방전 이후 마이크로 전지의 백금 환원전극에서의

TEM 회절분석 결과, Li2O2 의 (101), (110) 면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방전 생성물을 특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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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이크로 전지의 정전류 프로파일을 통해 방전이 안정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삽도는 마이크로 전지와 일반적인 코인

전지에 DBBQ와 TEMPO를 포함하고 CV 실험을 시행한 결과이다. 

TEMPO는 리튬-산소 전지의 충전반응에서의 Li2O2 분해 반응에 관

여하는 산화 환원 매개체이며 마이크로 전지가 벌크 전지를 모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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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그림 3 에서 표시된 Li2O2 입자들의 시간에 따른 TEM 이

미지와 그의 정사영된 넓이에 대한 오버랩. 각각의 Li2O2 입자들의 정

사영된 넓이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스케일

바는 위쪽에서부터 각각 50 nm, 50 nm, 100 nm 이다. b) 그림 7a에

서의 Li2O2 입자들의 라인 프로파일. 왼쪽에서부터 빨강, 파랑, 주황색

에 대한 프로파일. 방전이 진행될 수록 주변부와 중심부의 세기 차가

커진다. c) Li2O2 입자의 주변부와 중심부의 평균 세기 프로파일. 세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입자의 toroidicity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 입자의 세기비율의 기울기는 어느 지점을 기준으

로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 때의 지점이 입자의 정사영된 넓이가 수렴

하는 지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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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방전 이후 리튬-산소 벌크 전지 안의 분리막 위 Li2O2

입자의 SEM 이미지. Li2O2 입자의 크기가 커질 수록 toroidicity가

증가한다. b) Li2O2의 액상 반응 내에서 성장 과정에 대한 가설 제안. 

원반형의 Li2O2는 처음에 주로 {001}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성장하다가 <001>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때 동시에 입자의

형태가 원환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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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액상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리튬-산소 전지를 방전시키면서 Li2O2가 액상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TEM 이미지는 전극과 떨어져있는 액상부분에서

촬영되었다. 이 때 Li2O2의 성장 속도는 환원 전극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았는데 이는 환원 전극에서 DBBQ가 환원되면서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극과 가까운 쪽이 동역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더

좋은 환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입자가 성장할 때 처음에는 주로

옆 방향으로 성장하다가 그 이후 수직방향으로 커지며 동시에 입자의

형태가 원반 모양에서 원환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액상에서의 Li2O2의 성장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는 Li2O2의 성장은 2 단계로 이뤄진다는 것이며

처음에는 {001}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001> 방향으로 자라게 되고 이 때 주변부와 중심부의 성장속도

차이가 나게 되면서 모양의 변화까지 동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tetrathiafulvalene를 이용하여 리튬-산소전지의 충방전 거동을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리튬-산소전지의

액상반응에서의 근본적인 메커니즘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한다.[39] 또한 리튬-산소전지 내에서 적절한 산화 환원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충방전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기술은 이들의 동역학 분석을 하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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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써 리튬-산소전지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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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 time analysis of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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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ir batteries have received tremendous attentions owing to its 

highest theoretical energy density. However, the realization of 

true-high-energy-storage Li–O2 battery has been inhibited due to 

the premature passivation of carbon electrode by insulating 

discharge product. To circumvent this problem, the successful 

utilization of redox mediators has recently been regarded as a key 

solution because they can drive sustainable discharge through 

solution-phase reaction. Herein, we investigate a redox-mediated 

discharge reaction of Li–O2 micro-battery in real time by employing 

a liquid-cell holder fo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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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of redox-mediated growth of Li2O2 offers direct 

evidence on the solution-phase reaction and morphological 

evolution from disc to toroid shape. Based on quantitative analyses, 

we propose that the growth mechanism involves two steps of 

lateral-dominant growth of disc Li2O2 followed by vertical growth 

with morphology transformation into to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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