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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철 기반의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들을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로써 테스트하였다. 기존의 LiFeO2 암염 구조 양극 

소재는 Ni, Co, Mn을 기반으로 하는 층상 구조 물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소재이다. 그런 이유에는 좋지 않은 성능과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이력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원래 비싼 코발트의 가격과 점점 비싸지는 니켈의 가격으로 

인하여 더 저렴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양극 소재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기존의 리튬과 전이 금속의 비율이 

1 : 1인 암염 구조 물질을 넘어서 리튬 과잉의 암염 구조 물질이 새로운 

고성능 양극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철을 기반으로 한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리튬이 과잉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성식 및 

산화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이 금속에 산화수가 높은 원소를 

사용하는 법과 격자 산소를 산화수가 -1인 불소로 치환하는 2가지 

방법을 통해 Li1+xFe1-2xTaxO2와 Li2FeO2F 2가지 조성의 리튬 과잉 

양극 소재를 합성하였고, 이들의 전기화학적 활성 및 반응 매커니즘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탄탈륨을 포함하는 리튬 과잉 산화물의 경우 60℃에서 약 248.5mAh 

g-1이, 리튬 철 산화불소화물의 경우 30℃에서 약 350mAh g-1의 

용량을 발현하였고, 이는 각각의 이론 용량을 상회하는 용량이다. 

따라서 이런 반응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철의 K-edge와 산소의 

K-edge에 대한 X선 흡수 스펙트럼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실험을 바탕으로 반응 매커니즘을 분석해본 결과 두 물질 모두 

충전 과정에서 철의 산화 뿐만 아니라 산소의 산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탄탈륨의 경우 산소의 산화 반응이 비가역적으로 산소 가스 

형태로 방출되고 그 이후는 철의 추가적인 환원을 이용해서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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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리튬 철 산화불소화물의 경우 역시 첫 

충전에서 산소 기체의 방출이 있는 것이 보였지만, 방전 과정에서 일부 

산화된 산소의 환원과 철의 환원을 통해서 이론 용량을 뛰어넘는 

고용량을 발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격자 불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LiFeO2, Li1.15Fe0.7Ta0.15O2, 

Li2FeO2F 세 물질을 같은 볼 밀 조건을 거친 후에 전기화학적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격자 내에 불소가 있는 Li2FeO2F의 경우 다른 두 물질과 

달리 충전 과정에서 과전압이 매우 적게 걸려서 격자 내의 리튬을 많이 

빼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반응 
매커니즘, 산소의 산화/환원 
 
학   번 : 2017-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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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은 1991년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으며, 이는 전기 자동차의 개발에 맞물려서 앞으로도 더욱더 시

장이 커져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2 하지만 리튬이온전지를 전기자동

차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론되는 문제점 중 하나로 낮은 주행거리가 지

적되고 있다. 기존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기름을 한 번 보

충하였을 경우 주행거리로 약 500 ~ 600km 정도를 달린다고 알려져 있

는데 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전기차(Electric vehicles)들은 한번 충전 

시 해당 주행거리보다 적은 주행거리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해야하는

데, 이를 위해서 기존의 상용화된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

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성능의 양극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 또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커져가는 리튬 이온 전지 시장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단순

히 고성능의 배터리의 부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 2018년 

Nature지는 현재 리튬이온전지 양극 소재에서 사용하는 광물들의 수요

와 공급의 불일치 및 가격 급등에 대한 기사를 제시하였다.4 현재 전기

차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극 소재의 경우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 중 가격이 비싼 니켈과 코발트를 기반으로 하는 LiNixCoyMnzO2 

(x+y+z =1, NCM)과 LiNiaCobAlcO2 (a+b+c = 1, NCA)을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이 때 니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더 고성능을 보

이기 때문에, 니켈 조성이 높은 층상 구조 소재 (Ni ≥ 0.6)을 많이 사용

한다.5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니켈과 코발트의 경우 희토류 금속이라 가격

이 비싼데다가, 전기차의 발전에 의해 가격은 매우 빠르게 급등하고 있

고,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의 개발에 따라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Nature의 기사에서 저자는 우리는 

지각에 매장량이 풍부하여 가격적으로 저렴한 전이 금속(Transition 

metal)을 기반으로 하는 양극 소재들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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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4 

따라서 현재 리튬 이온 전지 시장에서 당면한 두 가지 문제점은 다음

과 같이 1) 고 에너지 소재의 개발, 2) 지각에 풍부하고 가격적으로 저

렴한 전이 금속 기반의 소재 개발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에 보고되기 시작한 암염 구조를 가지는 리튬 과잉의 양극 소재(Li-rich 

rocksalt cathode materials)는 이 두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igure 1은 암염 구조를 가지는 물질의 단위 정(Unit cell)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염화나트륨(NaCl)이 암염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물질

인데, 암염 구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Fm-3m의 공간군을 가지며, 양이온

과 음이온은 모두 팔면체 자리(Octahedral site)를 채우고 있으며, 사면

체 자리(Tetrahedral site)는 비어있는 형태의 화합물이다. 파울링의 법

칙(Pauling’s rule)에 따라 음이온은 6개의 양이온으로 팔면체를 이루고 

있으며, 각 팔면체들은 모서리를 공유(Edge sharing)를 하고 있다.6-7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의 경우 일부 조성에서 기존의 리튬 과잉 층

상 구조 (Li-rich layered oxide, Over-lithiated layered oxide, denoted 

as OLO) 물질처럼 이론 용량을 뛰어넘는 고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OLO

의 경우 기존의 리튬 양극 소재들이 용량을 전이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Cationic redox)만을 이용하여서 발현하는 것에 비해, OLO의 경우 전이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과 더불어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 (Anionic 

redox)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8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에서 비가역적/가역적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고, 이런 반응을 통해 계산한 이론 용량보다 더욱

더 고용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9-11 

또한 기존 층상 구조 물질들은 니켈과 코발트가 산화/환원 반응을 하

는 전이 금속으로 보고 된 것에 비하여,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의 경

우 현재 가격적으로 저렴한 망간이나 철을 주 반응을 하는 전이 금속으

로 사용하는 조성들이 보고가 되어있다.11-13 따라서 아직 리튬 과잉 암

염 구조 물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렴한 금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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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양극 소재에 대한 보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적으로 저렴한 철을 기반으로 하는 리튬 과잉 양극 

소재의 합성 및 전기화학적 성능평가 및 반응 매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양극 소재의 조성인 LiMO2 (M = 3+의 산화수를 

가지는 전이 금속의 조합)에서 전이 금속의 양을 줄이고 리튬 양을 늘릴 

때, 해당 조성식을 만족 시키려면 3+의 금속보다 더 높은 산화수의 금

속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첫번째 조성으로는 탄탈륨(Ta5+)를 선택하였

는데, 이는 탄탈륨의 경우 Li3TaO4라는 Li+와 Ta5+로 이루어진 암염 구

조 물질이 있기 때문에,14 Li3TaO4와 LiFeO2간에 고용체(Solid solution)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양이온 조성의 조정 뿐만 아니라 음이온을 O2-

가 아닌 F-로 치환하여서도 리튬 과잉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

측 되었기 때문에 LiFeO2와 LiF의 고용체인 Li2FeO2F의 합성을 시도하

였다. 마침 리튬과 불소의 화합물인 LiF도 암염 구조를 가지며, LiMO2 

조성에서 리튬을 늘리는 대신 O2-를 F-로 치환한다면 Ta5+와 같은 높은 

산화수를 가지는 전이 금속 없이 M3+를 유지하면서도 리튬 과잉 암염 

구조계 양극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다.15 따

라서 이를 바탕으로 LiFeO2와 LiF의 고용체인 리튬 철 산화불산화물

(Lithium iron oxyfluoride)을 합성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양극 소재로서

의 성능 및 반응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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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mage of crystal structure of Fm-3m rocksalt 

material Li1.15Fe0.7Ta0.15O2 drawn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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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 

 2.1.1 층상 구조(Layered structure) 

  층상 구조 물질들은 보통 공간군(Space group)으로 R-3m, C2/m, 

C2/c 등을 가지는 물질들로, 리튬과 전이 금속의 비율이 1 : 1인 조성에

서 리튬으로 이루어진 층과 전이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층이 번갈아 가면

서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리튬이 과잉인 조성의 경우 전이 금속 층에 

일부 리튬이 더 들어가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을 지

칭한다. 이런 층상 구조 물질들은 리튬이 2D 방향으로 이동한다.16 

  이 중 리튬 코발트 산화물(LiCoO2) 1980년에 첫 보고 되었으며 약 

4.15 V까지 충전하였을 때 가지고 있는 리튬의 절반 정도를 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91년에 최초의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로 상

용화에 성공하게 된다.17 하지만 희소한 코발트의 가격적인 단점과 리튬

을 0.5개 이상 사용하였을 시 발생하는 비가역적인 구조 변이18-19 때문

에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후 보고된 LiNiO2의 경우 거의 이론 용량에 가까운 비슷한 작동 전

압에서 거의 이론 용량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어서 주목을 받았지만,20 

Ni3+가 LiNiO2 조성에서 low spin state이기에 전자 구조가 (t2g)
6(eg)

1을 

가지는데 이는 Jahn-Teller distortion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라

서21 합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이 금속 층의 니켈이 리튬 층의 

리튬과 자리가 바뀌는 cation mixing (혹은 cation disorder)에 의해 니

켈이 리튬의 이동을 막아서 성능이 빠르게 퇴화한다는 단점으로 인해22-

24 이를 사용하는 대신 니켈을 포함하는 이성분계 조성인 LiNixCo1-

xO2
25-26나 LiNi0.5Mn0.5O2

24, 27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가 이후 

LiNixCoyMnzO2 (x+y+z = 1, NCM)이나 LiNiaCobAlcO2 (a+b+c = 1, 

NCA)의 조성에 대한 연구로 많이 발전되었다.28-29 

 NCM의 경우 니켈의 고성능, 코발트의 안전한 전기적 특성, 망간의 가

격적 저렴함 및 열적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골고루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물질로 초기에는 Ni2+, Co3+, Mn4+를 유지하는 LiNi1/3Co1/3Mn1/3O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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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i1/4Co1/2Mn1/4O2 , LiNi0.4Co0.2Mn0.4O2 등의 조성30-32이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니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종 원소

의 도핑(doping)33-34이나 표면의 코팅(coating)35-37등을 통해서 니켈 비

율이 높은 조성들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에는 Ni의 함량이 0.8 이상인 조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33, 38 

 NCA의 경우 상용화된 물질의 조성이 LiNi0.8Co0.15Al0.05O2인데 이때 

알루미늄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atom 

probe tomography와 27Al Solid NMR등의 분석에서 알루미늄의 경우 입

자 내부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만, 기존의 다른 전이 금속들과는 

달리 사면체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이 알려졌다.39-41 니켈 기반의 물질들

의 퇴화 원인인 cation mixing이 일어날 때, Ni2+는 기존의 팔면체자리에

서 리튬 층과 니켈 층 사이의 사면체자리를 거쳐서 리튬 층의 팔면체자

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사면체자리에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니켈이 리

튬 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므로 성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보인

다.42 

 이 외에도 리튬 과잉의 층상 구조 물질(OLO)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OLO 물질의 경우 전이 금속의 산화/환원 뿐만 

아니라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기존의 층상 구조물질보다 

더 고용량을 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물질은  

망간 조성이 높은(Mn-rich) Li1.2Ni0.16Co0.08Mn0.56O2 혹은 

Li1.2Ni0.2Mn0.6O2와 같은 조성들과 Li2MnO3 조성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다.34, 43-45 비록 망간은 KMnO4와 같이 +7의 산화수로

도 존재할 수 있지만, 전기화학 시스템에서는 아직 Mn4+이상의 산화수

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없음에도 해당 물질들에서 용량이 발현되고, 그리

고 4.4 V 부근에서 평탄 전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었으며, 이 평탄 전압에서 표면의 산소 발생(Oxygen loss)가 있지만

43 그 후에도 입자 내부에서는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한다

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되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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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Li2Ru0.25Sn0.25O3나 Li2Ir0.5Sn0.5O3 등의 4d혹은 5d 전이 금

속들을 바탕으로 하는 음이온 산화/환원을 하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47-48  

 

2.1.2 올리빈 구조(Olivine structure) 

 올리빈 구조는 polyanion계 물질 중에 공간군 pnma를 가지는 인산염

계 물질인 LiFePO4가 대표적인 물질이다. LiFePO4는 층상 구조와 다르

게 리튬이 1 dimension의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16 또한 LiFePO4는 

단일 상 반응(Single-phase reaction)을 하는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독

특한 이상 반응(Two-phase reaction)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

러한 독특한 반응 때문에 전압-용량 곡선에서 평탄 구간(Plateau)를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이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LiFePO4는 

안정적인 수명 특성과 철 기반의 가격적인 저렴하다는 장점 그리고 인산

염으로 인해 수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차세대 전지 

소재 뿐만 아니라 유사기준전극 역할49, 태양광에 의해 충전되는 전지 

시스템(Solar charging battery)50, 전기 삼투 펌프(Electroosmotic 

pump)51 등에도 적용되었다. 

 이런 LiFePO4의 전기화학적 거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실험/이론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 

Delmas에 의해 제시된 ‘Domino-cascade model’의 경우 LiFePO4가 리

튬이 빠져나가면서 특정 방향으로 빠르게 FePO4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52 하지만 해당 모델은 리튬 이온이 입자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

는 것에 대한 kinetic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추후 V. Srinivasan에 

의해 새로운 모델인 ‘Core-shell model’이 제시되었다.53 이는 충전 과

정에서 입자의 표면은 리튬이 적은 상 혹은 FePO4가 껍질처럼 내부는 

리튬이 풍부한 상 혹은 LiFePO4로 존재한다는 모델로 이후 많은 연구들

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54 

  하지만 이는 실제 전극이나 셀에서의 거동은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

문에 이후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높은 전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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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충/방전을 진행하였을 시에 단일 상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55, 최근 이런 two-phase reaction을 하는 물질

들의 기억 효과(memory effect, lazy battery effect)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중이다.56 

 

2.1.3 스피넬 구조(Spinel Structure) 

  기존의 LiMO2 형태의 조성식이 아닌 스피넬 구조(공간군 : Fd-3m)을 

가지는 LiMn2O4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때 Li+는 8a 팔면체 자리를, 

Mn3+와 Mn4+는 16d의 사면체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그리고 Mn3+- O와 Mn4+- O의 결합 길이가 망간의 산화수에 따라서 다

르기 때문에 앞선 두 물질과 다르게 리튬이 3차원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므로 율속 특성(Rate performance)가 우수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16 또한 앞서 말했듯이 망간은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망간의 전이 금속 용출은 음극을 graphite를 사용하는 현재 

상용 셀(Full cell)에서 매우 치명적이며58, Mn3+는 Jahn-Teller 

distortion을 가지므로57, 기존 물질보다 더 낮은 상태로 방전을 하였을 

겨우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붕괴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LiMO2 

형태의 양극 소재에 비해 전이 금속과 산소가 단위 정(unit cell)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용량 (Specific capacity, mAh g-1)이 낮다는 단점을 가

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망간의 일부를 니켈로 치환한 LiNi0.5Mn1.5O4 

(LNMO)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LNMO의 경우 망간은 4+의 산화수를 

가지며, 니켈의 경우 2+ 산화수를 가지게 되므로, 망간은 전기화학적으

로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기에 Jahn-Teller distortion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반응 전이 금속이 Mn3+/4+에서 Ni2+/4+로 바뀌면서 작동 전

압이 높아져서 에너지밀도에서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59 하지만 순수한 

LiNi0.5Mn1.5O4의 상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니켈과 망간이 뒤섞여 있는 구조(Fd-3m)보다 배치가 정렬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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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32)로 합성을 해야지만 성능이 좋아진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

다.60 정렬된 구조를 가지는 LNMO의 경우 약 4.7V에서 Ni2+/4+의 산

화/환원 반응에 대한 가역적인 두 평탄 전압(Voltage plateau)를 가진

다.59  

 

2.1.4 암염 구조(Rocksalt structure) 

Fm-3m의 공간군을 가지는 암염 구조(Rocksalt structure)의 경우 양

이온과 음이온이 차지하는 자리가 각각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써,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될 경우, 각 원소들이 

무작위로 분포되어있는 상태(Cation disordered)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기존의 LiMO2 형태의 물질 중에서 암염 구조로 가장 널리 알려진 물

질은 LiFeO2이다.61 하지만 해당 물질의 경우 전기화학적으로 성능이 좋

지 않았기에 다른 물질들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다만 이후 입자를 나노 사이즈로 합성 하였을 때 전기화학적 성능이 많

이 개선되는 것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충전용량보다 더 방전을 하여서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보고 되긴 하였다.61-62 

그 이후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에 대한 첫 가능성을 열었던 물질인 

Li1.211Mo0.467Cr0.3O2에 대한 연구가 2014년에 처음 보고되었다.63 해당 

물질은 합성하였을 때는 R-3m의 층상 구조를 가지는 물질이지만, 첫 

충/방전 싸이클 이후에 R-3m의 구조가 거의 Fm-3m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층상 구조 물질이 장기 충/방전 진행과정에서 입자

의 표면이 층상 구조 à 스피넬 구조 à 암염 구조로 바뀌면서 성능을 

퇴화 시킨다는 보고와는64 다르게 입자의 구조가 대부분 Fm-3m으로 바

뀌었음에도 여전히 265mAh g-1이라는 고성능을 보여주는데, 이를 저자

는 양이온이 무분별하게 뒤섞여있는 상태(cation-disordered)에서 팔면

체자리의 리튬이 사면체자리를 통해 이동할 때, 전이 금속이 근처에 존

재하지 않는 상태(원 논문에서는 0-TM으로 표기)에서 리튬의 이동이 

쉽게 일어나며, 이런 국소적인 구조를 통해서 리튬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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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확보되는 것을 침투 이론(Percolation theory)으로 설명하였다.63 

 이후 보고된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들의 경우 기존의 리튬 과잉 

물질들과 고용체를 이루는 형태로 설계되어서 보고되었다. LiNi0.5Ti0.5O2

와 Li1.6Mo0.4O2 (Li4MoO5)의 고용체를 이루는 Li1+x/100Ni1/2-x/120Ti1/2-

x/120Mox/150O2 은 앞선 Li1.211Mo0.467Cr0.6O2는 Mo4+를 사용하였지만 이

와 다르게 Mo6+와의 고용체를 이룬 형태로 보고가 되었다.65 그리고 N. 

Yabuuchi에 의해 x Li3NbO4 ∙ (1-x) MO (M= Co2+, Ni2+), x Li3NbO4 ∙ 

(1-x) LiMO2 (M= Mn3+, Fe3+, V3+)의 형태의 리튬 과잉 암염 구조의 고

용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0 

 이 후 이는 계산적인 접근을 통해서 d0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의 

경우 구조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리튬 전이 금속 산

화물 LiMO2 조성에서 cation-disordered rocksalt 상태로 안정화된다는 

보고가66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d0 원소가 포함되는 고용체의 경우 

Fm-3m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란 유추가 가

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d0 원소들이 Fm-3m 구조 내에서 형성되는 팔면

체에서 팔면체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중심을 벗어나거나(Off-

centering) 구조가 왜곡되는(distortion)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기존의 

보고들과67 상충되기에 아직 실험적인 검증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앞서 언급한 암염 구조 물질과 같은 Li4MoO5 (Mo6+, d0 전자 

구조)를 바탕으로 고용체로 사용하였음에도,  x Li4MoO5 ∙ (1-x) LiFeO2

와68 x Li4MoO5 ∙ (1-x) NiO69 두 시스템의 고용체 물질이 Fm-3m이 아

닌 C2/m (층상 구조, distorted rocksalt)의 공간군을 가지는것과, d0 전

자배치인 W6+를 포함하는 Li4+xNi1-xWO6가 C2/c (층상 구조, distorted 

rocksalt)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보았을 때70, 고용체를 이루는 다른 전이 

금속이나 혹은 합성 조건, 사용하는 전이 금속의 주기 등 다양한 요소들

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Nb5+을 포함하는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에 대해서 N. 

Yabuuchi는 Mn3+를 포함하는 고용체인 Li1.3Mn0.4Nb0.3O2는 가역적인 격

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고용량을, Fe3+를 포함하는 고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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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Li1.3Fe0.4Nb0.3O2는 비가역적인 격자 산소의 산화반응과 이를 보상하

기 위한 철의 추가적인 환원 과정을 통해서 고용량을, V3+를 포함하는 

고용체인 Li1.3V0.4Nb0.3O2는 오직 바나듐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만 

용량을 발현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고, 분자 오비탈을 도시하여서 이

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71  

이후 W. H. Kan에 의해 Li1.3Mn0.4Nb0.3O2가 첫 충/방전 과정 

(activation cycle)에서는 고전압에서 소량의 CO2 및 Oxygen loss가 발

생한다는 것이 밝혀졌고72, 또한 입자를 용융 염 합성법 등으로 작게 합

성할 시에 성능이 고온에서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발현된

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Y. Shin에 의해 Li1.3Mn0.4Nb0.285Ta0.015O2

로 Nb5+를 Ta5+로 교체하였을 때 이 첫 activation cycle에서의 oxygen 

loss가 줄어들고 조금 더 가역적인 anionic redox의 발현으로 성능이 개

선된다는 것이 알려졌다.73 

하지만 d0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리튬 과잉 Fm-3m 물질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 볼 밀로 합성된 Li2VO3와 Li2VO2F가 2015년에 보고

되었다.74 특히 Li2VO2F는 첫 방전에서 300mAh g-1을 넘는 용량을 보여

주었으며, 이 물질은 LiMO2와 LiF의 고용체가 리튬 과잉 Fm-3m구조의 

양극재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Li2MnO2F와 Li2MoO2F가 보고되었는데, Li2MnO2F의 경우 Mn의 

산화/환원 반응과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같이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12, Li2MoO2F의 경우 충전용량보다 더 깊은 방전을 통해서 몰리

브데넘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고용량을 보여주었다.75 

음이온을 불소로 치환하였을 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Li2MoO3와 Li2MoO2F를 비교하였을 때 

Li2MoO2F의 경우 반응 전압이 약 300mV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것을 

바탕으로 불소로 치환 시에 작동 전압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다.75 또

한 J. Lee에 의해 기존의 리튬 과잉 산화물인 Li1.15Ni0.375Ti0.375Mo0.1O2

의 산소를 불소로 치환한 Li1.15Ni0.45Ti0.3Mo0.1O1.85F0.15의 경우, 고전압에

서의 방출되는 산소와 전해질 부반응과 합쳐져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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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실험적인 결과 보고가 있으며15, 이를 바탕으

로 음이온에 불소가 들어갈 시에 전이 금속의 이온성(Ionicity)가 증가하

여 좀 더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원활하게 발생한다는 이론을 제

시하였다.9 

 

2.2 리튬 양극 소재의 반응원리 

 2.2.1 전이 금속의 산화/환원 

  많은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중에서 리튬을 처음부터 구조 내에 포

함하고 있는 물질들의 경우(ex> LiCoO2, LiFePO4) 충전 과정에서 리튬

이 구조 내에서 탈리(deintercalation) 되었다가 방전 과정에서 다시 삽

입(intercalation)되는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전이 금속이 같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상용화 물질인 LiCoO2의 반

응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 

 

LiCoO2 à Li1-xCoO2 + x Li+ + x e 

 

이 때 전이 금속인 코발트는 처음 상태에선 3+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

지만, 충전 과정에서 빠져나온 리튬과 전자 개수에 비례하여서 일부 코

발트는 4+의 상태로 산화되며, 이 때 코발트의 전체 산화수는 각각의 

코발트 산화수의 평균값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고 전기화학적으

로 유도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LiCoO2에서 리튬이 완전히 빠져나갔

을 경우 Co4+O2 의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76 

이는 앞서 상용화된 TiS2와 같은 황화물 양극 소재와 같은 족의 음이온

계인 셀레나이드(Se), 텔루라이드(Te) 같은 소재에서 실제 전이 금속의 

산화수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나오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J. Rouxel에 

의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Band diagram)을 통한 이론을 제시된 적

이 있기 때문이다.77 해당 논문에서 전이 금속의 d 오비탈과 음이온의 

sp 오비탈의 밴드 다이어그램 상의 위치에 따라서 금속양이온의 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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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 되는지 격자 산소의 산화가 우선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때 음이온이 산화되는 경우 (음이온의 오비탈에서 전

자가 빠져서 hole이 생기는 경우)이 격자 내에서 음이온이 고분자가 고

분자화(polymerization)하듯이 polymerization 되는 상태로 존재 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77 

하지만 같은 16족 음이온계 원소 중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electronegative) 원소인 산소에선 상대적으로 전이 금속의 산화/환원

이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W.-S Yoon의 soft 

XAS 분석을 통하여 LiCoO2에서 리튬이 빠져나갈 때 O 1s 스펙트럼의 

변화를 통해 전이 금속과 산소의 hybridization 상태의 변화와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 참여를 발견하였으며78, L. Daheron이 XPS 분석을 통하

여 LiCoO2와 CoO2의 경우 O 1s 스펙트럼의 변화를 통하여 산소의 산화 

상태가 실제로 바뀌는 것을 증명하면서 산화물에서도 격자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의 참여가 주목 받았다.79  

 

 2.2.2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현재까지도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의 표준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서 많은 이론적/실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LiCoO2의 리튬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격자 산소의 산

화가 보고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양극 소재에서 많은 연구가 있

었지만, 가장 많은 연구가 보고된 것은 리튬 과잉의 층상 구조 물질들의 

경우이다. 

먼저 보고된 Li2MnO3의 경우 초기의 연구들은 Li2MnO3가 Li2O와 

MnO2로 나뉘는 반응을 제시하였다.80 하지만 이후 연구들을 통하여 첫 

충전 과정에서 Li2MnO3는 산소의 비가역적인 산화 반응, 즉 격자 내에

서의 산소 기체 방출이 주된 반응으로 발생한 뒤, 이후 방전 과정에서는 

전하 보상을 위해 Mn이 4+에서 낮은 산화수로 환원이 되는 반응을 한 

다는 것이 알려졌다.44  

충전 과정에서의 산소 방출은 OLO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특



 

 14

히 OLO의 경우 충전 과정에서 4.4 V에서 평탄 전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 산소의 산화가 발생하며, 또한 이 구간에서 

나오는 산소가 전해질 부반응과 합쳐서 비가역적인 이산화탄소와 산소 

방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 다만 첫 충전 과정에서 산소 방

출이 있었지만, 이후 방전과 연속되는 충/방전에서 가역적인 격자 산소

의 산화/환원 반응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STXM), resonant inelastic x-ray scattering (RIXS) 등의 

분석법을 통하여 증명된 바 있다.46, 82 

이후 3d 전이 금속 뿐만 아니라 4d, 5d 전이 금속을 사용한 물질들 

중에서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Li2Ru0.75Sn0.25O3, Li2Ir0.5Sn0.5O3와 같은 조성들이 보고 되었다.47-48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었

는데, P. G. Bruce의 그룹에선 산소를 기준으로 팔면체 꼭지점들이 전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탕으로  Rouxel이 도시하였던 밴드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48, 81 이 때 여러 조성의 전이 금속은 다양

하게 분포하기보다는 육각형벌집구조 (Honeycomb structure)로 배열되

어 있으며, O 2p 오비탈의 산화/환원 반응에 전이 금속과 편재화된 전자

에 의해서 산소 오비탈에서 전자가 빠지면서 hole이 생기는 것이 격자 

산소의 산화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

은 전이 금속에 따라서 M–O 결합의 이온결합성(Ionicity)이 강할수록(공

유결합성이 낮을수록) 산소에서 전자가 빠지기 더 쉽다고 설명하였다.81 

하지만 이는 실제 리튬 과잉 층상 구조 물질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

데, 리튬 층상 구조 물질에서는 전이 금속 층에도 리튬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를 G. Ceder 그룹에선 먼저 리튬 과잉 조성에서 팔면체의 경우 

필연적으로 Li-O-Li의 결합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을 피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전이 금속과의 hybridization이 생기지 않는 산소의 존재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런 unhybridized oxygen (orphaned oxygen, 

Li-O-Li)의 오비탈과 hybridized되어 생기는 오비탈을 분리하여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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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위치에 따라서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의 발생 여부가 바뀐다고 설

명하였다.83 이는 OLO뿐만 아니라 리튬 과잉 암염계 물질 중 격자 산소

의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이후 William Chueh와 Michael Toney의 그룹에선 이 이론을 바탕으

로 더 나아가서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전이 금속의 같은 평면내 

혹은 다른 평면으로의 전이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는 이론을 내세웠고, 

이 전이에는 리튬이 빠져나간 빈자리, 그리고 antisite defect 등을 포함

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표면 시그널보다

는 전체적인 시그널(bulk signal)임을 STXM과 RIXS 분석을 통해 보였

고, 이가 peroxide-like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

다.4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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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3.1 물질 합성 

  철과 탄탈륨을 포함하는 리튬 과잉 산화물의 경우 Li1+xFe1-2xTaxO2 

(0 < x < 1)의 조성식을 바탕으로 Li1.15Fe0.7Ta0.15O2 (LITO 115), 

Li1.2Fe0.6Ta0.2O2 (LITO 12), Li1.25Fe0.5Ta0.25O2 (LITO 125)를 합성하였다. 

전구체인 Li2CO3, Fe2O3, Ta2O5를 LITO 115는 Li : Fe : Ta = 1.1845 : 

0.7 : 0.15의 비율로(molar ratio), LITO 12는 Li : Fe : Ta = 1.236 : 

0.6 : 0.2, LITO 125는 Li : Fe : Ta = 1.2875 : 0.5 : 0.25의 비율이 되게 

볼 밀(ball mill)을 통해서 섞는다.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500 rpm으로 

10시간을 섞은 뒤 회수하고, 전구체를 950℃에서 20시간동안 열처리한

다. 

  세 조성의 LITO 산화물의 기계적 탄소 코팅은 볼 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활물질과 graphite와 Si3N4 볼을 활물질 : graphite : Si3N4 

= 0.9 : 0.1 : 10 (weight ratio)의 비율로 섞은 뒤, 아르곤 분위기에서 용

기를 잠근 후, 500rpm으로 10시간 동안 진행한 후 회수한다. 

철만으로 이루어진 리튬 철 산화불소화물의 경우, α-LiFeO2와 LiF를 

1 : 1, 2 : 1, 1 : 2 (molar ratio)의 비율로 섞은 뒤 아르곤(Ar) 분위기에

서 용기를 잠근 후, 450 rpm으로 44시간 볼 밀 합성을 진행하였다. 이 

때 기기의 과도한 열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볼 밀은 30

분 진행 후 10분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게 진행되었다. α-LiFeO2는 

Li2CO3와 Fe2O3를 ethanol 용매 기만으로 볼 밀 공정을 통해 전구체를 

섞은 뒤, 1100K에서 24시간 소성하여 합성하였다. 

LiFeO2, Li1.15Fe0.7Ta0.15O2, Li2FeO2F 세 가지 조성을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 위한 실험에서, Li2FeO2F는 볼 밀 합성(450 rpm, 44 hr)으로 

LiFeO2와 Li1.15Fe0.7Ta0.15O2는 고상법으로 합성한 뒤 같은 볼 밀 조건의 

공정을 통해 입자를 부순 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때 활물질은 1g, 

사용한 Si3N4 볼은 20g으로 아르곤 분위기에서 용기를 실링한 뒤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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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질 특성 분석 

합성된 물질의 분말 및 전기화학적 반응을 거친 전극의 X선 회절 분

석(X-ray diffraction, XRD)은 D2 phaser (Bruker) 장비를 통해서 이루

어졌다. 이 때 Cu kα (λ= 1.5418 Å) source를 이용하여 10 - 85°의 2θ 

범위 내에서 측정하였으며, 전극의 ex situ 분석의 경우 Be window를 

통해 전극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홀더에 부착시킨 후 진행하였다. 

Rietveld refinement는 TOPA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 10~120°의  

범위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물질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및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 

데이터는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JSM-6700F, JEOL)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ARM200, JEOL) 분석을 통하여 얻었으며, EDS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

서 철, 산소, 불소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각 산화물과 불소산화물을 구성하는 금속의 비율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Optima8300, Perkin Elmer)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LITO 115의 반응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 반응구간까지 충/

방전을 진행한 샘플을 코인셀에서 회수한 후 ex situ로 hard XAS (X-

ray absorption spectroscopy, also known as XANES)와 soft XAS 분석

을 진행하였다. Fe K-edge와 Ta L3-edge에 대한 hard XAS 데이터는 

포항 가속기 7D, 6D에서 각각 얻었으며, soft XAS의 경우 10D 빔라인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표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total 

electron yield (TEY) 데이터와, 표면에서부터 좀 더 깊은 입자 내부까

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fluorescence yield (FY) 데이터 두 종류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었다. Soft XAS의 경우 대기 중에 노출되어 샘플이 오염될 

수 있기에, 샘플을 장착하는 입구에 간이 글러브 박스를 연결하여 비활

성기체인 질소가스 분위기에서 샘플을 장착하였고, 초고진공상태 (< 

3x10-10 torr)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LIOF의 반응 매커니즘은 in situ 분석과 ex situ 분석을  함께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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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Fe K-edge hard XAS 스펙트럼은 in situ 분석을 통해서 진

행하였다. 2032 type coincell의 부품들에 약 반지름이 1.5mm인 원형의 

구멍을 뚫고 이를 kapton tape로 막은 형태의 셀로, 정전류 충방전기 

(Potentiostat)을  빔라인 chamber의 외부에서 연결하여서  6D  빔 라

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구간은 철의 E0 에너지인 7112 eV 

기준 –40 ~ +40 eV구간까지 측정하였다. 

Soft XAS의 경우 앞선 입자 전체의 투과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포항 

가속기 빔 라인 10A84에서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STXM) 분석을 통한 O K-edge 스펙트럼을 얻었다. 충/방전이 진행된 

전극을 회수하여 sealing vial에 약간의 DMC 용매에 넣은 상태로 외부

에서 sonication 과정을 통해 전극에서 입자가 박리되어 용매에 분산되

게 하였다. 분산 과정이 끝난 후 다시 Sealing vial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Si3N4 window (Silicon Nitride Window, Norcada)에 용액을 피펫을 통

해 소량 떨어트린 뒤, 용매를 날려서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앞선 soft 

XAS 샘플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소 가스가 흐르는 상태에서 

샘플을 홀더에 장착시켰다. 

 모든 hard XAS 데이터의 경우 Athena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normalization을 진행하였고85, STXM 분석의 경우 AXIS 20000 소프트

웨어를 통해 서로 다른 에너지에서 얻은 STXM 이미지를 합치고 정렬한 

후, 해당 입자의 O K-edge 스펙트럼 및 background 스펙트럼을 얻어

서 normalizat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LIOF의 합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LiF와 LiFeO2를 

mortar에서 손으로 섞은 샘플과 볼 밀로 합성된 LIOF 그리고 철의 불

산화물은 FeF2, FeF3 4가지 샘플에 대해서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SIGMA PROBE, Thermo Scientific) 분석을 통하여 

F 1s 스펙트럼을 얻었다. 또한 bare, 4.8V 까지 충전한 샘플, 2.0V 까지 

방전한 샘플, 1.0V 까지 방전한 샘플도 F 1s XPS 분석을 진행하였고, 

모든 피팅은 Avant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calibration은 

C-C 결합을 284.8 eV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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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기화학 실험 조건 

 모든 양극활물질은 도전재와 바인더의 비율이 활물질 : 도전재 : 바인

더 = 8 : 1 : 1 (weight ratio)의 비율로 1-Methyl-2-pyrrolidonone 

(NMP)에 분산시켜서 슬러리(slurry) 상태로 만들어서 집전체인 알루미

늄 포일에 casting하여서 전극으로 만든 뒤 진행하였다. 이 때 도전재는 

탄소 (Super P), 바인더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를 사용하였

다. 모든 실험은 2032 type coincell에서 리튬 메탈을 대극/기준전극으로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LITO 115의 경우 1.0 M의 리튬 육불화인산염 (Lithium 

hexafluorophosphate, LiPF6) 염이 녹아있는 ethylene carbonate (EC) : 

dimethyl Carbonate (DMC) = 1: 1 (v/v) 기반의 전해질을 사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전류 실험은 1.5 ~ 4.8 V, 1.35 ~ 4.8 V의 전압구

간에서 60℃에서 10mA g-1의 전류 밀도로 진행하였다. 율속 특성(Rate 

performance)은 10, 20, 40, 80, 160, 320 mA g-1의 전류밀도에서 1회

의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LIOF의 경우 1.3 M의 LiPF6가 녹아있는 ethylene carbonate : ethyl 

methyl carbonate : dimethyl carbonate = 3 : 4 : 3 (v/v/v) 기반의 전해

질을 사용하여, 1 ~ 4.8 V의 전압 구간을 10mA g-1의 전류 밀도로 충방

전을 30℃에서 진행하였다. in situ XAS 분석은 전류 밀도만 20 mA g-1

으로 온도제어 없이 진행하였다..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GITT)의 경우 두 물질 

모두 10mA g-1의 전류 밀도를 한 시간 부과한 뒤, 7시간동안 전류를 공

급하지 않고 전압의 변화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으며 총 2회의 충/

방전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LiFeO2, Li1.15Fe0.7Ta0.15O2, Li2FeO2F 세 물질을 같이 비교하는 실험에

서는 10 mA g-1로 30℃에서 1 ~ 4.8 V, 1.5 ~ 4.8 V까지 충방전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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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와 고찰 
4.1 Li1+xFe1-2xTaxO2 

 4.1.1 합성 및 확인 

LiMO2 조성에서 리튬이 과잉으로 들어간 Li1+xM1-xO2의 M의 평균 

산화수는 3-x/1-x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3+보다 

높은 산화수를 가지는 금속이 필요하다. 이에 Ta5+가 리튬 탄탈륨 산화

물(Li3TaO4, C2/c, distorted rocksalt) 구조를 이루며14, Ta5+가 d0의 원

소배치를 가지고 있기에 Fe3+ 기반의 리튬 과잉 암염 구조 양극 소재를 

합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Li1+xFe1-2xTaxO2의 조성

식을 계산하였다. 이는 타겟으로 세웠던 Li3TaO4와 LiFeO2의 고용체로 

식을 표현할 경우 다음과 같이 a LiFeO2 ∙ (1-a) Li3TaO4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x = 1.15, 1.2, 1.25에 해당하는 3개의 조성 

Li1.15Fe0.7Ta0.15O2, Li1.2Fe0.6Ta0.2O2, Li1.25Fe0.5Ta0.25O2 (각각 LITO 115, 

LITO 12, LITO 125)의 합성을 시도하였고, Figure 2. (a)에서 볼 수 있

듯이 세 조성 모두 Fm-3m의 rocksalt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 조성의 37~38° 사이에 존재하는 (1 1 1) 평면에 해당

하는 XRD peak이 위치가 약간 다른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같은 구조 

내에서 Li+ 크기(0.76Å)가 Fe3+(0.645Å)나 Ta5+(0.64Å)보다 크기 때문

에 같은 구조 내에서 리튬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라 예상하였

다.86  

이는 세 물질의 XRD 패턴을 바탕으로 Rietveld refinement를 통하

여 확인하였는데, 세 조성의 unit cell에 따른 lattice parameter를 도시

한 결과가 Figure 2. (b)에 있다. 리튬 양이 1.15에서 1.2 1.25로 선형적

으로 증가할 때, lattice parameter도 4.1605 Å (±0.0000041) 에서 

4.1733 Å (±0.0000038)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CP-OES 결과에 의해서 원하는 조성대로 합성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P-OES 결과는 Table 1에 정리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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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The XRD pattern of as-synthesized LITO 115, 12 125 

and carbon coated LITO 115 (b) lattice parameter plot for 3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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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CP-OES data of LITO 115, LITO 12 and LITO 125 

Composition ICP data 

Li1.15Fe0.7Ta0.15O2 Li : Fe : Ta = 1.15 : 0.72 : 0.13 

Li1.2Fe0.6Ta0.2O2 Li : Fe : Ta = 1.20 : 0.6 : 0.2 

Li1.25Fe0.5Ta0.25O2 Li : Fe : Ta = 1.25 : 0.5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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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철의 산화/환원(Fe3+/4+)을 기준으로 이론 용량을 계산하였

을 때, LITO 115는 176.6 mAh g-1, LITO 12는 146.2 mAh g-1, LITO 

125는 117.7 mAh g-1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이론 용량이 높은 

LITO 115를 우선적으로 정전류 충방전을 통해 전기화학적 활성을 확인

하였다..  

30℃에서 1.5 ~ 4.8 V로 10mA g-1의 전류 밀도로 충/방전을 진행하

면서 LITO115가 전기적 활성을 띄는 물질인지 확인하였고, 전압 – 용

량 곡선 (Voltage profile)을 Figure 3에 도시하였다. 하지만 LITO 115

는 충/방전 각각 용량이 10 mAh g-1도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전기화학적으로 해당 물질은 비활성하다고 할 수 있는 수치

로 파악되었다. 

    이의 원인을 SEM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Figure 4 (a), (b), (c)

는 각각 합성된 LITO 115, 12, 125의 SEM 이미지이다. 비록 일차 입자

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이차 입자의 경우 수십 um정도의 큰 크기를 

가지며, 이는 리튬 이온이 입자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 나오는 데에 크게 

저항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물질의 전기화학적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자 사이

즈를 볼 밀 등의 과정으로 줄이거나, 탄소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고온에

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87-88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볼 밀 과

정을 통해 입자 사이즈를 줄이면서 탄소 코팅을 시도하였고, 이를 고온

(60℃)에서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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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The voltage profile of as-synthesized LITO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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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EM image of LITO 115 (a) LITO 115, (b) LITO 12 and 

(c) LITO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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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전기화학 성능 확인 

카본 코팅된 LITO 115, 12, 125의 첫 번째 충/방전 전압-용량 곡선

을 Figure 5에 도시하였다. 이 때 세 물질 모두 각자의 이론 용량을 뛰

어넘는 용량을 방전에서 보여주었다. LITO 115의 경우 이론 용량인 

176.6 mAh g-1을 넘는 215.3 mAh g-1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철의 산화/

환원 만으로 반응할 수 있는 0.7개의 전자보다 더 많은 0.853개의 전자

가 반응을 했다는 것을 계산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첫 사이클 용량의 

경우 LITO 115 > LITO 12 > LITO 125 순으로 나왔으며, 용량이 가장 

높았던 LITO 115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전기화학 실험을 진행하였다. 

10 mA g-1의 전류 밀도로 정전류 실험을 1.5 ~ 4.8 V, 1.35 ~ 4.8 V

의 전압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충/방전을 20회까지 진행하여서 수명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첫 충/방전 이후 10, 20, 40, 80, 160, 320 mA 

g-1의 전류 밀도로 1회씩 1.5 ~ 4.8 V의 전압범위에서 충/방전을 진행하

여 율속 특성(Rate performance)를 확인하였다. 

Figure 6.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전압 조건 모두 LITO 

115의 이론 용량인 176.6 mAh g-1을 넘는 용량을 보여주는 것을 재확

인할 수 있었다. 1.5~ 4.8 V의 전압 범위에서 첫 방전 용량이 215.3 

mAh g-1이 나왔으며, 1.35 ~ 4.8 V의 전압 범위에서는 첫 방전 용량이 

248.5 mAh g-1의 용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이온의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 인한 용량 발현이며, 두 번째는 첫 충전의 반응과 별도로 방전 

과정에서 철이나 탄탈륨의 추가적인 환원에 의해서 용량 발현이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가설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충전 과정과 방전 과정에서의 전압 곡선의 모양

이 완전히 다르고, 이후 2번째 충/방전부터는 똑같은 곡선 개형이 반복

된다는 점에서 첫번째 과정(activation cycle)에서 충/방전의 반응이 다

르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충전 과정에서 전압 곡선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전

해질 분해를 동반하는 비가역적 부반응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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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부반응의 존재로 인해 곡선이 바뀌는 것이 아닌지 가설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지만, 첫 activation cycle 이후에도 비슷하게 전해질 분해가 

일어난다 가정하였을 때, 이후 충/방전 곡선에서는 그런 전압이 흔들리

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첫 충전 과정에서 비가역

적인 격자 내의 산소 방출(oxygen loss)등에 의한 전해질 부반응의 심

화가 일어나고, 이후 oxygen loss와 같은 반응은 없지만 반응 매커니즘

이 바뀌어서 2번째 충/방전부터는 바뀐 반응 매커니즘에 의해 용량이 발

현되는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 (GITT) 분석을 

통하여 첫 번째 충전 용량이 100 mAh g-1에 근접하였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저항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충/방전에 대

해서 GITT 그래프를 Figure 7에 도시하였다. 이때 quasi open circuit 

voltage (QOCV)가 약간 흔들리긴 하였지만 거의 일직선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OLO 물질에서 lattice oxygen의 산화와 

oxygen loss에 해당하는 반응과 비슷하다. 비록 반응 전압대가 다르지

만 이런 QOCV의 평탄 전압대로 유추 하건데, 첫 충전 과정에서 비가역

적인 산소의 방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이후 방전 과정에서 산

화된 산소의 환원 반응보다는 전이 금속의 추가적인 환원 반응에 의하여 

반응 매커니즘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비가역적인 산소의 방출은 2번째 충전 과정에선 상대적으로 

거의 없음을 바뀐 전압 곡선과 GITT 곡선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방전 과정에서는 충전 과정과 다르게 전체적인 구간에서 저항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첫번째 방전 과정과 

두 번째 방전 과정에서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인 산소 방

출을 첫 번째 충전 과정에서 겪은 후 이후 바뀐 반응은 가역적임을 예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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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1st cycle voltage profile of LITO 115, LITO 12 and  

LITO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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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Voltage profile with (a) 1.5~ 4.8 V, (b) 1.35 ~ 4.8 V (c) 

their cycle performances and (d) rate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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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ITT profile of (a) 1st cycle and (b) 2n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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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반응 매커니즘 분석 

이렇게 제시된 가설 – 첫 번째 충전 과정에서 lattice oxygen의 비

가역적인 산화 (산소 방출, oxygen loss)이후 전이 금속의 추가적인 환

원을 통해 첫 번째 방전 과정에서 전하 보상을 맞추는 것-을 전기화학

적인 데이터만을 통해 유추하는 것을 넘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hard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혹은 XANES)와 

soft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분석을 진행하였다. hard XAS의 

경우 Fe K-edge와 Ta L3-edge 분석을 통하여 전이 금속의 산화수 변

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soft XAS 분석은 해당 분석을 통

하여 산소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첫 번째 충전 과정과 방전 과정, 2번째 충전 과정 까지 총 8개의 지

점을 정하여 해당 지점까지 충/방전을 진행한 후, 전극을 회수하여 Fe 

K-edge와 Ta L3-edge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었다. #1’은 반응을 하지 

않은 샘플을, #2’는 180mAh g-1을 충전한 샘플(이론 용량 176.6mAh g-

1을 넘긴 지점), #3’ 샘플은 220mAh g-1을 충전한 샘플(전압으로는 약 

4.35 V), #4’ 샘플은 4.8 V까지 충전한 샘플들이다. #5’ 샘플은 첫 충전 

후 90mAh g-1만큼 방전을, #6’ 샘플은 1.5 V까지 방전한 샘플이며, #7’

은 첫 충/방전 진행 후 90mAh g-1만큼 충전한 샘플이고, #8’은 2번째 

충전까지 진행한 샘플이다. 각 분석 지점들을 표시한 전압 곡선과 Fe 

K-edge 스펙트럼과 Ta L3-edge 스펙트럼에 대한 그래프를 Figure 8

에 도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충전 과정에서 보면 #1’ à #2’ 샘플로 충전이 진행되

었을 때 Fe K-edge 스펙트럼의 main peak이 더 높은 에너지(오른쪽)으

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are 상태에서 #2’ 샘플로 충전

이 진행될 때 철의 산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 #3’, #4’ 3 샘플의 경우 스펙트럼이 완전히 겹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당 충전 과정에서 비록 전해질 분해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용량

의 주된 발현이 철의 산화 과정이 아니라 다른 원소의 산화에 의해서 발

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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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a) ex situ analyses points plotted on voltage profile, (b) 

Ta L3-edge spectra and (c) Fe K-edge spectra of select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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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첫 번째 방전 과정에서 #4’ à #5’ à #6’로 방전이 진행됨에 따

라 Fe K-edge 스펙트럼이 더 낮은 에너지(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

아서 방전 과정에서 주된 용량 발현은 철의 환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 샘플과 #1’ 샘플을 비교하였을 때, 첫 방전된 샘플의 

경우 반응을 하지 않은 bare 샘플에 비해서 철이 더 낮은 산화수를 가

짐을 알 수 있었다. 수치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bare 샘플은 main peak

의 에너지가 7132.4 eV에서 나타났고, 4.8 V까지 충전하였을 경우 

7133.9 eV에서 그리고 1.5 V까지 방전하였을 때는 7130.4 eV에서 나타

났다. 즉 이 말은 첫 번째 충전 과정에서 3보다 산화된 상태 (Fe(3+β)+)

로 충전되었다가 이후 방전 과정에서 Fe(2+α)+로 3+보다 더 낮은 상태로 

환원이 되면서 전하 보상을 맞추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2번째 

충전에서는 다시 철이 산화가 되어 Fe(3+β)+로 충전되는 것을 통해서 첫 

충전 이후 용량의 발현은 철의 바뀐 산화수 구간에서 가역적인 산화/환

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철이 주된 용량 발현의 전이 금속임을 Ta L3-edge 스펙트럼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든 8개의 분석 지점들에 대해서 Ta L3 스

펙트럼은 약간의 intensity 차이만 있을 뿐 더 높은 에너지 혹은 낮은 

에너지로의 shift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반응 구

간에 대해서 탄탈륨은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며, 이는 처

음에 사용한 Ta5+ 전구체를 고려하였을 때, 산화수 5+상태로 계속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충전 과정에서 #2’ à #4’ 샘플의 구간에서는 철도 

탄탈륨도 산화과정을 보이지 않는데도 용량이 발현 되는 것은 과연 

oxygen loss에 의한 반응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1’ ~ #6’ 샘플에 대

해서 soft XAS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때 아주 표면 정보(일반적으로 < 

10nm)를 나타내는 TEY 디텍터와 표면에서 약간 더 깊은 지점(sub-

surface or bulk, 일반적으로 < 100 nm)의 정보를 포함하는 FY 디텍터

를 통하여 O K-edge 스펙트럼을 얻었고, 이를 도시한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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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oft XAS O K-edge spectra of (a) FY detector and (b) TEY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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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에 도시하였다. 

Figure 9의 (a)는 FY 디텍터, (b)는 TEY 디텍터로 #1’에서 #6’까지 

샘플에 대해서 얻은 O K-edge에 대해 스펙트럼이다. 530 eV에서 535 

eV 부분은 보통 pre-edge라고 부르며 철 3d 오비탈과 산소 2p의 

hybridization (Fe 3d – O 2p)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535 eV이후의 에너

지 영역은 철 4sp 오비탈과 산소 2p 오비탈의 hybridization (Fe 4sp – 

O 2p)의 정보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약 534.8 eV에서 나타나는 강한 

peak은 CO3
2-에 해당하는 peak이며89, 이는 bare 샘플의 경우 표면의 

오염으로 인해 CO3가 존재하지만 이후 충전 과정에서 해당 부산물이 분

해되어서 없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Fe 4sp – O 2p hybridization 구간

의 경우 샘플의 x선 radiation 재흡수에 의한 background의 변화로 인

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Fe 3d – O 2p hybridization 구간의 경우도 전형적인 철의 t2g, 

eg 오비탈의 전자 배치 정보에 따른 2개의 peak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탄탈륨 5sp 오비탈과 산소 2p 오비탈이 

hybridization 되어있는 정보 또한 해당 구간에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럼에도 soft XAS 스펙트럼의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먼저 Fe 3d – O 2p hybridization에 해당하는 peak은 충전 과정 (#1’ 

à #2’)에서 낮은 에너지로 peak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철

의 산화에 의해 철과 산소의 결합력이 강해져서 더 낮은 에너지로 이동

을 하는 것 때문이며, 이후 방전 과정 (#4’ à #6’)에서 다시 높은 에너

지로 main peak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기존의 #1’ 샘플보다 더 높은 에

너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철의 산화수가 시작 산화수인 3+보다 더 

낮은 상태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충전 과정에서 FY 스펙트럼에서 #2’, #3’ 샘플에서 

530 eV보다 더 작은 에너지 영역에서 작은 shoulder peak이 나타났다

가 (빨간색 선) #4’ 샘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해당 낮은 에너지 영역

에서 나타나는 shoulder peak의 경우 unhybridized O 2p 오비탈 

(Ceder 그룹의 표현에 따르면 Li-O-Li nonbonding 혹은 orpha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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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에서 전자가 빠져서 hole (On-, 0 < n < 2)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superoxide, peroxide계열의 물질이나 혹은 anionic redox

를 하는 리튬/쏘듐 이차 전지 양극 소재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들이 존

재한다.11, 68, 72 

이 시그널이 #2’, #3’ 샘플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첫 충전 과정에서 

산소의 산화가 표면보다는 좀 더 깊은 내부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

지만 #4’ 샘플에서는 해당 시그널이 사라지는데 이는 비가역적인 

oxygen loss의 영향으로 On- 시그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peak은 TEY 스펙트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는 이미 #2’, #3’ 샘

플의 경우 표면에서는 oxygen loss가 있었기 때문에 On- 시그널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는 첫 충전 과정에서 철의 산화 

이후 입자의 bulk는 산소의 산화가 발생하지만 표면부터는 비가역적인 

산소의 방출이 발생하며, 4.8 V까지 충전하였을 경우 표면에서부터 깊은 

곳까지도 산소의 방출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런 스펙트럼의 양상은 

oxygen loss 현상을 보이는 Li1.42Mo0.29Fe0.29O2에서도 똑같이 보고된 바

가 있다.68 

이후 2번째 충전 과정에서는(Figure 10) FY 스펙트럼에서 On- 시그

널이 나타나지않는데, 이는 첫 activation cycle에서 비가역적인 oxygen 

loss가 발생한 후 이후 과정에서는 oxygen은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

지 않고 철의 반응만으로 용량이 발현된다는 앞선 Fe K-edge signal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37

 

 

 

 

 

 

 

 

Figure 10. The soft XAS FY spectra of O K-edge at 2nd 

charge/dischar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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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결론 

    Li1+xFe1-2xTaxO2 조성에 따라서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이 합성

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Li1.15Fe0.7Ta0.15O2에 대해서 전기화학적 성능

을 확인하였다. 고상법으로 950℃에서 20시간 합성된 LITO 115는 매우 

큰 입자사이즈에서 오는 저항으로 인하여 전기화학적 성능이 거의 발현

되지 않았지만, 볼 밀 과정을 통해 탄소 코팅과 입자 사이즈를 줄였을 

때 고온에서 전기화학적 성능을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LITO 115의 1.5 ~ 4.8 V, 1.35 ~ 4.8 V의 전압구간에서 전기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을 때, 두 조건 다 이론 용량인 176.6 mAh g-1

을 뛰어넘는 고용량을 보였다.(각각 215.3 mAh g-1, 248.5 mAh g-1). 그

리고 약 20회의 충/방전 동안 수명 특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반응 매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hard x-ray와 soft x-

ray 기반의 XAS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충전 과정에서 철이 Fe(3+β)+로 산화가 있었고, 그 후 산소에서 전

자가 빠져나간, 산화 상태인 On-상태를 sub-surface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후 4.8 V까지 충전하였을 때 비가역적인 oxygen loss가 

표면에서부터 sub-surface까지 진행되어서 해당 시그널은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후 방전 과정에서 산소의 환원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철의 환원을 통해서 용량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충전 

때 빠져나간 전하 보상을 위해 방전 과정에서 철이 시작 산화수인 3+보

다 더 낮은 상태인 Fe(2+α)+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첫 사이클에서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충전/방전 곡선이 

비대칭적인 개형으로 나왔으며, 이후 방전 이후에 2번째 충전 과정에서 

철의 산화 (Fe(2+α)+ à Fe(3+β)+)만 발생하며, 산소의 산화는 더 이상 

detect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탈륨은 첫 번째 충전/방전, 두번

째 충전반응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

선 세 가지 조성의 물질들 중에서 LITO 115의 첫 방전 용량이 가장 높

게 나온 것 또한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충전 이후부터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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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산화/환원 만으로 용량이 발현되기 때문에 철의 함량이 높은 LITO 

115가 더 고용량을 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응 매커니즘과 전

압-용량 곡선 그래프가 같이 정리된 그래프는 다음 Figure 11에 도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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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llustrations of a LITO 115’s first charge/discharge 

reac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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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i2FeO2F 

 4.2.1 합성 및 확인 

α-LiFeO2와 LiF를 1 : 1, 2 : 1, 1 : 2의 비율로 섞은 뒤, 아르곤 분위

기의 글러브 박스에서 용기를 실링한 후 볼 밀 합성을 진행하였다. 전구

체로 사용한 α-LiFeO2는 Li2CO3와 Fe2O3를 1100 K에서 24시간 열처리

하여 합성하였다. 

Figure 12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비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XRD 패턴을 찍어보았을 때, LiF가 2배 들어간 샘플의 경우 합성이 덜 

되어서 서로 다른 크기의 Fm-3m 공간군의 물질 2종류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이 중 # 표시 되어있는 샘플은 LiF의 XRD 패턴과 일치

한 것으로 보아서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두 조성 (1 : 1, 1 : 2)의 경우 볼 밀 합성으로 인하여 결

정성이 많이 낮아져서 전반적인 peak의 세기가 약하지만, Fm-3m 공간

군의 물질이 가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전구체로 사용한 

LiFeO2와 LiF가 둘다 Fm-3m 공간군을 가지지만 이들과는 다른 peak 

위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합성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 

Li2FeO2F (Li4/3Fe2/3O4/3F2/3)와Li3Fe2O4F (Li6/5Fe4/5O8/5F2/5)의 Rietveld 

refinement 결과가 Figure 13에 도시 되어있다. 

하지만 XRD 패턴만으로 합성을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만

약 반응 안한 전구체가 남아있더라도, 볼 밀 합성 과정을 통해서 결정성

을 잃어서 비정질화(Amorphous)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비정질 물질

의 경우 XRD 패턴으로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석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검증

을 하기 위해 LiFeO2와 LiF를 막자를 통해 직접 섞은 샘플과, 볼 밀 과

정을 통해 기계적 합성을 시도한 샘플, 그리고 다른 철과 불소 기반의 

화합물인 FeF2, FeF3를 포함한 총 5가지 샘플에 대해서 F 1s XPS 분석

을 통하여 금속과 불소의 결합 에너지 차이를 비교하였다. LiF, FeF2, 

FeF3의 경우 똑같은 볼 밀 공정(450 rpm, 44 hr)을 진행하였다. 

Figure 14에서 볼 수 있듯이, LiF와 LiFeO2를 단순히 직접 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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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2. The XRD pattern of mechanochemically synthesized 

LiFeO2-LiF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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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Rietveld refinement results of (a) 1LiF-1LiFeO2 

(Li2FeO2F) and (b) 1LiF-2LiFeO2 (Li3Fe2O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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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XPS F 1s spectra of (a) handmixed mixture of LiFeO2, & 

ball-milled LiF, ball-milled (b) FeF2, (c) FeF3, mechanochemically 

synthesized (d) Li3Fe2O4F and (e) Li2FeO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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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의 경우 단일 peak으로 fitting이 되었으며, 해당 단일 peak은 약 

686.5 eV의 결합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앞선 연구들

의 LiF의 결합에너지와 일치한다.90-91 즉 막자를 통해 직접 섞은 샘플은 

어떠한 반응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인 상태이기에 LiF에 해당하는 

시그널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계화학적 볼 밀 합성을 시도한 샘플 (d)와 (e)의 경우 둘 다 

단일 상의 peak fitting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다른 금속-불

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선 LiF의 결합에너지인 686 eV와 다르게 다른 684.25 / 684.24 

eV에서 결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 합성된 불소를 포함하는 화합

물의 격자 내 불소(Lattice fluorine)의 결합에너지로 유추할 수 있다. 또

한 이 에너지는 685.2 eV의 결합에너지를 가지는 FeF2
92와 685 eV의 

결합에너지를 가지는 FeF3
93와도 다른 것으로 보아 완전히 새로운 화합

물이 합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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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전기화학 성능 확인 

앞선 LITO 115의 경우 입자를 줄이고 탄소코팅을 확인하기 위해 볼

밀 과정을 진행하였고, 전기적 활성을 띠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고온에서 

성능을 시험하였다. 하지만 이번 oxyfluoride 물질의 경우 처음부터 볼 

밀을 통해서 합성하였기 때문에 입자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00 nm) 

입자 크기에 따른 저항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여, 정전류 실험을 30℃에

서 진행하였다. 

1 ~ 4.8 V의 전압 구간에 10 mA g-1의 전류 밀도로 충/방전을 진행하

였을 때, 첫 방전에서 Li2FeO2F가 Li3Fe2O4F보다 고용량을 발현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Li3Fe2O4F의 경우 Li2FeO2F보다 리튬의 함

량이 더 높음에도 충전 과정에서 고전압에서 빠르게 전압이 증가하여 충

분한 리튬을 뺄 수 없었으며, 방전 용량이 충전 용량보다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Li2FeO2F의 경우 첫 방전 용량에서 350 

mAh g-1의 용량 (에너지 밀도 : 리튬 대비 750 Wh kg-1)이 발현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초기의 고용량은 역시 앞선 LITO 115의 경우와 비슷하

게 Fe 3+/4+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 용량인 222 mAh g-1을 뛰어넘는 

용량이다. 하지만 앞선 LITO 115와는 다른 점은 LIOF의 경우 전이 금

속이 오직 철만 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반응 매커니즘은 결국 (1) 

철의 산화/환원, (2) 격자 내 산소의 산화/환원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

다. 물론 앞선 LITO 115처럼 충전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산소의 산화와 

방전 과정에서 철의 추가적인 환원과 같이 산화/환원 쌍이 바뀌는 경우

도 가능한 가설 중 하나이다.  

이를 전기화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앞선 LITO 115와 dQ/dV 그래프

를 Figure 16 (c)에서 비교해보았다. (c)의 경우 기존의 60℃에서 실험을 

진행한 LITO 115와 LIOF를 30℃, 60℃에서 진행한 두 샘플의 dQ/dV를 

비교해보았다. 

LITO 115와 LIOF 둘 다 철이 주된 산화/환원 반응을 진행하고 같은 

Fm-3m 구조이기 때문에 둘의 dQ/dV 개형이 비슷하다고 가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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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LITO 115와 LIOF(30℃)은 충전 과정에서 LITO 115가 산소 방출에 

따른 전해질 분해로 인해 dQ/dV가 많이 noise처럼 흔들리는 것을 제외

하고, 방전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개형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LIOF(30℃)의 방전 과정에서 약 3.1 V에 LITO 

115와는 다른 shoulder peak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같은 구조에서 같은 

전이 금속이 비슷한 반응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shoulder peak은 다

른 원소의 환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LIOF의 경우 산화/환원할 수 

있는 전이 금속이 오직 철로만 되어있기에 이는 철이 아닌 다른 원소의 

환원 peak이라 예측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F-를 가지는 불소의 산화/환

원 가능성보다는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LIOF의 구동 온도와 LITO 115의 구동 온도가 각각 30℃, 

60℃로 각각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덜 혹독한 온도 조건인 30℃에서는 

LIOF의 산화/환원은 peak이 존재하지만 60℃의 LITO 115에서는 없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같이 비교하기 위해 LIOF를 60℃에서 

시험한 결과를 같이 (c)에 파란색 선으로 그렸다. 

30℃에서 테스트한 것에 비해 60℃의 LIOF는 Li+이동의 저항이 줄어

들어서 전체적인 방전 과정 redox peak들이 좀 더 높은 전압으로 이동

하고, 더 고용량의 발현(423.5 mAh g-1, 845.1 Wh/kg)으로 인하여 전체

적인 반응 peak intensity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On-로 예상하는 

peak의 경우 peak intensity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응 전압

대는 약 3.4 V로 증가 한 것으로 보이며, 60℃에서 진행하였음에도 여전

히 산소의 환원 peak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전기화학적 데이터만으로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선 실험처럼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x-ray 기반의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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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1st cycle voltage profile of Li2FeO2F and Li3Fe2O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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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6. (a) Voltage profiles and (b) cycleability of LIOF and (c) 

differential capacity plot comparison for LITO 115(60℃), LIOF(30℃) 

and LIOF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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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반응 매커니즘 분석 

LITO 115와 마찬가지로 반응 매커니즘을 좀 더 확실히 분석하기 

위해 hard x-ray 기반의 XAS로 Fe K-edge를 soft x-ray 기반의 XAS

로 O K-edge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분석의 경우 좀 더 반

응 구간을 명확히 나누기 위해 hard XAS의 경우 2032 coin cell의 가운

데 구멍을 뚫어서 in situ로 셀을 돌리면서 XAS 스펙트럼을 모아서 분석

을 진행하였다. 앞선 LITO 115의 경우 고온에서 in situ XAS를 찍을 수 

없었지만, LIOF의 경우 약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성능 차이를 고려하더

라도 전기적 활성을 띄기 때문에 상온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 

Figure 17은 Fe K-edge에 대해서 in situ XAS를 진행한 결과를 철 

스펙트럼의 Main peak이 주되게 움직이는 구간과, 움직임이 거의 없거

나 천천히 일어나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도시한 결과이다. 초기 충

전 과정과 후기 방전 과정인 (b)와 (e)의 경우 철의 산화/환원이 두드러

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전압 부분인 (c)와 (d)의 경우 

스펙트럼이 거의 대부분 겹치는 걸로 보아 철의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main peak의 위치에 따른 

데이터를 실제 셀 데이터와 같이 겹쳐서 그려서 Figure 18에 도시하였

으며, 산화철 (Iron oxide, FeO)를 Fe2+와 암염 구조 레퍼런스로 사용하

여서, FeO와 LIOF의 Main peak 에너지와 산화수를 비례한다고 가정하

여(Linear Relationship) 완충(4.8 V), 완방(1.0 V)에서의 철의 산화수를 

계산하여서 Table 2에 정리하였다.  

우선 Figure 18서 볼 수 있듯이, 철의 산화/환원 과정을 좀 더 세분

하게 나누었을 시, 반응에 의한 산화수 변화속도가 구간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스펙트럼당 약 10분의 측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발현된 용량으로는 약 3~4 mAh g-1정도의 매우 적은 용량이기에, XAS

의 detect limit을 고려하여 오직 철만이 전기화학적 산화/환원을 한다고 

생각되는 구간의 전압 곡선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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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n situ XAS Fe K-edge spectra and (a) corresponding 

voltage profile. XAS spectra were divided into 4 sections, (b) major 

Fe oxidation, (c) negligible Fe oxidation, (d) negligible Fe reduction 

and (e) major F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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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Integrated voltage profile and main peak energy of in situ 

XAS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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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oxidation state and main peak energy for reference and 

calculated oxidation state of 4.8 V, 1.0 V samples from reference 

materials based on linear relationship 

Main Peak Energy (eV) Oxidation State 

7128.51 2+ 

7133.201 3+ 

7133.251 3.426+ (at 4.8 V) 

7132.001 2.744+ (at 1.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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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선 구간에서의 철의 main peak energy의 변화가 오직 철

만 반응할 때의 양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충전 구간에서는 전체적

으로 철의 산화 뿐만 아니라 산소의 산화 과정이 같이 일어날 것이라 예

측할 수 있다. 이는 방전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방전 첫 구간은 철과 산

소의 환원이 동시에, 점선 구간은 철의 환원만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예

측 할 수 있다. 저전압대에서는 오히려 철의 환원이 없는 구간이 발생하

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Li1.3Ni0.27Ta0.42O2에서도 똑같이 전이 금속의 환

원 없이 용량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94 아직 이에 대해서 밝혀

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구간에서 전해질의 분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soft/hard XAS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이기

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Table 2에서 스펙트럼의 main peak 에너지와 산화수가 직

선적인 관계(Linear relationship)을 가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한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LIOF는 완전히 Fe4+로 산화된다기보다 3+와 4+

가 섞여있는 상태로 산화되며, 이런 전기화학적 충전 과정에서 철의 우

선적인 산화보다는 철과 산소의 산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적인 Fe4+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던 황화물이나 산

화물들이 실제로는 Fe4+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황화물의 

경우 FeS2는 Fe4+/S2-의 형태가 아닌 Fe2+/ (S2)
2-의 형태임을 보고한 

Mossbauer 결과가 존재한다.95 산화물의 경우 기존의 Fe4+로 구성되어

있다 예상하였던 SrFeO3, La1-xSrxFeO3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산

화물들이 실제로는 철의 형태가 약간의 Fe4+와 대부분 Fe3+(d5)-L (L= 

Ligand hole, 격자 산소가 O2-가 아닌 O- 혹은 (O2)
2- 형태의 전자가 빠

진 hole이 존재하는 상태) 존재하는데96-97 그 이유를 Fe4+의 전자 배치

가 강한 Jahn-Teller distortion을 가지기 때문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4.8 V 까지 충전된 상태인 철의 산화수가 약 3.426+로 계산된 

것에 비해 1.0 V 까지 방전된 철의 산화수가 약 2.744+로 원 물질의 

산화수인 3+보다 낮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선 LITO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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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있었던 고전압에서의 산소의 방출이 LIOF에서도 존재하며, 이 과

정의 전하 보상(Charge compensation)을 하기 위해 철의 추가적인 환

원 과정이 발생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산소의 산화/환원과 방출에 관한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STXM)를 통한 

soft XAS O K-edge spectrum을 얻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STXM의 soft 

XAS 스펙트럼은 투과 (transmission) 시그널이라 앞선 TEY, FY 

detector보다 bulk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앞선 LITO 

115가 표면에서 oxygen loss가 주된 반응이었다면, oxygen redox의 경

우 bulk 반응이라는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bulk 시그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약 3.0 V 부근에서 발생하는 해당 peak이 정말 산소의 환원 peak 

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충전 전압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여 충/방전을 

진행하여 dQ/dV 그래프를 그린 것을 Figure 19에 도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충분히 낮은 전압대인 4.2 V 충/방전의 경우에도 방전 과정에서 산

소의 환원 peak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4.4, 4.6, 4.8 V에

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Peak의 위치가 다른 것은 충전 전압이 달라

짐에 따라 activation 정도가 달라지면서 바뀌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 situ 분석 

지점을 표시한 전압/용량 곡선 (Figure 20. (a))과 해당 지점들의 soft 

XAS O K-edge 스펙트럼을 도시한 그래프(Figure 20. (b))를 Figure 20

에 도시하였다. 각 지점들 색깔은 Figure 19의 전압/용량 곡선과, 

Figure 20. (b)의 스펙트럼 색깔과 일치한다. (ⅰ`)은 전기화학적 반응을 

진행하지 않은 LIOF, (ⅱ`)은 4.2 V 충전, (ⅲ`)은 4.2 V 충전 후 방전, 

(ⅳ`) 4.4 V 충전, (ⅴ`) 4.4 V 충전 후 방전, (ⅵ`) 4.6 V 충전, (ⅶ`) 4.6 

V 충전 후 방전한 LIOF 샘플에 해당한다. Figure 20. (b)의 경우 bare 

à 4.2 V 충전 à 방전의 과정이며, (c)는 4.4 V, (d)는 4.6 V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정리한 것인데, 특이한 점은 * 와 **로 표현된 두 peak이 

충전된 상태에서는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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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Differential capacity (dQ/dV) plot of different charging 

voltage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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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a) Voltage profile with ex situ analyses points, STXM 

soft XAS O K-edge spectra of (b) 4.2 V cutoff, (c) 4.4 V cutoff, (d) 

4.6 V cutoff and their discharging point after each charging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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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1. (a) STXM soft XAS O K-edge spectra and  

(b) corresponding analyses points combined voltage profile and (c) 

simplified cartoon for band structure of charged Li2-xFeO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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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F 1s XPS spectra of (a) bare electrode, (b) charged to 4.8 

V, (c) discharged to reaction starting point where the oxidation 

number doesn’t change and (d) discharge to 1.0 V. 

 

 

 

 

 

 

 



 

 60

 

 

 

 

 

 

 

 

 

 

 

Table 3. XPS peak area ratio between surface film (CEI and SEI) and 

innate fluorine source from electrode (binder and active material) 

Bare 0 

4.8 V 0.1846 

Reaction starting point 4.282 

1.0 V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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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 시그널의 경우 앞선 LITO 115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산

소에서 전자가 빠져서 hole이 생긴 상태 On-의 시그널이며, 앞선 LITO 

115의 FY 시그널에서 그리고 NaFeO2나 Li1.3Nb0.4Mn0.3O2의 FY, TEY 

시그널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hole이 생기는 부분은 표면 부분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72, 98  

** 시그널의 경우 역시 * 처럼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나

타났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Li2O2와 같은 peroxide 물질 

((O2)
2-)에서 σ* (O-O)로의 전이로 인한 시그널로 Li2O2 뿐만 아니라 

H2O2 및 다른 peroxide 결합을 가지는 화합물들도 위치는 다르지만 비

슷한 시그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2, 99 

이에 대해서 앞선 보고에서 기존의 FeS2같은 황화물들이 (S2)
2-와 같

은 일종의 이합체 (dimer) 형태가 존재하듯이 리튬 이온 전지 양극 소재

에 대해서도 산소의 산화가 발생할 시 (O2)
2-의 이합체 같은 형태로 존

재할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었다. 즉 이는 기존의 Li2O2와 같은 peroxide

와는 직접적으로는 다르지만 전기화학적으로 유도된 산소의 산화가 입자

의 내부에서는 peroxide-like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리튬이온전지 뿐만 아니라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만으로 전기화

학 반응을 하는 걸로 알려진 쏘듐 이온 전지 양극 소재인 

Na2/3Mg1/3Mn2/3O2에서도 이와 같은 peroxide-like 한 상태의 시그널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00 

즉 (O2)
2- 시그널인 ** 는 입자의 bulk 시그널이며 이는 방전을 진행

하였을 때, 가역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ⅱ`), (ⅳ`), (ⅵ`) 세 충전 상태의 샘플을 비교해보면, 4.2 à 4.4 à 

4.6 V로 충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oxygen hole의 시그널이 점점 낮아지

는 것으로 보아 표면에서 산소의 loss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8 V 진행하였을 때 시그널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보

기 위해 새로운 분석 지점들과 그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을 

Figure 21에 표시하였다. 새롭게 분석된 지점들은 각각 (ⅰ)은 bare, 

(ⅱ)는 4.2 V, (ⅲ)는 4.4 V, (ⅳ) 4.6 V, (ⅴ)는 4.8 V, (ⅵ) 첫 충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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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V, (ⅶ)는 2.0 V, (ⅷ)는 1.0 V 방전한 상태에 해당한다.  

앞선 Figure 19에서 방전 과정의 peak과 Figure 20에서의 가역적인 

스펙트럼을 통해 4.8 V에서 환원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peak이 산화된 

산소의 환원 peak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4.8 V까지 충전을 진행하였

을 때 *과 ** 시그널 둘다 거의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이는 

4.6에서 4.8 V로 충전이 진행될 때 심각한 산소 방출로 인하여 표면의 

hole 시그널 및 내부의 (O2)
2- 시그널이 무너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bulk의 산소 환원 peak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스

펙트럼에서 미약하게 (O2)
2- 시그널이 남아 있을 거라 예상 할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t2g, eg 오비탈에 대한 정확한 peak 위치 및 

intensity의 예측을 통해 peak을 deconvolution하거나 area 비율 등으

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런 peak의 위치 및 충/방전에 따른 이동을 정확히 예

측하기 힘들고, soft XAS의 경우 계속되는 x-ray의 재흡수 (continuum 

x-ray absorption)에 의해 background 시그널이 변형되고,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에 해당 과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Figure 21. (c)는 충전된 Li2-xFeO2F의 전자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과 **의 시그널로 볼 때 oxygen nonbonding 혹은 Li-O-Li 

bonding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철과 산소의 hybridization 된 오비탈들에 

비해 높은 에너지 준위(soft xas에서는 낮은 에너지)에 위치하게 되며, 

해당 오비탈에서 표면에 hole이 생긴 시그널이 나타나며, 이후 철의 3d 

오비탈과 산소의 2p 오비탈의 hybridization이 되어있는 t2g, eg 오비탈

의 사이에 peroxide like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표기하였다. 다만 

이 새로운 시그널이 peroxide한 상태의 새로운 생성인지 아니면 기존의 

철과 산소의 hybridization의 전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후 t1u, ag 오비탈들은 철의 4sp 오비탈과 

산소 2p 오비탈의 hybridization이 되어있는 구간으로 이 부분의 경우 

앞선 continuum x-ray absorption에 의한 백그라운드 시그널의 변화로 

인하여 넓고 broad한 시그널이 나타나서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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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부분 (철의 2+~4+ 산화수에서 항상 

unoccupied state)이기에 따로 논문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첫 방전 과정에서 철의 환원과정으로 용량이 발현된 이후 산화수가 

변하지 않지만 용량이 발현되는 구간의 정확한 매커니즘은 아직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기존의 양극 소재들의 작동 전

압보다 낮은 음극에 가까운 전압 구간이며, 해당 구간에서 전해질/염의 

분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Figure 22와 같이 XPS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는 전기화학반응을 처리하지 않은 bare상태의 전극, (b)는 4.8 

V 까지 충전한 전극, (c)는 전압이 움직이지 않는 구간의 시작점 (2.5 V), 

(d)는 구간의 끝 부분(1.0 V) 까지 반응을 진행한 전극을 회수하여 F 1s 

스펙트럼을 얻은 후 fitting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bare electrode의 경우 사용한 바인더 (PVDF)와 활물질의 2

개의 peak으로 fitting이 완료되었다. 이후 (b) 샘플의 경우 LiPF6 염의 

분해로 인하여 LixPFyOz 화합물과 LiF가 소량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해당 두 물질은 cathode electrolyte interphase (CEI)나 혹은 음극

의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 성분으로 많이 보고되는 물질들이

다. 이후 (C)의 전압대까지 방전하였을 때, 앞선 (b)샘플보다 표면 피막 

성분인 LiF가 매우 두껍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까지 방

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LiF가 매우 두껍게 생겨서 활물질이나 바인더와 

같은 다른 F를 포함하는 성분들의 peak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이는 (c)에서 (d)로 방전을 하는 구간에서 전해질/염의 분

해가 매우 크게 일어나며, 해당 구간의 용량 발현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해 반응이 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itting한 peak의 넓이 비

를 통하여 이를 객관화 시켰으며, 해당 수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해당 수치는 기존의 전극에 포함되는 바인더와 활물질의 peak 넓이를 

표면 피막 성분 (LixPFyOZ, LiF)들의 peak 넓이로 나눈 수치이며, 반응

이 진행될수록 이 수치는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지만 (c)에서 (d)로 넘

어가는 구간에서 4.282에서 12.76까지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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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간에 염의 분해 반응이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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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LiFeO2, Li1.15Fe0.7Ta0.15O2, Li2FeO2F의 비교 

Li2FeO2F의 전기화학적 성능 및 반응 매커니즘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철 기반의 암염 구조 물질들 과의 관계에 대해서

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LiFeO2 (LIO), 

Li1.15Fe0.7Ta0.15O2 (LITO), Li2FeO2F (LIOF)를 같은 볼 밀 과정을 (450 

rpm, 44 hr) 진행한 후 전기화학적 성능 및 GITT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비록 같은 볼 밀 공정을 진행하더라도 세 물질의 결정성이나 입자 크기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전기화학적 성능 비교 및 GITT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Figure 23. (a)는 같은 전류밀도, 전압구간에서 LIO, LITO, LIOF 세 

물질의 첫 번째 사이클의 전압-용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선은 기존

의 철의 산화/환원을 기반으로 계산된 이론 용량이며, ---선은 리튬 양 

만으로 계산된 이론 용량이다. LIO와 LITO의 경우 방전 용량이 충전 용

량보다 크게 나왔으며, LIO는 LITO와 LIOF와 다르게 이론 용량 대비 

매우 적은 양의 리튬만을 사용하였기에, 두 물질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수명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 물질 모두 방전 과정에서 격자 산

소의 환원으로 설명되었던 전압 곡선의 모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서 리튬이 과잉이거나 격자 내에 불소가 존재 해야지만 격자 

산소의 산화/환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LIO와 LITO의 경우 4.4 V 이상에서 전압이 아주 

빠르게 치솟는 반면, LIOF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빠르게 치솟지 않기 때

문에 충전 과정에서 고용량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Figure 24의 

GIT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IO와 LITO의 경우 충전 과정에서 상당히 

큰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고전압으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충전부 말단에서 LIO의 경우 약 1.131 V의 과전압이, LITO

의 경우 약 1.507 V의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IOF의 경우 전체적인 충전 과정에서 과전압이 심하지 않은 편이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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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말단에서도 약 0.283 V라는 앞선 두 물질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앞선 입자 크기 등의 불균형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격자 내

부에 불소가 들어가 있는 암염 구조 물질은 충전 과정에서 (특히 고전압

에서) 과전압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자 내부에서 리튬을 

빼내기 쉽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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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a) The 1st cycle voltage profile of LIO, LITO, LIOF, 

cycleability (b) at 1 ~ 4.8 V and (c) 1.5 ~ 4.8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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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GITT profile comparison between LIO, LIOF and L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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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결론 

 기존의 양이온부분의 산화수를 맞추어서 Li1+xM1-xO2를 만드는 방식

과 다르게 음이온 부분을 조정하여 Li1+xM1-xO2-2xF2x M3+를 유지하면서 

4+~6+등의 높은 산화수를 가지는 전이 금속 없이 리튬 과잉 암염 구

조 물질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고, Li2FeO2F와 Li3Fe2O4F를 볼 밀 합

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Li2FeO2F는 1.0 ~ 4.8 V 까지 10mA g-1 전기화학적 실험을 진행하

였을 때 Li3Fe2O4F보다 높은 용량을 발현하였으며, 30℃에서 350 mAh 

g-1, 750 Wh kg-1의 성능을 보였으며 60℃에서 423.5 mAh g-1, 845.1 

Wh kg-1의 성능을 보였다. 이는 충/방전 모든 과정에서 Fe 3+/4+의 이

론 용량인 222 mAh g-1을 뛰어넘는 용량이다. 

이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이 금속의 산화/환원 뿐만 아니라 격자 내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충/방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고, 앞선 

Li1.15Fe0.7Ta0.15O2와 여러 지점에 대해서 STXM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

록 첫 충전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산소 방출 (Oxygen loss)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방전 과정에서 격자 산소의 환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IO, LITO, LIOF를 같은 볼 밀/전기화학적 실험 조건을 통해 비

교하였을 때,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LIOF가 충/방전에서 상대적으로 과

전압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고용량을 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암염 구조 내에서 불소의 도핑이 고용량을 내게 하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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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찰 

   Fe3+기반의 리튬 과잉 암염 구조 양극 소재를 만드는데 있어 전이 

금속의 산화수를 조절하여 Li1+xFe1-2xTaxO2를 (x = 0.15, 0.2, 0.25), 격

자 산소를 불소로 치환하여 산화수를 조절하여 Li2FeO2F 

(Li4/3Fe2/3O4/3F2/3)를 합성하였다. 두 물질 모두 전기화학적 성능이 있음

을 확인하였고, 가격적으로 저렴한 철 기반이 양극 소재중에서 LiFePO4

가 아닌 새로운 양극 소재로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두 물질 모두 Fe3+/4+ 반응으로 예상되는 이론 용량을 뛰어넘는 고

용량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참여했음을 확인하

였다. 둘 다 충전 과정에서 격자 내 산소의 산화에 이어서 산소 방출 

(oxygen loss)가 발생하는 것을 스펙트럼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였지

만, 산화된 격자 산소의 환원 과정은 Li2FeO2F만 존재하였으며, 해당 반

응 영역을 dQ/dV 그래프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역적인 산소의 환원이 불소의 치환에 의한 영향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합성법, 입자 크기, 표면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화학 반응의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게 만든

다.  

  또한 LITO 115의 경우 고온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지만, 그렇다고 

리튬 과잉 암염 구조 물질 중 산화물이 산화불소물(Oxyfluoride)보다 전

기화학적 성능이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최근 볼 밀 합성된 

Li1.3Nb0.4Cr0.3O2
101와 솔-젤 (Sol-gel) 합성된 Li1.24Fe0.38Ti0.38O2

102의 경

우 상온에서 전기화학 성능을 시험하였음에도 고용량이 나오는 것을 보

았을 때, 입자를 고르게 나노 입자로 만드는 것이 성능을 발현하는 것에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소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고, 불소가 도핑/치환 

되었을 경우 충전에서 과전압이 줄어들어서 같은 전압 구간에 대해서 충

전이 높은 용량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Li2FeO2F와 Li3Fe2O4F의 첫 번째 전압-용량 곡선에서도 불소 함량이 

적은 Li3Fe2O4F가 충전 말단 고전압에서 전압이 빠르게 치솟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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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비록 세 물질의 결정성, defect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

이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Li2FeO2F와 Li1.15Fe0.7Ta0.15O2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같은 구조 내에서 불소 치환 시에 과전압이 줄어서 리튬의 이동이 용

이해진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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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ygen redox reactions of iron-

based Li-rich rocksalt cathode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ies 

Jungwoo Lim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novel iron(Fe3+)-based lithium-rich cation-

disordered rocksalt materials are reported. Firstly, Li1+xFe1-2xTaxO2 

(x= 0.15, 0.2 and 0.25) were synthesized. Li1.15Fe0.7Ta0.15O2 was 

tested as cathode materials and it shows 248.5 mAh g-1 of specific 

capacity at first cycle, 60℃. The second iron-based material is 

Li2FeO2F. The 1st discharging capacity of lithium iron oxyfluoride is 

350 mAh g-1 at 30℃ and 423.5 mAh g-1 at 60℃ 

   For both materials, they exceeds their theoretical capacity 

(calculated based on Fe 3+/4+ redox). To elucidate their redox 

mechanism, hard XAS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of Fe K-

edge and soft XAS of O K-edge were analyzed.  

For Li1.15Fe0.7Ta0.15O2, we found the evidence of oxidized oxygen 

On- in FY spectra of O K-edge. However full charge to 4.8 V makes 

severe oxygen loss. No reversible oxygen reduction was occur and 

iron is more reduced after 1st discharging, compared to bare 

state(Fe3+). 

In case of Li2FeO2F, although oxygen loss also exist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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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t discharging, there is an oxygen reduction peak at 

differential capacity plot. STXM O K-edge spectra reveals that 

partially reversible anionic redox exist in Li2FeO2F. There are two 

signs of oxygen redox in the spectra of Li2-xFeO2F, 

electrochemically induced oxygen hole signals and peroxide-like 

(O2)2- signals. Comparing with Li1.15Fe0.7Ta0.15O2, we can say that 

oxygen holes are created at the surface and peroxide-like dimer 

was formed in bulk signals. 

Furthermore, by comparison between LiFeO2, Li1.15Fe0.7Ta0.15O2 

and Li2FeO2F, the benign effect for lattice fluorine substitution was 

elucidated. The lattice fluorine reduces resistance at charging 

process which makes more facile delithiation compare to LiFeO2 and 

Li1.15Fe0.7Ta0.15O2. 

 

Keywords : lithium rich rocksalt, lithium iron tantalum oxide, lithium 

iron oxyfluoride, anionic redox, lithium 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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