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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실리콘 산화물 (SiOx, x ≈ 1)은 기존 흑연에 비해 높은 이론용량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재로써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이러한 큰 용량에도 불구하고 기존 흑연에 비해 낮은 

초기 충·방전 효율은 상용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 증기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를 통해 대량으로 마그네슘을 

도핑한 새로운 물질의 합성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마그네슘은 실리콘 

산화물과 반응해 실리콘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마그네슘실리케이트를 만들어 초기 충·방전 효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마그네슘 도핑 구성은 수명 특성과 전기전도성을 향상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전극부터 입자 내부까지의 다중 스케일 

분석을 통해 충·방전 시 일어나는 실리콘 산화물 입자 내부의 형태 

변화와 수명 특성과 연관이 있는지 통찰하였다. 마그네슘의 도핑 함량에 

따라 실리콘 도메인 크기가 초기 및 충·방전 후 상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를 통해 마그네슘이 8% 함유된 샘플에서 용량, 효율, 그리고 

수명 특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한 마그네슘실리케이트 상이 많은 충·방전을 거쳤을 때, 다른 상과 

균일하게 섞이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 결과로 실리콘 도메인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수명 특성이 다른 배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실리콘 산화물을 효율을 높이려 다른 금속을 첨가하여 

합금(alloy)을 만들 때, 적절한 조합이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 요 어 : 리튬이온 이차전지, 실리콘 산화물, 마그네슘실리케이트, 

초기효율,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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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리튬 이온 이차전지 (Lithium-ion secondary battery, LIB)는 

오늘날 휴대용 기기,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시 긴 주행 거리에 

대한 수요는 LIB의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loomberg NEF)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에 대한 시장 수요가 2030년에 1,748 GWh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1-4 기존 흑연 음극재의 이론용량은 약 

370mAh/g로 한계가 있으며 높은 에너지 밀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5-6 그렇기에 산업계와 학계 모두 실리콘, 산화 주석, 알루미늄 

및 Li4Ti5O12 (LTO)와 같은 우수한 이론 용량을 가진 물질들을 대체 

음극재로써 후보군에 올리고 있다.7-10 그러나 이러한 고용량 음극재의 

문제점은 여전히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낮은 초기 충방전 효율, 수명 

안정성, 대규모 합성의 어려움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11-12 

다양한 대체 가능한 음극재 중에서, 실리콘 기반 음극재는 무게 

대비 높은 이론 용량(Li3.75Si 기준 3,589mAh/g), 낮은 작동 전압 

대(Li/Li+ 대비 0.5 V 이하) 및 비용 경쟁력 때문에 차세대 LIB 

음극재로써 촉망받고 있는 물질이다.10, 13-14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LIB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있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야 

하는데, 실리콘 산화물(SiOx, x ≈ 1)을 포함한 실리콘 기반 음극재의 

대량 생산 방법은 기존에 보고됨으로써 수요에 부응하는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15-18 실리콘 음극재는 대량 생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 부피팽창이 300% 이상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 상용 배터리에서의 활용은 한정적이다.19-20 

실리콘 산화물은 실리콘보다 낮은 팽창률(160%)을 가지고 있어 

부피팽창에 있어서 실리콘보다 유리하지만, 비가역 합금의 생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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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낮은 초기 쿨롱 효율(Initial Coulombic Efficiency, ICE) 때문에 

쉽게 시장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21-23 첫 충전 때 생성되는 비가역성 

합금인 Li4SiO4 합금은 실리콘 산화물 내에 존재하는 SiO2와 충전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리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데, 전기화학적 충·방전 

방법으로는 다시 분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합금 생성으로 인한 

낮은 초기 효율(58%~)은 양극재로부터 오는 리튬을 소비시키기 때문에 

영구적인 용량 저하가 발생한다. 고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쿨롱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24  

본 연구는 초기 쿨롱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용량 합성 방법을 

적용하여 저렴한 마그네슘을 다양한 양으로 도핑하여 효율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그네슘과 SiO2와 

반응하면 마그네슘실리케이트 (MgySiOz y = 1 또는 2, z = 3 또는 4)과 

실리콘이 형성되는데, 이는 실리콘 산화물 내의 SiO2를 소비함으로써 

초기 충전 때 생성되는 비가역 합금의 생성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용량 합성 방법인 물리 증기 증착법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과 화학 증기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제트밀 

(Jet mill)을 통해 합성함으로써 시장수요에 걸맞는 합성방법을 

이용하였다. 합성된 입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ray 회절 

패턴(X-ray diffraction ,XRD), X-ray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

lectron Spectroscopy, XPS),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

croscopy, SEM) 및 (주사) 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X-ray 

에너지분산 분광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이용하여 입자 내부의 조성 및 형태를 결정지었다. 또한 충·방전 후 

입자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마그네슘 도핑에 따른 초기 쿨롱 효율 및 

수명 특성 등을 X-ray 및 전자현미경 기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입자 

내부의 형태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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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리튬이온이차전지 

 

2.1.1 시스템 

 

리튬이온이차전지(Lithium-ion secondary battery, LIB)는 1980년 

John Goodenough가 LiCoO2에 대한 특허를 내면서 LIB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일본의 Sony 사에 의해 LiCoO2와 

흑연(graphite)을 사용한 본격적인 LIB의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리튬 

금속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재료들에 의해 양극(cathode)과 음극(anode) 사이에 리튬이온이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양 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하전달 매개체로 

작동한다. 가장 핵심은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이 

가역적으로 이동하기 떄문에, 한번의 방전으로 수명이 끝나는 

일차전지와는 다르게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다.25 

 전형적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구성은 크게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극에는 도선과 리튬이온 저장 물질 사이의 전자전달을 쉽게 

해주는 집전체 (current collector)와 전극 소재와 전극의 전도성을 

높여주는 도전재 (conductor), 각 재료와 집전체 사이를 고정해주는 

접착제 (binder)의 혼함물인 슬러리 (slurry)를 바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전극은 폴리에틸렌 (PE) 또는 폴리프로필렌 (PP)와 같은 유기 

고분자로 이루어진 분리막 (separator) 전해질 속에 직접적인 접촉없이 

구성된다. 충전 과정은 층상구조로 이루어진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LiMOx, M = Co, Ni, Fe, Mn 등의 전이 금속)에 의해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리튬이 탈리(delithiation) 과정으로 전해질로 이동 후, 

음극재로 들어가는 삽리(lithiation) 과정을 통해 충전이 된다. 방전은 

충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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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가벼운 금속원소를 사용하고, 

환원전위가 약 -3.045V (vs. SHE)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게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다. 높은 에너지 밀도 덕분에 휴대용 기기에서 

많이 활용했으며, 최근에는 대형전지로써 활용을 위해 연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더 높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소재를 찾고 개발하고 있다. 

 

2.1.2 실리콘(Silicon)기반 음극소재 

 

1991년 Sony사에 의해 LiCoO2-흑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LIB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흑연 음극 소재는 높은 효율과 충·방전 

안정성 때문에 많은 LIB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극 소재이다.25 

하지만 최근 무게대비 높은 에너지밀도를 요구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기존 흑연을 대체하려는 소재연구가 진행중이다. 흑연은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을 1개만 수용할 수 있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은 흑연의 리튬이온과 반응식이다. 

 

Li+ + 6C + e- → LiC6 

 

대체 후보군으로는 알루미늄, 산화주석, 실리콘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물질은 기존 흑연의 삽리과정을 거쳐 층상구조 

사이에 리튬이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합금(alloy) 반응을 통해 

하나의 원 자당 리튬이온을 여러 개 수용할 수 있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여러 대체 후보군 중에서, 실리콘은 이론적으로 약 

3,589mAh/g의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 흑연 (372mAh/g)보다 약 

10배 정도의 용량이 크고, 다른 알루미늄(800mAh/g), 산화주석(782 

mAh/g)보다 월등히 높다. 실리콘-리튬 합금은 다양한 상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실리콘은 약 4개의 원자 당 15개의 

리튬이온과 반응할 수 있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26 

 



 

 ５ 

15Li+ + 4Si + 15e- → Li15Si4 

 

큰 용량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에서 실리콘 자체로는 흑연을 

완전하게 대체하진 않는다. 리튬이 실리콘과 합금반응시 부피가 최소 

300 %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극내에서의 부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큰 부피증감로 인한 실리콘 입자의 균열, 벌어진 틈새로 

고체-전해질 사이의 계면 막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의 

추가생성, 전극물질의 집전체로부터의 분리 등을 야기한다(그림 1). 

이와 같은 부작용은 전기적 연결 끊김으로 인한 전지용량의 감소, 

두꺼운 SEI로 인한 전기적 저항의 증가 등, 전체적인 전지 성능저하를 

일으킨다.27 

실리콘 입자의 충전 시 부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실리콘 산화물(SiOx)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리콘 산화물은 대개 실리콘과 산소의 몰비를 1:1에 근접하게 만들어 

전극 물질로 활용된다. 열역학적으로는 SiO의 상태는 불안정하여서, 

실제 입자 내부의 구성은 Si와 SiO2 (glass)의 혼합물로 존재하고, 이 

둘의 계면에 SiO, Si2O 등이 존재한다.28 

실리콘 산화물은 실리콘 대비 우수한 부피팽창률(<160 %)을 

가지고 있어 수명 안정성이 실리콘보다 월등히 높다.21 하지만 실리콘 

산화물은 비가역적인 합금을 생성하기도 한다. Si는 여전히 삽리와 

탈리과정이 가역적인 데 반해, SiO2는 리튬과 만나 Li4SiO4라는 합금이 

만들어진다. 

 

4Li+ + 2SiO2 + 4e- → Li4SiO4 + Si 

 

이 합금은 첫 충전 단계에서 대부분 생성이 되는데, 한번 생성이 

되면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SiO2로 되돌릴 수 없다(그림 2).24 

이러한 비가역성 합금의 생성은 ICE를 크게 떨어뜨리고, 이는 영구적인 

용량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용량개선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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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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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리콘 전극의 열화 메커니즘: (a) 입자 쪼개짐. (b) 연속적인 

SEI층의 성장. (c) 전극단위에서의 형태 및 부피변화로 인한 

집전체로부터의 입자 분리.27 

그림 2. Li4SiO4의충·방전 곡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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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기효율 향상방법 

 

2.2.1 Prelithiation 

 

실리콘 산화물의 초기효율을 향상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실제 양극과 음극을 구성한 완전 전지(full cell)를 

제작하기 전에 미리 리튬을 실리콘 산화물 입자에 넣는 방법이다.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전기화학적으로 삽리하는 방법이 지배적이다. 

보통의 전지와는 다르게 작업전극(Woking electrode)은 실리콘 산화물 

입자,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으로는 리튬금속을 위치시켜, 

전압을 가해주어 미리 Li4SiO4의 생성하여 실제 전지가 구동될 때는 더 

이상의 비가역성 합금의 생성을 막음으로써,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이다(그림 3). 다른 방법으로는 리튬금속 가루를 실리콘 산화물 

입자와 기계적으로 섞은 후에 전지를 구동하는 방법으로써, 추가적인 

리튬의 존재로 인해 양극재에서의 리튬 손실을 막는다.29-31 

하지만, prelithiation 방법은 추가적인 희생 리튬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리튬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량 

생산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특히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전지를 분해 후 전극 재조립하는 데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2.2.2 산소함량제어 

 

산소함량을 제어함으로써 초기효율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다. 통상 

실리콘 산화물을 구성할 때, 산소와 실리콘의 몰비를 1:1 근처로 

합성하지만, 때에 따라서 산소함량을 줄여 SiO2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산소함량을 낮추면 입자 내의 실리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곧 실리콘 산화물 입자 내의 실리콘 도메인(domain)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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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raphical illustration of prelithiation process of c-SiOx elec-

trod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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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방법은 Si 와 SiO2 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합성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 하지만 prelithiation 

방법보다 초기효율 향상에 있어서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산소함량이 낮아질수록 초기효율은 높아지지만, 실리콘 도메인의 

부피팽창으로 인한 입자의 균열이 발생하여 수명이 점점 안 좋아지는 

단점이 존재한다.15, 32-33 

 

2.2.3 금속도핑 

 

실리콘 기반 음극재의 큰 단점은 여전히 흑연보다 부피팽창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리콘 산화물은 부피팽창이 비교적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소함량을 높일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줄이면 

수명이 감소하는 상반된 관계에 있다. 실리콘 함량을 높임과 동시에 

수명 특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입자 자체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금속 도핑 방법은 실리콘 산화물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효율을 올림과 동시에 입자의 기계적 강도를 높여주어 

수명을 증가시킨다. 실리콘 산화물에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 입자를 

내부에 집어넣어 넣는 혼합(composite) 방식, 금속이 실리콘 산화물 

내의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금속 산화물을 생성함으로써 금속 산화물이 

가지는 기계적특성과 함께 가역성 실리콘 함량을 높여주는 합금방식이 

있다. 또는 금속을 실리콘 산화물 입자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금속들은 대부분 4주기 전이 금속 원소(Ti, Ni, Fe 등)를 

사용한다.34-36 

금속 도핑은 효율 개선, 금속원소의 첨가에 따른 전도성 증가,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오지만, 전이 

금속들은 실리콘보다 원자량이 높아 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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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마그네슘 도핑 

 

마그네슘은(Mg) 지각에서 8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약 2.5 %를 

차지하고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원소이다. 원자번호가 실리콘보다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실리콘보다 원자량이 작은 가벼운 금속원소이다.37 또한 

마그네슘 합금은 가볍지만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 항공기 등 다양한 재료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마그네슘 가격 또한 리튬보다 훨씬 저렴하여 

최근 실리콘 산화물에서 도핑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38 

가장 처음 마그네슘을 도핑 시도한 것은 2011년 WANG Jing 

그룹에서 실리콘 산화물 입자와 마그네슘 가루를 이용하여 합성한 

것이다.39 마그네슘이 실리콘산화물 입자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 MgO를 

생성함으로써, 실리콘의 비중을 높여 초기효율 76 %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반응 생성물인 MgO 및 반응의 부생성물인 

마그네슘실리케이트(MgSiO3, Mg2SiO4)이 전기화학적 비으로 비활성인 

것을 확인했다. Prelithiation 방법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산화물의 

비가역 합금의 반응물인 SiO2를 줄여줌으로써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합금을 만들어 초기향상에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MgO 입자를 Si, SiO 

입자와 혼합하여 1,100°C로 어닐링(annealing) 과정을 거쳐 초 

입자(super particle)를 만들어 각 어닐링 온도에 따른 상(phase)의 

종류에 따라 초기효율, 수명 특성 비교했다.40 

마그네슘과 SiO2와 반응하여 생긴 MgSiO3나 Mg2SiO4는 또한 

Prelithiaiton으로 생성한 Li4SiO4와 비교했을 때 기계적 강도의 장점이 

있다. 마그네슘실리케이트의 영률(Young’s modulus)은 약 

107.63에서 147.63 GPa 을 가지며, 이는 무정형 SiO2 (약 75 GPa), 

Li4SiO4(약 90 GPa)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리콘 산화물 

부피팽창에 있어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41-43 그리고 이미 

마그네슘을 통한 실리콘 산화물 전극 소재의 대량 생산 방법도 많이 

알려져, 대량 생산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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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방법 

 

3.1 합성 및 특성분석 

 

3.1.1 합성방법 

 

입자들은 ㈜대주전자재료로부터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각 샘플들은 

모두 열 증착 방법으로 제작했다. 간단한 도식은 그림 4에 나타냈다. 

대비군 샘플은 Si와 SiO2 가루를 1:1 몰비로 혼합해주어 만들었다. 

마그네슘이 포함된 샘플의 경우, Si와 SiO2가 혼합된 곳에, 마그네슘을 

각각 다른 질량으로 첨가하여 합성했다. 열 증착 과정은 약 1 torr의 

감압상태, 1,400°C의 온도에서 진행했다. 모든 전구체 물질을 기화시

킨 후 타겟부의 온도를 약 1,000°C로 맞춰 식힘으로써 (마그네슘) 

실리콘 산화물 덩어리를 얻었다. 이 덩어리는 제트밀(jetmill)을 통해 

입자를 마이크로단위로 잘게 분쇄하였다. 전기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0°C Ar-CH4 환경하에 CVD를 통해 입자 표면에 탄소 코팅을 

진행하였다. 

 

3.1.2 물질함량 분석 

 

합성된 입자는 ICP-AES를 통해 Mg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고 탄소, 

산소는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를 통해 탄소와 산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고, 나머지를 실리콘으로 계산했다. 합성된 입자의 Mg은 

각각 8 wt%, 13 wt% 이며, 각각 Mg8-SiOx/C, Mg13-SiOx/C로 명명

하며, 마그네슘이 포함하지 않은 대조군은 SiOx/C로 명명한다. 각 자

세한 원소 함량비는 표 1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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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그네슘 도핑 된 SiOx/C의 원소 함량 분석 

Method ICP-AES Elemental Analyser Remain 

Elements Mg O C Si 

Mg8-

SiOx/C 
7.9 wt% 30.5 wt% 4.8 wt% 56.8 wt% 

Mg13-

SiOx/C 
12.8 wt% 29.2 wt% 4.7 wt% 53.3 wt% 

그림 4. (Mg-)SiOx/C 재료의 합성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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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X-ray 분석 

입자의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 3D XRS 빔라

인에서 1.2400 Å의 파장을 이용하여 파우더 XRD 분석을 진행했다. 

편의상 2-theta(θ) 값은 Cu Kα1 파장의 축적으로 변환하여 나타내

었다. 합성된 입자 내부의 산화도를 분석하기 위해 XPS 측정을 수행

했다. 표면이 탄소 코팅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XPS 체임버에 넣기 

전 Ion-milling 시스템으로 탄소막을 제거함과 동시에 입자의 표면을 

갈아내어 내부가 드러나도록 했다. 이온-절단 시스템은 Hithachi 

IM4000 모델을 사용했으며, 40 kV 가속전압에서 약 5분동안 milling

을 진행하였다. XPS는 SIGMA PROBE (ThermoFisher Scientific) 장

비를 사용했으며, 여기 에너지는 Al Kα 목표 소스 약 1486 eV를 사

용했다. 측정하기 전, 공기 노출로 인한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

해 Ar 스퍼터 건을 이용하여 산화막을 제거한 후 측정을 진행했다. 

XPS 데이터는 탄소-탄소 결합을 284.5 eV로 교정했다. 

 

3.1.4 전자현미경 분석 

 

합성된 입자의 크기 및 원소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SEM을 이용했

다.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EM)인 

MIRA3(TESCAN) 장비를 이용하여 15 kV의 가속전압을 이용하여 

입자의 이미지를 얻어냈다. 해당 입자의 이미지 내의 실리콘, 산소, 마

그네슘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EDS(EDAX)를 이용하여 원소별 맵핑

을 진행했다. 또한 탄소 코팅 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EM-

2100F(JEOL)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200 kV에서 표면의 탄소 코팅 

막을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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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화학분석 

 

3.2.1 코인셀 반쪽전지 제작 

 

실리콘산화물 슬러리는 활물질인 실리콘산화물 입자, 도전재로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 carbon nanotube) 및 접착제(poly acrylic 

acid)를 사용하여 각 8:1:1의 질량비로 믹서 컨테이너에 혼합했다. 믹서

에 돌리기전, 각 재료의 혼합 및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초순수를 5번에 

걸쳐 투입함으로써 혼합했다. 만들어진 슬러리는 구리포일위에 얇게 도

포하여 컨벡션 오븐에 80°C 로 약 12시간 건조시켰다. 건조후 전극은 

롤프레스를 이용해 압착을 진행하여 전극의 접촉을 더 좋게 했다. 만들

어진 전극의 두께는 약 15μm, 밀도는 2 mg/cm2이었다. 

전기화학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CR2032 규격의 코인 셀을 만들었

다. 전지 제작은 모두 산소 및 수분이 엄격히 제어된 글러브 박스 안에

서 진행했다. 작동전극은 지름이 12mm인 원형 펀치로 구멍을 뚫었고, 

상대 전극으로 리튬금속 포일을 약 지름이 15mm인 원형 펀치로 구멍을 

뚫었다. 분리막은 Celgard의 2320 분리막을 사용했으며 재질은 

PE/PP/PE 삼중겹이다. 전해질은 LiPF6 염을 ethylene carbonate (EC) 

와 dimethyl carbornate (DMC)를 1:1 부피 비로 혼합한 용액에 녹인 

것을 사용했다. 첨가제로 flouro ethylene carbonate (FEC), vinylene 

carbonate(VC)를 각각 10 wt%, 1 wt%를 전해질에 첨가했다. 전해질은 

약 200 μL로 충분히 넣었다. 전지를 조립하고 30시간을 상온에 두어 

전해질이 충분히 전극에 스며들도록 했다. 

 

3.2.2 전기화학 테스트 

 

충·방전 테스트는 충·방전 테스트기(WBCS3000L, Wonatech)를 

25°C 에서 전류밀도 145μA/g (약 1/10 C 속도) 로 실행되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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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범위는 0.005 V에서 1.5 V사이로 설정했다. 완전한 충전을 위해 

0.005 V에서 약 1/200 C 속도로 감소할 때까지 유지했다. 전기화학 임

피던스 분광법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는 전

지를 만든 직후 25°C에서 충·방전기(AUTOLAB)을 이용하여 

0.1Hz~100kHz 범위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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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충·방전 후 특성분석 

 

3.3.1 코인셀 분해 및 전극 획득 

 

각 샘플별 1회 충전과 방전 및 100회 방전 후 글러브 박스 안에서 

코인 셀 분해기로 전지를 열어 전극을 따로 분리했다. DMC 용액으로 약 

3회 정도 씻은 뒤 진공에서 약 3시간 정도 건조해 각 용도에 맞는 분석

을 진행했다. 

 

3.3.2 X-ray 분석 

 

건조된전극을 일정부분 잘라내어 공기노출을 막아주는 돔(Dome) 

홀더를 이용하여 충방전시 구조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XRD (D8 Ad-

vance, BRUKER)를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Cu Kα1 소스를 사용하여 

20-50도 범위에 1회 충·방전, 100회 방전 상을 측정하였다.  

입자 내부의 균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100회 방전한 입자를 X-

ray 단층촬영을 진행했다. 전극을 면도날로 긁어 입자를 획득한 뒤, 에

탄올을 사용하여 폴리이미드 모세관에 입자를 넣었다. 넣은 입자는 포항

가속기연구소 7C XNI 빔라인에 가져가 약 6 keV의 에너지로 1°씩 총 

180°를 회전하여 이미지를 획득, 컴퓨터로 재구성을 통하여 입자 내부

를 비파괴분석을 진행했다. 

 

3.3.3 전자현미경 분석 

 

100회 방전후의 전극의 두께 증가를 관찰하기 위해 면도날로 자른

뒤 자른 단면을 이용하여 단면관찰용 SEM stub에 부착하여 FE-

SEM(S4300, Hitachi)를 이용하여 단면분석을 진행하였다. 

입자 내부의 구조 및 원소 분포, 조성분석을 위해 Helios G4 (F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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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집속장치 (Focused ion beam, FIB)를 이용하여 초기 상태, 1회 

충·방전, 100회 방전한 전극을 약 50 nm의 두께로 milling 하여 TEM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구면수차 보정 (Cs-corrected) 투

과주사전자현미경 ARM-200F (JEOL)을 이용하여 bright field(TEM-

BF), selected area diffraction (SAED) 및 high angle annular dark 

field(HAADF)에 대한 이미지를 각각 얻었다. 추가로 EDS 및 전자에너

지손실분광법(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 EELS)를 통하여 원

소의 조성, 분포 및 산화수 분석을 진행하였다. EDS 원소 맵핑 이미지는 

각 상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tlab을 이용, Cliff-Lorimer 

인자를 이용해 후처리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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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입자특성분석 

 

4.1.1 겉보기 특징 및 구조분석 

 

PVD, CVD, 제트밀로 만든 각 샘플의 형태와 크기 분포는 SEM을 

통해 확인 수 있었다. 그림 5. a-c는 각 입자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입자의 크기를 측정해본 결과 세 샘플 모두 약 평균 5-8 μm의 입자 

크기 분포를 보였다 (그림 5. d-f). 그림 6. a-b는 EDS 원소 맵핑 이

미지를 보여준다. 원소 분포를 확인한 결과 Mg가 도핑된 샘플에서는 

비교적 입자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탄소코팅층 또한 

TEM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코팅층은 약 100 nm 정도 형성한 것을 보

이고 있으며, 얇은 막이 구겨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 있는 것을 확인했

다 (그림 6. c). 

각 합성된 SiOx/C, Mg8-SiOx/C, Mg13-SiOx/C 샘플의 내부 상 구

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한 XRD 결과가 그림 7에 표시했다. 공통으

로 비정질(amorphous) SiO2 (a-SiO2)는 약 20°- 40°의 2θ 범위

에 넓게 피크가 자리하고, 결정질(crystalline) Si (c-Si) (ICDD#00-

005-0565)는 28°(Si (111)) 와 45 °(Si (220))에 피크가 나타났

다. 추가로, Mg를 도핑한 샘플의 경우 기존 SiOx/C 보다 결정질의 Si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비정질 SiO2는 줄어드는 경향을 볼수 있다. Mg8-

SiOx/C는 SiOx/C보다 결정질 Si의 피크의 세기가 증가했지만 반대로 

비정질 SiO2의 세기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Mg13-SiOx/C의 경

우 비정질 SiO2 부분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세 샘플 중 가장 큰 세기의 

결정질 Si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Si (220) 피크를 기준으

로 full width at half maximum(FWHM) 값은 SiOx/C 샘플이 가장 큰 

약 2.53의 값을 가지며 Mg8- SiOx/C(약 1.11), M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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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Ox/C, Mg8-SiOx/C 및 Mg13-SiOx/C의 (a), (b), (c) SEM 

이미지 및 (d), (e), (f) 입자 크기 분포도. SEM 이미지의 척도는 10 

μm 이다. 

그림 5. (a) SiOx/C, and (b) Mg-SiOx/C의 EDS 원소 분포 이미지. (c) 

표면 탄소코팅층의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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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x/C(약 0.68) 순으로 Mg 도핑 함량이 높아질수록 FWHM 값이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FWHM 값을 가지고 Scherrer 방정

식을 통해 입자 내의 결정질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45 입자 내의 결정

질 Si 크기는 SiOx/C, Mg8-SiOx/C, Mg13-SiOx/C 세 샘플이 각각 3.4 

nm, 7.8 nm, 12.3 nm인 것으로 확인됐다. Mg을 도핑함으로써 입자 내의 

결정질 Si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g 도핑한 샘

플의 경우 마그네슘실리케이트 상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g8-SiOx/C 샘플의 경우 MgSiO3 (Orthoenstatite, ICDD#00-019-

0768)의 패턴이 31°과 35°에서 나타났다. Mg13-SiOx/C은 MgSiO3

와 더불어서 Mg2SiO4(Forsterite, ICDD #00-034-0189)의 패턴이 나

타났는데, 이는 화학량론과 열역학적으로 Mg양이 증가할수록 Forster-

ite로의 생성이 우세하기 때문이다.46 XRD를 통해서 Mg가 SiO2를 Si로 

환원시켜 마그네슘실리케이트의 생성으로 입자 내부의 여러 상이 존재하

는 것을 확인했다. 

 

4.1.2 XPS 결과 

 

Mg 도핑에 따른 입자 내부의 산화수를 분석하기 위해 Si 2p XPS 

분석을 진행했다(그림 8). Si0 (분홍색 영역)은 98-99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으로 분리했으며, Si1+(초록색 영역), Si2+(노란색 영역) 

Si3+(남색 영역) 그리고 Si4+(갈색영역)은 101 eV 부터 1 eV 의 간격

을 두고 분리했다. 자세한 각 샘플별 산화수 영역 넓이 비율은 표 2에 

표시했다. Si0의 피크는 Mg 함량이 증가함으로써 세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XRD의 경향성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SiOx/C의 

경우 SiO2의 Si4+ 상태보다 Si1+, 2+, 3+ 의 상태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Si와 SiO2 사이의 경계면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Si와 SiO2가 균일하게 구성되어있는 것을 암시

한다. 반면 Mg가 도핑된 샘플의 경우 Si3+ 및 Si4+에서 강한 세기를 

나타내고 Si1+, Si2+는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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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SiOx/C, (b) Mg8-SiOx/C 및 (c) Mg13-SiOx/C의 XRD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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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iOx/C보다 명확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SiO2 부분이 

기존 SiOx/C보다 명확하게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SiOx/C보다 Si3+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iOx가 MgySiOz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Mg의 전기음성도에 Si가 영향

을 받아 똑같은 Si4+ 상태이더라도 결합에너지는 다르기 때문이다.47-49 

XRD와 XPS 결과를 토대로 고온에서 합성하는 동안 Mg(0)은 실리콘 

산화물과 산화반응을 통해 MgySiOz (2+)가 생성되고 SiO2는 Si로 환원

되어 비가역적인 부분이 제거됨으로써 초기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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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ce state Si0 Si1+ Si2+ Si3+ Si4+ 

SiOx/C 11.00 % 26.28 % 29.44 % 25.94 % 7.35 % 

Mg8-SiOx/C 18.93 % 7.63 % 10.61 % 38.58 % 24.25 % 

Mg13-SiOx/C 23.96 % 2.95 % 18.08 % 37.06 % 17.95 % 

표 2. SiOx/C, Mg8-SiOx/C, Mg13-SiOx/C의 XPS 디컨볼루션 한 넓이 

비율비교 

그림 8. SiOx/C, Mg8-SiOx/C 및 Mg13-SiOx/C의 XP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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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기화학분석 

 

4.2.1 전지성능 평가 

 

그림 9. (a)는 첫 번째 및 50번째 충전(삽리)·방전(탈리) 과정의 

용량-전압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첫 충전 과정에서 각 샘플의 용량

은 SiOx/C는 1831.2 mAh/g, Mg8-SiOx/C는 1644.7 mAh/g, 그리고 

Mg13-SiOx/C는 1282.6 mAh/g의 값을 가지며 이는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인 MgySiOz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용량감소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다. 첫 방전용량은 SiOx/C, Mg8-SiOx/C, Mg13-SiOx/C가 

각각 1332.5 mA/g, 1286.4 mAh/g, and 1089.7 mAh/g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대한 초기효율은 각 74.8 %, 79.9 %, 및 87.4 % 로 계산되었

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을수록 초기효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

데, 이는 앞서 기술한 XRD와 XPS에서의 결과에서 보듯이 Mg가 실리

콘 산화물을 실리콘으로 환원시켜 전기화학적 비활성 합금인 Li4SiO4의 

생성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Mg를 도핑함으로써 초기 효

율뿐만 아니라 수명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Mg8-SiOx/C에서 

가장 좋은 용량 보존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효율과 50회 방

전용량의 비교를 그림 9. (b)에, 100회 충·방전 동안의 효율과 용량을 

그림 9. (c)에 나타냈다. Mg13-SiOx/C의 경우 효율이 가장 높았지만, 

용량 보존율은 세 샘플중 가장 낮은 70 %를 보여줬다. 충·방전 효율

의 경우 Mg8-SiOx/C는 99% 이상의 꾸준한 수치를 보여줬지만, 

Mg13-SiOx/C의 경우 97 %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Mg13-

SiOx/C에서 용량 저하가 일어나는 원인은 충·방전 후 분석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9. (d)에 있는 전압 대비 dQ/dV 그래프는 첫 충·방전 특징을 

나타내준다. 첫 삽리 전압은 세 샘플 모두 0.1 V (vs. Li/Li+)에서 일어

나는 것을 확인했다. 미약하게 Mg 도핑 함량이 증가할수록, 삽리 전압

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보여줬다. 방전 과정(그림 9. (d)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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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첫 번째와 50번째의 충·방전 곡선. 내부 삽입된 그림은 

첫번째 충전의 0부터 200mAh/g까지의 용량 범위를 확대표시한 것. (b) 

각 샘플의 초기 효율 (검은 점)과 50번째 방전상의 수명 보존률(빨간 

점) (c) 100회 충·방전동안의 용량 및 효율 곡선. (d) 첫 

충·방전에서의 dQ/dV 도식. (e) 초기 상태의 Nyquist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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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표)은 입자 내부의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 0.27 V

에 있는 1번 피크 위치는 Li3.5Si가 Li2.0Si로 탈리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충전사에 비정질 SiO가 방전이 될 때 나타나는 반응 전압이다. 0.45 V 

부근의 2번 피크위치는 Li2.0Si에서 비정질 Si로 탈리되는 과정이거나 

순수한 결정질 Si로부터 충전된 Li3.75Si가 바로 비정질 Si로 탈리되는 

전압 대이다.50-52 이 반응들에 해당하는 전압을 비추어 보았을 때, 

SiOx/C는 1번과 2번 피크의 모양은 전형적인 비정질 SiO 전극에서 볼 

수 있는 프로파일이다.51 반대로 Mg13-SiOx/C는 2번 피크의 세기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됐고, 1번 피크는 반대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Li3.75Si에서 비정질 Si로 가는 전형적인 순수 실리

콘 전극의 특성과 연결 지을 수 있었다. Mg8-SiOx/C는 1번 피크 기준

으로 SiOx/C보단 낮지만, Mg13-SiOx/C보다 세기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입자 내의 비정질 SiO가 여전히 반응에 참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번 피크를 기준으로 SiOx/C보다 세기가 세

므로 역시 순수 실리콘으로부터의 삽리 반응이 SiOx/C보다 더 많이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리해보면 마그네슘 도핑 함량

에 따라 비정질 SiO의 반응보다 순수 결정질 실리콘으로부터의 반응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XRD와 XPS로부터 

얻은 결정질 실리콘 함량이 Mg 도핑 함량과 함께 증가하고, 실제로 해

당 부분의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IS 데이터(그림 9. e)에서 마그네슘 도핑한 Mg8-SiOx/C 샘플이 

SiOx/C보다 저항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Mg8-SiOx/C가 세 샘플 

중 가장 낮은 전하이동 저항과 전기적 저항이 가장 낮은 각 110 Ω과 

2.99 Ω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기적 저항성이 큰 

SiO2가 저항이 낮은 Si로 바뀌면서 저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 Mg13-SiOx/C의 경우, 가장 많은 결정질 Si가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g8-SiOx/C 보다 오히려 저항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 상의 분포와 구성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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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도핑에 따른 이론용량 

 

Mg 도핑에 따른 이론용량과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한 화학반

응식 모델을 설정하여 계산해보았다. 우리는 앞서 XRD와 XPS의 결과

를 토대로 마그네슘이 도핑할 때 실리콘 산화물과 반응하면서 MgySiOz

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전기화학적으로 삽리 및 탈리 과정

에서 Li에 대해 반응성을 보이지 않는 비활성인 합금인 것까지 확인했

다. 다음 반응식은 그림 10에 사용된 모델로써, 본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Si ↔ Li3.75Si                                               (1) 

15.25Li + 4SiO(2Si + 2SiO2) → 3Li3.75Si + Li4SiO4         (2) 

Mg + 3SiOx → MgSiO3 + 2SiO3(x-1)/2   (x ≥ 1)            (3) 

Mg + 3SiO → MgSiO3 + 2Si                                (4) 

Mg 10 mol% → Mg 5.8 wt% in SiO                          (5) 

 

우선, 순수한 Si는 전기화학적으로 매우 가역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Si의 충·방전 용량은 Li3.75Si 기준 3589 mAh/g이다(식 1). SiO의 반

응식은 가역 부분인 LixSi와 비가역 부분인 Li4SiO4로의 생성반응을 식

2에 기술했다. 식 1과 2에 기반하여 SiOx의 산소함량을 x로 놓고, 산

소함량에 따른 충·방전 용량과 초기효율을 그림 10. (a)에 계산했다. 

산소함량, 즉 x 값이 낮아짐에 따라 초기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x=1일 때 효율은 73.7 %로 나타났다. 식 3은 x는 1 이

상일 때 Mg가 SiO와 반응하여 MgSiO3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넣었고, 

식 4는 x=1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반응식이다. 식 1, 2, 4를 종합하여 

Mg의 질량 백분율에 따라 충·방전 용량과 초기효율을 그림 10. (b) 

에 나타냈다. MgSiO3가 모든 Mg도핑된 샘플에서 관찰됐기 때문에 

MgSiO3의 기준으로 식을 전개했다. 표 3는 Fgirue 10. (b)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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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st Charging Q 

(mAh/g) 

1st Discharging Q 

(mAh/g) 
ICE (%) 

Theo-

retical 

Experi-

ment 

Theo-

retical 

Experi-

ment 

Theo-

retical 

Experi-

ment 

SiOx/C 2322.1 2001.9 1713.1 1483.7 73.7 74.8 

Mg@SiOx8%/C 1788.9 1792.3 1493.3 1431.9 83.5 79.9 

Mg@SiOx13 %/C 1455.6 1384.8 1355.9 1210.5 93.2 87.4 

표 3. 첫 충·방전 용량과 초기효율의 이론 값 및 실험 값 

그림 10. (a) 0부터 2사이의 x 값의 범위내의 계산된 SiOx 물질의 첫 

충·방전 용량과 초기효율. (b) 마그네슘 도핑 된 SiOx/C의 계산된 첫 

충·방전 용량과 초기 효율. 마그네슘 0wt%에서의 SiOx/C의 x값은 

1로 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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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실험에서 얻은 용량을 정리한 표이다. 실험값을 더 엄밀하게 하

려고 도전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제거했다. 충전 시 도전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은 전체용량의 약 25.9 %, 방전 시에는 8.6 % 정도 

차지한다. 5번 식을 토대로, Mg8-SiOx/C의 x값은 약 0.63, Mg13-

SiOx/C는 약 0.26으로 실리콘 산화물 부분의 산소함량이 Mg 도핑 함

량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수치는 기존에 보고됐던 산소함량만 조절했을 때 가장 충·방전 

성능이 우수했던 x = 0.81보다 훨씬 더 실리콘 함량이 높아 초기효율

이 개선될 뿐더러, 용량 보존율도 우수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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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재열화분석 

 

4.3.1 전극두께 및 구조변화 분석 

 

SiOx에서 용량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은 충전 중에 LixSi 도메인이 

이웃한 도메인과 뭉쳐 한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부피보다 더 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51 Mg도핑하면, SiO2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MgySiOz가 

LixSi 도메인의 뭉치는 현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Mg 

도핑된 샘플이 도핑 안된 SiOx/C샘플 보다 초기효율에서의 장점 외에

도 용량 보존률을 향상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Mg8-

SiOx/C는 세 가지 샘플 중 가장 높은 사이클 수명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Mg 농도에 따라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13 wt% Mg는 수명특성

이 오히려 감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원자 

수준, 하위 입자부터 전극 수준까지의 다중스케일의 SEM, XRD, X선 단

층 촬영 및 STEM-EDS에 의해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비가역적 부피팽창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00회 

방전한 전극 단면의 SEM을 분석해보았다(그림 11. a-f). 전극 범위에

서 비가역적 부피팽창은 Si 전극의 입자 균열과 합금 재료의 열화의 간

접적인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53 100회 사이클 Mg8-SiOx/C의 부

피 팽창은 22 %로 미미하고 Mg13-SiOx/C와 SiOx/C는 각각 72 %와 

24 %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1. b, d, f). MgSiO3는 Mg 도핑하지 않

은 SiOx/C샘플에 비해 실리콘 함량이 더 높지만 부피변화를 제어·완

충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다. 그러나 Mg13-SiOx/C의 경우 비활

성 완충 역할을 예상하는 MgySiOz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피팽창

을 보여주었다. 이는 초기와 상태의 합금 구성이 수명의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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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c), (e) 초기 샘플 및 (b), (d), (f) 100번째 방전후의 

전극 단면 SEM이미지, 척도는 15 μm. (a), (b) SiOx/C (c), (d) Mg8-

SiOx/C. (e), (f) Mg13-SiOx/C. 첫 충전(빨간선), 첫 방전(초록선) 및 

100번째 방전(파란선)의 (g) Mg8-SiOx/C 및 (h) Mg13-SiOx/C 의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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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규모의 결정성과 이질성은 세 샘플의 수명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Mg8-SiOx/C와 Mg13-SiOx/C에 대해 1차 충전, 방전 및 

100차 방전 상태(그림 11. g-h)를 Ar 환경하에 XRD 분석을 수행했

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산화물 전극의 경우 첫 번째 충전 직후에 결정

형 Si가 모두 비정형으로 변한다.54 Mg8-SiOx/C의 경우, 결정형 Si에

서 Li15Si4까지 삽리로 인한 첫 번째 충전 후 결정형 Si 피크가 사라지

고 Li15Si4가 나타났다.54-56 삽리 과정에서 MgSiO3은 상변환을 거치며 

결정성이 감소한다. 첫 번째 방전 후, XRD는 활성 도메인과 비활성 도

메인이 모두 비정형이 되었기에 이후에 나타내는 특징적인 상 정보는 

감지할 수 없었다. 이는 리튬이온이 확산될 때 나노 단위에서 활성 및 

비활성 도메인의 분포가 균일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노스

케일 리튬 클러스터가 비활성 MgSiO3 나노 도메인에 의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는 이 프로세스가 최대 용량 보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MgSiO3는 SiO2보다 기계적 강도와 전도성이 

높으므로 MgSiO3와 Si 도메인을 균일하게 연결하는 것이 수명 증가와 

리튬 수송 능력의 핵심이다.41, 43, 51, 57-58 이 균일화 과정은 충·방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100번째 방전에서도 다른 결정 패턴은 검

출되지 않았다(그림 11. g). 이 결과는 초기 방전 후 Mg8-SiOx/C가 

사이클 도중에도 특징적인 재결정과정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Mg13-SiOx/C(그림 11.h)는 Mg8-SiOx/C와 마찬가지로 Si

와 MgSiO3의 결정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Mg2SiO4의 결정성은 첫 번째 

충전 후에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Mg2SiO4의 피크 너비가 더 

넓어졌는데, 이는 결정성이 어느 정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 방전 중엔 리튬이 입자에서 빠져나갈 때 Mg2SiO4의 결정성이 추가

로 파괴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실리콘 도메인으로의 삽리와 탈리가 매

우 역동적이고 주변 물질의 변형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상 깊은 점은 Mg2SiO4 결정성은 용량이 초기 방전용량의 38.6 %인 

100번째 방전에서 강화되었다. 우리는 재구성된 결정질 Mg2SiO4가 다

시 Si 도메인에서 상 분리되어 열역학적으로 유리하다고 추론한다. 



 

 ３４ 

XRD로부터, SiOx 바탕에서 MgySiOz의 비활성 합금도 사이클 도중 구

조가 변할 수 있으며, SiOx의 용량 보존의 중요한 요소인 Si 활성 도메

인의 응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추가적

인 입자 내부의 이미지 및 원소 분포 분석이 필요하다. 

 

4.3.2 입자내부의 열화분석 

 

입자의 열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기 및 100회 방전상태의 X-

ray 단층 이미지 촬영한 것을 그림 12에 나타냈다. 세 샘플 모두 입자 

내부는 초기 상태에선 기공과 같은 별다른 구조적 특징 없이 입자를 형

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100회 방전 시에는 각 열화 정도에 따라 입자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균열이 적었던 것은 Mg8-SiOx/C

였으며, 세 샘플 중 가장 열화가 적었던 곳에서 균열도 적게 나타났다

(그림 12. e). SiOx/C 샘플의 경우 초기 상태(그림 12. a)에선 기공이 

보이지 않았던 것에 반해, 100번째 방전상태(그림 12. d)에선 내부에 

기공이 관찰되었다. 표면은 매우 거칠어졌으며, 이는 충·방전 시 부피 

변화로 인한 입자 표면의 균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Mg13-SiOx/C는 

세 샘플 중 가장 수명 보존율이 낮았던 것이 가장 입자의 열화가 많이 

진행됐다. 내부의 기공뿐만 아니라 입자의 표면과 내부가 분리되는 모

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집전체와 입자 사이의 전기적 결합이 끊겨 더는 

리튬 저장 능력을 잃게 된다. 여전히 여러 상의 공간 분포와 불균일성

에서 비롯된 용량 보존 및 전기화학적 저항 특성에 대해서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 전기화학적 특성과 수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입자에 

대한 100 nm 수준에서의 형태 분석을 수행했다. 빠른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 분석을 사용한 고해상도 

TEM(high resolution TEM, HRTEM)을 사용하여 기존 위상의 공간 

분포를 조사했다(그림 13. a-c). SiOx/C의 경우, 비정형 SiO2 바탕에서

의 결정형 Si 나노 도메인은 그림 13. a 의 주황색 주석에 표시했다. 

FFT 패턴(그림 13. a, 삽입된 이미지) Si(111) 면의 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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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단층촬영 이미지. (a), (b), (c) 초기상태 

(d), (e), (f) 백 번째 방전상태의 (a), (d) SiOx/C, (b), (e) Mg8- 

SiOx/C 및 (c), (f) Mg13- SiOx/C. 이미지 척도는 5 μm. 



 

 ３６ 

늬와 Si (220)면의 점무늬가 모여 링패턴을 형성하는데, 각각 파란색과 

갈색 띠로 표시했다. Mg8-SiOx/C의 경우 결정성이 강화된 Si 와 

MgSiO3의 (610) 면(그림 13. b와 삽입이미지)이 확인되었다. Mg13-

SiOx/C(그림 13. c)의 경우 결정질 실리콘과 분리된 Mg2SiO4 도메인은 

매우 발달된 결정성을 보여준다. 또한 Mg2SiO4와 외부 사이의 상경계

도 명확히 구분되었다(그림 13. c, 적색 점선). FFT에서 Mg2SiO4의 

Zone-axis [0 -1 3]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3. c 삽입이미지, 보라

색 점은 Mg2SiO4의 (200) 및 (131)면을 나타낸다). 

HAADF-STEM과 EDS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Si, Mg 및 O의 분

포를 HAADF-STEM 이미지의 대비를 가지고 식별할 수 있었다. 

SiOx/C에서 EDS 원소 맵핑 이미지를 토대로 HAADF-STEM 이미지 

밝은 Si이 풍부한 영역과 더 어두운 SiO2가 풍부한 영역이 5nm 수준

에서 상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었다.59 이는 Si와 SiO2가 5 nm 수준에서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이전에 보고되었던 형

상과 거의 일치하고 부도체인 SiO2 장벽이 작아 리튬이 잘 확산할 수 

있도록 합성이 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60 용량 보존율을 높이기 위

해선 어느 정도의 결정 크기와 실리콘의 균질한 분포가 필요한 SiOx 

전극입자의 합성의 일반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불균일도가 SiOx/C보

다 큰 Mg8-SiOx/C는 가장 높은 용량 보존율을 보여준다. MgSiO3는 

SiO2보다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므로 실

리콘 바깥면에 MgSiO3를 배치해 실리콘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팽창

을 억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57, 61 Mg8-SiOx/C의 STEM 이미지

는 밝은 실리콘이 풍부한 도메인이 SiOx/C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XRD에서 관찰된 실리콘 결정의 지름 크기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HAADF 및 STEM-EDS 이미지(그림 5.e 및 h)는 MgSiO3가 

실리콘 도메인을 감싸는 캡슐처럼 형성되어있는 것을 보여 우수한 용량 

유지 성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MgySiOz는 SiO2보다 일반적으

로 높은 영률을 가지기 때문에 MgSiO3 쉘(shell)은 부피 팽창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충전 하는 동안 활성 실리콘의 부피 변화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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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62 SiOx/C 보다 비교적 큰 실리콘 나노 도메인들이 MgSiO3 

쉘이 수나노 두께로 둘러쌓여 있고 다른 실리콘 도메인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 내에서 전자전달이 용이해져 Mg8-SiOx/C

의 저항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Mg13-SiOx/C의 STEM-EDS mapping 이미지에선 Si와 MgySiOz 사

이에서 명확한 위상 분리가 드러났다. SiOx상은 따로 관찰되지 않았다. 

Si 및 MgySiOz 도메인의 크기가 세 가지 샘플 중 가장 크며 각 상의 

높은 순도를 나타내는 MgySiOz 도메인 내에서 Si을 탐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명확한 상 분리는 합성 중 고온에서 저온으로 식힐 때, Si와 

MgySiOz가 동등하게 핵을 형성하면서 결정이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저항성 및 낮은 수명 특성은 이러한 두껍고 고립된 MgySiOz 도메

인과 큰 Si의 결정 크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MgySiOz와 Si가 이러한 패턴으로 발생한 이유는 그림 14에 도시한 상

평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는 두 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 이는 MgySiOz와 Si가 solid solution 구조보다는 상 분

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Mg8-SiOx/C의 경우 Mg 함량이 

SiO2-MgO 상평형도에서 Mg2SiO4를 형성할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은 SiO2가 남아 있었다. Mg8-SiOx/C의 코어-쉘 같은 구

조에서, Mg가 SiO2를 소비하면서 Si양이 많아지게 되고 냉각 시 Si 도

메인이 성장할 때, Si와 MgySiOz가 분리되어 코어-쉘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MgySiOz가 Si보다 SiO2와 잘 섞이

기 때문에, 코어부는 Si가 형성되었고 MgSiO3가 쉘로 형성되었다. 

Mg13-SiOx/C는 Mg가 SiO2 대부분을 소비하고 Si와 MgySiOz로 상 

분리가 일어나 보였다. 이러한 구조가 전기화학 및 수명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충·방전 상태에서 합금의 형태가 어떻게 변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TEM 및 EDS 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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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초기상태의 (a)-(c) HR-TEM 이미지 (내부 이미지는  FFT 

패턴). (d)-(f) HAADF-STEM 이미지. (g)-(i) STEM-EDS 

맵팽이미지. (a), (d), (g) SiOx/C, (b), (e), (h) Mg8-SiOx/C, 및 (c), 

(f), (i) Mg13-SiOx/C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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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 MgO-SiO2 몰분율-온도 상평형도.[1] (b) 

마그네슘실리케이트의 압력-온도 상평형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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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의 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부 입자 형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초기 충전, 방전 및 100번째 방전상태에서 단일 입자에 대한 

TEM 이미지를 우선 분석했다. SiOx/C의 경우, 초기 상태에서 균일하게 

분포된 Si 도메인은 20 nm 클러스터 (밝은 대비의 도메인) 이상이 되

었고 가장 큰 것은 약 100 nm 크기 정도 되었다(그림 15. a2). 이러한 

기공은 100번째 방전상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그림 15. a4). 이러한 

큰 클러스터는 처음 리튬이 빠져나갈 때 입자 내부에 큰 기공을 만들고 

(그림 15. a3) 이러한 기공은 입자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내구성을 

약화한다. 그림 16은 SiOx/C의 첫 번째 방전상태에 대한 HADDF-

STEM 및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법 (EELS)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다. 

기공(어두운 대비)은 활성 Si 영역에서 비롯되었지만 밝은 면은 SiO2 

또는 비가역적 Li4SiO4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도핑되지 않은 SiOx/C의 

활성 Si 도메인들이 주변의 다른 도메인들과 응집되어 더 큰 도메인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X-ray 단층 이미지 그림 12. (d)에

서도 관찰할 수 있는 기공의 모습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Mg8-SiOx/C

의 경우 첫 충전 상태에서 초기보다 많은 작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

(그림 15. b2). 그러나, 더 큰 기공을 갖는 SiOx/C와는 대조적으로 초

기 방전상태에서 몇 개의 작은 기공만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그림 15. 

b3). Mg8-SiOx/C에서는 내부 상 구성이 Si 클러스터가 부피 팽창할 

때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수축할 때 빈 곳을 채우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

에, 긴 주기성에 대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Mg13-SiOx/C는 첫 번째 

방전상태에서 작지만 매우 많은 기공이 생겨났다(그림 15. c3). 이 다

공성 구조는 비가역적인 부피팽창으로 인한 입자의 내구성 감소, 균열

을 일으키고 이것은 곧 용량 저하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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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 이미지에 표기된 상태의(a) SiOx/C, (b) Mg8- SiOx/C, (c) 

Mg13-SiOx/C TEM 이미지. 이미지 척도는 50 nm. 

그림 16. (a) 첫 충전상태의 SiOx/C의 HADDF-STEM 이미지. (b) 

(a)에서 표시된 부분의 전자에너지손실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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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Mg8-SiOx/C 및 Mg13-SiOx/C에 대해 각각 초기, 첫 

충전 및 방전, 100회 방전상태에 대해 STEM-EDS mapping 이미지를 

통해 거동을 분석했다. 그림 17. (a)와 (b)에서 각 픽셀의 색상은 Si 

및 Mg에 대한 Mg의 농도비를 나타내며, 여기서 빨간색은 Mg-rich 상

이고 녹색은 Mg 결핍 상, 즉 Mg보다 Si가 많은 곳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림 17. (c)와 (d)는 Si와 O에 대한 Si 농도비를 나타내며, 여기서 진

한 빨간색은 Si가 풍부한 상이고 파란색은 Si 결핍 상(또는 O가 풍부

한 상)이다. 해당 이미지는 Cliff-Lorimer 방법을 사용하여 각 픽셀의 

X-ray의 세기로부터 상 분포를 표현했다. 염두 해야 할 사실은, 사이

클 동안 입자 부피 변화, 원소 분포 이질성 및 기공의 발달(그림 15)로 

인해 국소 부위의 수백 나노미터 단위에서 Mg 농도는 상태별로 다를 

수 있다. Mg가 풍부한 상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충·방전 중에 전기

적으로 비활성 합금의 거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낼 수 있다. 

Mg8-SiOx/C(그림 17. a, c)에서는 Mg-rich 지역이 고르게 분포된 반

면 첫 번째 충전 후 국소적으로 Mg 농도가 높은 지역이 존재한다. Si 

도메인이 삽리 되고 확장되는 동안, 주변의 비활성 합금들 또한 동적 

과정을 거쳐 입자 내에서 자리이동했다. Mg-rich 상의 높은 엔트로피 

덕분에 실리콘 도메인은 Li4SiO4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높은 Mg 상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 Mg 및 Si 풍부한 상은 100회 방전에서 더 균

일하게 분포했다. 이 결과는 Mg 및 Si 도메인이 유의미한 응집현상 없

었고 균일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입자가 충·방전 중 국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세 입자 중 가장 높은 용량 보존율을 보여준다. 이 추세

는 그림 11. (g)의 XRD 결과와 잘 일치한다. Mg13-SiOx/C(그림 17. 

b, d)의 경우, MgySiOz 및 Si 도메인의 크기가 첫 충전 상이 초기 상태

보다 작아졌다. 이는 MgySiOz가 LixSi 도메인을 분산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첫 번째 방전상태에서는 Mg8-SiOx/C가 그랬던 것처럼 Mg

와 Si가 초기 충전 상태에 비해 잘 분산되었다. 하지만, Mg13-SiOx/C

의 비정형 Si 도메인은 Mg8-SiOx/C보다 눈에 띌 정도로 더 큰 크기

로 남아 있었다. Mg2SiO4는 Si로부터 상 분리를 선호하며,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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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큰 크기의 Si 도메인은 수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경

향은 100회 방전 상태에서도 나타났다. Mg8-SiOx/C와는 달리, Mg-

rich 도메인과 Si-rich 도메인은 더 집적화(그림 17. b4, d4)되었고, Si

와 O 분포는 초기 방전보다 더 불균일해졌다. 또한 선택된 영역 전자 

회절(SAED)을 통해 내부 입자 구조가 약하게 결정도가 상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8). 이는 Mg13-SiOx/C의 XRD와 동일한 경향을 보

여준다(그림 11. h). Mg2SiO4 상은 열역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Mg2SiO4의 결정구조가 회복되었고 도메인 크기는 첫 번째 방전보다 커

졌다. Si-rich 도메인의 집적 성 또한 입자의 기공 발생에 영향을 미쳤

다. 첫 충전 상태에서 Mg8-SiOx/C는 잘 분산된 Si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기공은 거의 없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첫 충전에서의 Mg13-SiOx/C는 첫 번째 방전 상태

에서, 많은 공백을 생성하는 큰 Si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었다. 충·방전 

때 Si 도메인의 균일화는 내부의 기공을 줄이고 입자 열화에 대한 저항

성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이 핵심점이다. 

본 연구는 Mg를 도핑하면서 기존의 SiOx 기반 전극 물질과 비교하

여 다른 충·방전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 보고서는 균일하

게 혼합된 SiO도 첫 삽입-탈리 과정에서 Si 도메인이 이웃 도메인과 

뭉치고 클러스터화 되어 입자 내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했

다.51 하지만 Mg도핑한 샘플은 반대로 첫 충전시 Mg-rich 도메인의 

크기가 초기 상태보다 작아진 것을 보여주었다. 결정의 크기는 열의 영

향을 받아 고온 합성된 초기 입자는 결정의 크기가 커졌고, 실온 반응

으로 처음 충전된 상태는 결정의 크기가 작아졌다.63 첫 탈리 과정에서

는 결정형의 MgySiOz가 비정형으로 변화하였다. 이 비정형 MgySiOz는 

초기 충전 상태에 비해 Si-rich 도메인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데 영

향을 미쳤다. 그러나 Mg8-SiOx/C와 Mg13-SiOx/C 사이에는 균일성

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Mg8-SiOx/C는 Mg13- SiOx /C보다 

Mg-rich 도메인과 Si-Rich 도메인의 균질 분포가 더 많았으며, 이 차

이는 100번째에 더 심화되었다. 초기 상태의 Mg8-SiOx/C는 MgyS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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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중 MgSiO3만 존재했다. 다행히 MgSiO3는 Si와 O에 대한 확산이 

높기 때문에 비정질화가 일어나기 쉽다.64-66 또한 MgSiO3와 Li2SiO3 

사이의 혼합 엔탈피(mixing enthalphy)는 Mg2SiO4와 Li4SiO4 사이의 

혼합 엔탈피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67 Mg8-SiOx/C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MgSiO3가 또 다른 버퍼 역할을 해주는 Li4SiO4 또는 Li2SiO3와 

비정형화되고 균질한 혼합물로 활성 Si 도메인의 클러스터화를 방지하

여 부피팽창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반면, Mg13-SiOx/C에 포

함된 고농도 Mg2SiO4는 100번째 방전상태에서 결정화를 이루고 비균

일한 응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Mg2SiO4의 형성 자유 에너지(ΔGf 

= -18.95 kJ/g) 및 녹는점(1888 °C)은 MgSiO3의 형성 자유 에너지

(ΔGf = -15.59 kJ/g)에 비해 낮고, 녹는점(1558 °C)보다 높아, 

Mg2SiO4로 존재하는 것이 비교적 더 안정하기 때문에 Mg13-SiOx/C

는 Si-rich 영역과 Mg2SiO4 사이의 상 분리가 다시 일어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구조는 활성 Si 도메인의 응집을 야기시키고 팽창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균열이나 기공이 매우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를 바탕으로 높은 배터리 성능을 위해 SiOx에 이종원소를 첨가할 때, 

생성할 수 있는 합금의 종류에 따른 열역학적 성질 등을 사전에 파악해

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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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 (c) Mg8-SiOx/C의 EDS 맵핑 이미지. (b), (d) Mg13-

SiOx/C 의 맵핑 이미지. (a), (b)의 색 척도는 Mg+Si 대비 Mg 값. (c), 

(d)의 색 척도는 Si+O 대비 Si의 값. 길이척도는 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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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각기 다른 상태의 Mg8-SiOx/C 및 Mg13-SiOx/C의 선택영역 

전자회절패턴 이미지. 길이 척도는 1/5 n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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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Mg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 전극 물질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PVD, 볼 

밀링 및 CVD 방법으로 합성했다. 합성하는 동안, Mg가 SiO2를 Si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입자 내부의 Si 도메인 크기 및 Si 비율이 증가하

였다. MgySiOz는 입자가 기존의 SiOx 전극과 비교해 초기 쿨롱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적절한 양의 Mg 도핑은 더 나은 충·방전 

능력과 부피팽창률의 감소를 해주었지만, Mg 함유량이 높은 샘플은 낮

은 용량 보존율과 큰 부피팽창률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입자 내부

의 원소 분포 및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Mg8-SiOx/C는 SiOx 매트릭스

에서 Si 코어-MgySiOz쉘과 같은 구조를 가졌고, 이러한 형태는 높은 

기계적 강도의 MgySiOz가 Si의 부피 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반

면에, Mg13-SiOx/C는 큰 결정질 Si 도메인과 Si와 MgySiOz 사이에 

명확한 상 분리가 보였고, 크기가 큰 Si 도메인은 충전될 때 막을 수 

없는 부피팽창을 보였다. 특히, 이 구조는 첫 방전에서 매우 많은 기공

을 생성하여 입자 내 구조를 약하게 만들었다. Si와 MgySiOz의 상은 사

이클에 따라 다시 분리됨으로써, Mg13-SiOx/C의 MgySiOz는 Mg8-

SiOx/C보다 부피 팽창의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입자 내

부의 거동을 관찰함으로써, Mg도핑된 소재의 충·방전시 열화 과정을 

기술했다. 본 연구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방법으로 SiOx 전극 물질

의 효율과 수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위해 적절한 양의 도핑이 중요하

다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배터리 소

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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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 doping effects in cycle 

ability and efficiency of SiOx lith-

ium-ion battery anodes 

 
 

Jeongwoo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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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ilicon oxide (SiOx, x ≈ 1), x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node 

materials of secondary lithium-ion batteries because of its high the-

oretical capacity than that of conventional 흑연 anodes. Despite this 

merit, it suffers from poor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to commer-

cialize. 

To overcome this issue, in this work, we successfully demonstrate 

a novel synthesis of magnesium-doped SiOx via a facile physical va-

por deposition (PVD) method in mass-production scale. The mag-

nesium reacted with silicon oxide and produce Si and electrochemi-

cally-inert magnesium silicate which increased the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Besides, magnesium composites also play a critical role in 

cyclability and conductivity. Multi-scale analysis from an electrode 

to intra-particle was performed to get insight into relation between 

retention and the morphological change of SiOx during electrochem-

ical cycling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doping ratio of Mg affected 

the size of the Si domain at pristine and cycl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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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showed that Mg 8 wt% has the greatest balance of ca-

pacity, efficiency, and cyclability because the specific magnesium 

silicate phase existed homogeneously mixed-phase and had the 

smallest Si domain even after many cycles. This work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the appropriate alloy composition to get high per-

formance in SiOx. 

 

Keywords : Li-ion Battery, Silicon oxide, Magnesium silicate, Initial 

coulombic efficiency,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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