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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환경오염의 가속화, 화석연료의 빠른 고갈 그리

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원과 전기 화학적 에너지 보관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 변환 장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 기술에는 전기 자동차(EVs)

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차전지, 연료전지가 포

함된다.

여러 가지 납축전지, 니켈-메탈 하이브리드 배

터리 같은 충⋅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가 있지만 

그 중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ies, LIBs)는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출력 밀도, 오랜 충⋅방전

을 견딜 수 있는 작동 전압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 리튬이온전지가 

저자 (E-mail: ydmj79@gachon.ac.kr)

사용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주행거

리가 짧아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Figure 1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

다. 리튬이온전지는 양극(+)과 음극(-) 물질의 ‘산

화환원 반응’으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

환시키는 일종의 장치이다. 산화환원 반응이란 반

응물 간 ‘전자(e-) 이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전

자를 잃은 쪽을 ‘산화’되었다라고, 전자를 얻은 쪽

은 ‘환원’되었다고 한다.

산화⋅환원 과정에서 리튬이온과 분리된 전자

(e-)가 도선을 따라 음극과 양극 사이를 오갈 때, 전

기가 발생하게 된다. 리튬이온전지는 리튬이온에

서 분리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

전(음극에서 환원이 일어나 에너지를 저장)된다.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양극에

서 환원이 일어나 에너지 방출)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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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리튬이온전지(LIB)는 기존의 다른 이차전지와 다른 확실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높은 작동 전압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긴 수명, 그리고 낮은 자체 방전 속도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모바일 제품에서부터 전기 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최근에는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사용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안정성을 가지며 더 큰 에너지 용량을 나타내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리튬이온전지의 용량 증가는 전지의 설계보다는 양극 및 음극 재료, 분리막 및 전해질과 같은

주요 전지 재료의 기술적 진보에 달려 있다. 주요 전지 소재 중에 전지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지

반응에 의한 과전압과 가격이 가장 비싼 양극이다. 본 기획 특집에서는 리튬이차전지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극 물질의 종류와 향후 연구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양극 물질의 발전 방향, 안정성과 용량 증대를 위해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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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라는 4대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양극은 리튬

(Li)과 산소(O)가 만난 리튬산화물(Li+O)로 구성

된다. 충전 시에는 양극을 이루는 물질 중 리튬이

온만 빠져 나와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할 때는 

리튬이온이 원래 머물던 양극으로 돌아가며 이때 

전기가 발생된다. 음극으로 사용 가능한 소재는 

Figure 2와 같이 다양한 소재가 있다. 현재까지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소재는 천연흑연이다. 흑

연은 종이가 겹쳐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 

층상 구조로 되어있는데 양극에서 빠져 나온 리튬

이온이 이 층상 구조 사이로 들어가면서 배터리가 

*출처: https://ydmj799.wixsite.com/ecsslab.

Figure 1. 리튬이온전지의 원리.

*출처: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idx=12087&public_date=2013-03.

Figure 2. 리튬이온전지 양⋅음극 소재의 가역 용량과 반응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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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게 된다. 흑연의 경우 이론 용량이 대략 300 

mAh/g을 나타내어 양극보다 크지만 더 에너지 밀

도가 높은 리튬이온전지 개발을 위해서 Sn 합금, 

실리콘(Si), 그리고 리튬 메탈까지 낮은 작동 전압

과 높은 용량을 갖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 하지

만 양극의 경우 현재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층상 구조의 LiMnO2 (LMO), LiCoO2 (LCO) 대비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양극 물질과의 이론 

용량(~250 mAh/g) 및 작동 전압(~4.3 V)의 차이

가 크지 않다.

양극 물질은 리튬이온전지의 반응에서 가장 느

리게 반응하며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

량, 출력, 수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

는 물질이다. 전기 자동차에서의 배터리가 높은 에

너지 밀도, 출력,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이 양극 

물질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데, 이 때문에 최근 

리튬이온전지에서 고성능 양극 물질의 개발이 가

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분야가 되고 있다.

2. 차세대 양극 물질 종류 및 특징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극 물질은 층

상 구조를 갖는 LMO와 LCO이다. LMO와 LCO의 

경우 이론 용량은 250 mAh/g으로 매우 크지만 실

제로 사용하는 용량은 작동 전압 2.8~4.2 V에서 

120 mAh/g 내외이다. 전기 자동차에서 LMO와 

LCO의 용량만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유사한 

주행거리인 500 km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

라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선 연구

기관에서는 Figure 3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차

세대 양극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1. 스피넬 화합물

입방정계의 스피넬(spniel) 구조를 갖는 LiM2O4 

(M = Ti, V, Mn) 화합물로 ABCABC 골격의 입방

조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3차원으로 

리튬이온이 전달될 수 있으며, 낮은 가격과 환경 

친화적인 물질의 장점으로 많은 기관에서 연구되

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방전 과정 

중에 Mn의 얀 테일러 효과(Jahn teller distortion)

와 Mn의 전해질로의 용해에 의한 빠른 성능 저감, 

특히 고 전압과 고온의 작동 온도에서 더 빠르게 

성능이 감소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다양한 물질을 치환함으로써 얀 테일러 

효과를 막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핑 물질로는 있으며, Al3+, Ni2+, 

*출처: K. Part et al. 20th ISE Topical Meeting (2019).

Figure 3. 차세대 양극 물질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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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2+, Co3+, Mg2+, Cu2+, Ce2+, La3+ 등 전이금속 물

질과 비전이금속 물질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

으며, 이러한 물질들이 도핑 되면서 구조적 안정

성이 확보되어 Mn 용해가 감소되어 성능이 유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핑에 의해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해야 하는 Mn의 양이 감소하

기 때문에 용량이 130 mAh/g을 넘지 못하여 기존

의 LMO와 LCO 대비 크게 에너지 밀도 향상을 가

져올 수 없게 된다.

2.2. 리튬 과잉 산화물(Li rich layered oxide)

리튬 과잉 산화물은 Li2MnO3와 LiMO2 (M = 

CO, Ni, Mn)의 구조가 섞여 있는 고용체로 높은 

작동전압(> 3.5 V vs. Li/Li+)에서 250 mAh/g의 

매우 큰 용량을 제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

한 리튬 과잉 산화물은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

은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존 B. 구디너프 교수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어 개발되었다. Li2MnO3와 

LiMO2 (M = CO, Ni, Mn)의 고용체는 층상 구조

에서 리튬 층에만 리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Li2MnO3상에서 전이금속 층에도 리튬이 존재하기 

때문에 층상구조의 이론 용량인 250 mAh/g에 버

금가는 매우 큰 용량을 나타낸다. 리튬 과잉 산화

물은 현재까지 발견된 양극 물질 중에 가장 큰 용

량을 나타내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2.2.1. 낮은 쿨롱 효율

비록 리튬 과잉 산화물이 250 mAh/g 이상의 높

은 용량을 제공하지만 첫 충전 시 매우 높은 비가

역을 보인다. 첫 사이클에서 4.6 V로 충전 시 활물

질의 비가역적 용량 손실이 40~100 mAh/g이다. 

첫 충전에서 리튬 층의 리튬만이 de-lithiation 되

는 것이 아니라 Li2MnO3 구조에서 전이금속 층에 

있는 리튬도 모두 de-lithiation 된다. Li2MnO3의 

모든 리튬이 de-lithiation 되면 MnO3로 되어 화학

적 당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MnO2의 화학적 당량

을 맞추기 위해서 산소가 방출된다. 이 과정은 첫 

사이클에서 Li+가 lithiation 될 수 있는 많은 사이

트를 없애기 때문에 첫 사이클의 쿨롱 효율이 기

존의 층상 구조 활물질에 비해 낮게 된다. 보통 리

튬 과잉 산화물의 초기 효율은 85% 미만을 나타

낸다.

2.2.2. 낮은 전기 전도도

리튬 과잉 산화물은 2D percolating network로 

인하여 매우 낮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다. 기존

의 LCO는 보통 전기 전도도가 ~10-4 S/cm를 나타

낸다. 하지만 리튬 과잉 산화물의 경우 거의 부도

체에 가까운 ~10-11 S/cm의 전기 전도도를 보인다. 

  

*출처: J. Alloy. Comp., 728, 1315-1328 (2017).

Figure 4. Al 도핑에 의한 스피넬 화합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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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나 

GITT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

que)의 분석을 통한 리튬 확산 계수는 충전 시 4.4 

V 이하에서는 10-14 cm2/s 그리고 4.4 V 이상에서는 

10-19 cm2/s까지 떨어진다. 방전 시 4.4~3.8 V 구간

에서 10-14 cm2/s이고, 3.0~3.6 V 구간에서는 10-16 

cm2/s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낮은 C rate에서는 

200 mAh/g이 넘는 매우 큰 용량을 나타내지만 C 

rate이 증가하면 큰 분극 저항으로 인하여 빠르게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리튬 과잉 산화물은 

고속 충방전에 활용할 수 없다.

2.2.3. 평균 전압 감소

평균 전압 감소는 전지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에

서 칩 설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리튬 과잉 산화물의 경우 다른 층상 구

조 산화물 대비하여 층상 구조에서 스피넬 구조를 

거쳐 암염 구조로 바뀌면서 매우 큰 평균 전압 감

소를 보인다. 충⋅방전 과정 중에 표면부터 전이 

금속이 리튬 층으로 이동하는 cation mixing이 발

생되면서 층상 구조가 스피넬 구조로 바뀌면서 

lithiation-delithiation 되는 전압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리튬과 산소

가 Li2MnO3 성분으로부터 비가역적으로 제거될 

때 불가피하게 리튬 층으로 전이 금속의 이동을 유

발한다. 리튬 과잉 산화물의 경우 보통 수십 mV/ 

100 cycle의 평균 전압 감소를 나타내게 된다.

2.3. 니켈 과잉 전이금속 산화물(High Ni NCM)

니켈 과잉 전이금속 산화물(high Ni NCM)은 

층상 구조 전이 금속 산화물 중에 니켈의 함량이 

80% 이상으로 포함된 전이금속 산화물을 말한다. 

전지 양극 물질로 많이 활용되는 전이 금속은 니

켈, 코발트, 망간이다. 이 중에서 니켈만 유일하게 

가수를 +2에서 +4까지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high Ni NCM에서 니켈의 함량이 많아지면 리

튬 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리튬의 개수가 다른 전

이 금속을 사용했을 때보다 2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니켈의 함량이 80% 

이상을 함유하고 있을 때 Ni-rich oxide는 200 

mAh/g의 높은 용량을 나타내어 리튬 과잉 산화물

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용량을 나타내게 된다. High 

Ni NCM은 높은 용량뿐만 아니라 고용량을 위해

서 리튬 과잉 산화물과 같이 작동 전압을 올릴 필

요도 없고 전기 전도도도 10-5 S/cm로 LCO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어 high C rate에

서도 큰 용량 감소는 없다. Co보다 비교적 저렴한 

니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

도 매우 낮으며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잔

류 리튬에 의한 안정성 하락과 빠른 성능 저감을 

해결해야 한다.

2.3.1. 높은 잔류 리튬

Ni2+의 이온 반지름이 Li+의 이온 반지름과 유

사하기 때문에 니켈 이온이 Li층에 위치하는 cati-

on mixing이 쉽게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Li층에 

위치하지 못한 Li이 열처리 과정 중에 공기 중에 

*출처: Phys. Chem. Chem. Phys., 18, 15861-15866 (2016).

Figure 5. 리튬 과잉 산화물의 초기 효율 변화 및 사이클/C rate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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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CO2와 반응하여 Li2CO3가 되거나 물과 

반응하여 LiOH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Li2CO3/ 

LiOH는 양극 표면에 존재하며 잔류 리튬이라 불

린다. 또한, high Ni NCM이 오랫동안 공기에 노

출될 때 Ni3+는 Ni2+로 바뀐다. Li2CO3, LiOH와 

같은 불순물들의 형성을 포함한 부식과 층상구조

의 붕괴, Ni3+의 불균화 반응들의 결과가 cation 

mixing과 구조적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이러한 잔

류 리튬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 번째 

잔류 리튬은 전극 제작 과정 중 용매(NMP)에 녹

으면 용매를 염기성화 시키게 된다. 염기성화 된 

용매는 바인더(PVdF)와 섞이며 슬러리를 gelation 

시키게 되어 전극을 제작할 수 없게 만든다. 두 번

째로 잔류 리튬의 carbonate 물질은 전해질 내에 

존재하는 극소량의 물 분자에 의해 생성되는 HF

에 의해 쉽게 공격 받아 분해되어 가스를 발생 시

켜 배터리의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세 번째로 전

해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소량의 CO나 CO2는 

LiOH와 결합하여 쉽게 Li2CO3가 생성되며 이 과

정 중에 물 분자가 생성된다. 이 물 분자는 전해질

과 반응하여 쉽게 HF나 LiF를 생성하게 되어 가

스 발생을 가속시키거나 활물질의 전기 화학 특징

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2.3.2. 빠른 성능 저감

빠른 cycle 성능 감소는 원하지 않은 4가의 전

이금속 이온(특히 Ni4+)과 전해질 사이의 부반응과 

관련이 있다. 매우 활성화된 Ni4+ 이온은 전해질 분

해를 가속화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전해질의 고

갈과 두꺼운 SEI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입자의 

표면에 층상구조에서 암염 구조(NiO)로 상 변이되

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두 현상은 모두 지속적으

로 전극-전해질 계면에서 lithiation kinetics 감소

를 유발한다. 반면 낮은 열적 안정성은 리튬이 많

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결정구조로부터 산소 방출

을 유발한다. 이러한 산소는 전해질을 산화시켜 쉽

게 HF나 LiF를 생성하게 되어 가스 발생을 가속

시키거나 활물질의 전기 화학 특징을 빠르게 감소

시킨다. 따라서 용량 감소가 빠르게 발생되게 한

다. High Ni NCM의 경우 높은 온도(> 60도), 고

전압(> 4.5 V)에서 내재하는 구조적, 전기화학적 

성능 감소가 기존의 층상 구조보다 빠르게 발생하

고 전지 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양도 많기 때

문에 안정성에 매우 취약하다.

3. 성능 향상 방안

3.1. 도핑(Doping)

도핑은 전자 및 이온 전도도를 증가시키고 리튬 

증에 Ni2+ 이온의 이동을 제한시켜 cation mixing

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안정을 유지시킨다. 또한, 

전이금속 산화물 결합을 강화하여 산소 방출을 억

제하고, cycling 중 상 변화에 영향을 준다. 현재 

차세대 양극 물질로 각광받고 있는 Ni-rich cath-

ode 물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핑 물질로는 Al, 

Zr, Mg, Ti, B, F, W, Mo, Ga, Vb, Ca, 등이 있다. 

*출처: Energy Technol., 6, 1361-1369 (2018)

Figure 6. (a)~(h) High Ni NCM 표면의 잔류 리튬과 cycle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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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CS Energy Lett., 4, 508-516 (2019).

Figure 7. 다양한 도펀트에 의한 High Ni NCM의 용량 유

지율 변화.

도핑 원소는 전기화학적인 비활성, 높은 극성, 큰 이

온 반경을 가지며, 산소와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다.

⋅Al doping: 작은 이온 반지름을 가진 Al3+는 고

전압 전해질에서 산화되지 않고 intercalation volt-

age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 격자 도펀

트(dopant)다. 즉 일차 입자 상 구조가 안정하여 작

은 doping 양(5%)을 가지고도 capacity retention을 

향상시킬 수 있고 delitiation 과정 중 산소의 빈자

리를 막아 주고, 산소 방출을 억제하여 Ni 이동을 

전이금속 자리에서 리튬 자리로 가는 것을 막아준

다. Al 도핑은 도핑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cy-

cling 중 용량 감소를 제한하고 온도와 충전전압이 

각각 60 ℃, 4.3 V인 상태에서 양극 전극의 수명을 

연장했다. 그래서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인터페이

스의 구조적 안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Al3+을 더하면 high Ni NCM의 열적 안정

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Al3+ 사면체 구조는 Ni3+

의 이동을 방지하고, 층에서 spinel-like 구조로 변

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 가운데 

Al 도핑은 Li+ 확산의 방해를 가져올 수 있고 되돌

릴 수 없는 용량 손실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Zr doping: Zr4+은 변형되지 않고 충⋅방전 사

이클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Zr 

도핑 중 충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Ni3+을 

Ni2+로 줄이고 충전 용량과 방전 용량을 증가시킨

다. Zr4+ ion은 Li+ site를 차지할 수 있고, Ni2+이 

Li+ site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층상 구조

로부터 스피넬 구조로 변형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

다. Zr 도핑은 cation mixing을 억제하고, Ni tetra-

hedral sites의 안정화 및 얀 테일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Ni3+ ions 농도를 감소시킨다. 소량의 Zr 원

자가 양극 표면으로 이동하여 보호층을 형성하여 

Ni3+에서 Ni2+로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Zr 도핑

은 고온 및 높은 차단 전압에서 전기화학적 작용을 

향상시킨다. 많은 장점으로 Zr 도핑은 High Ni 

NCM에 많이 사용되고 넓게 연구되고 있다.

⋅Ti doping: Ti4+가 Co3+보다 상대적으로 큰 양

이온 반경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이클링 중 구조적 

왜곡 형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lithium inter-

calation voltage을 감소시키고 고정된 과전위에서

의 리튬 deintercalation을 촉진한다. Li1+Z(NixMnx 

Co1-2x-yTiy)O2 (x = 0.4, y = 0.04~0.07)에 Co와 Ti

를 부분적으로 대체하여 방전 용량을 15% 이상 

증가시키고 우수한 cycle retention을 보여준다. 

XRD 분석 결과 Co3+에 대한 Ti4+의 대체는 체적 

변화를 유지하며 delithiation/lithiation 과정 동안 

용량 유지율이 향상되었다. Ti 도핑은 산소로 결

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암염 구조의 형성 에너지

를 강화함으로써 NCM 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Ti 도핑은 고전압 조건에서 방전 용량 및 용

량 유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B doping: 안정적인 산소 밀폐 구조를 형성함

으로 리튬 과량 산화물에 용량 감소를 늦춘다. 게

다가 붕소(B)는 전이 금속과 산소의 boning을 강

화하고 안정적인 층상 구조를 유지한다. 더 작은 

이온 반경을 가진 B3+ 이온은 전이 금속과 리튬 층 

내의 산소 이온의 tetrahedral interstices을 차지하

여 unit cell의 체적을 확대시킨다. Sun’s team에서 

Li[Ni0.90Co0.05Mn0.05]O2(NCM90)에 1%의 B dop-

ing을 한 결과 4.3~2.7 V에서 237 mAh/g의 방전 

용량을 보였으며, 55도에서 100번째 사이클 후 용

량 보유량은 91%로 undoped 시료보다 15% 이상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Adv. Energy Mater., 8 

1801202 (2018)]. Undoped 샘플은 입자간 경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으며, 1차 입자는 서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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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0 nm의 두께를 가진 NiO-phase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입자간 경계를 따라 입자 내부 안에 

전해질이 침투했다. 그러나 Figure 8과 같이 도핑

된 샘플은 미소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cycling 중 격자 체적 변화로 인한 내부 변형을 억

제할 수 있고 용량 감소를 억제시킨다. B 도핑의 

결과로써 활물질 표면에 Ni3+ 이온은 Ni2+로 감소

하여 host 구조를 안정화 시켰고 high Ni NCM의 

성능도 향상시켰다.

3.2. 표면 처리

코팅(coating)은 high Ni NCM의 내부 구조 안

정화보다 인터페이스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표면 

코팅/변형은 양극 활물질이 전해액과 직접 접촉하

는 것을 방지하고 전해액의 분해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코팅은 전극의 수명과 용량 유지율을 향상

시키고, high Ni NCM의 열 방출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코팅 재료, 크기, 두께, 균일성, 밀도 및 전도

성 등과 같은 코팅의 물리적 매개변수는 양극 활

물질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High Ni NCM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팅 재료

는 금속 산화물(Al2O3, ZrO2, TiO2, B2O3, MoO3, 

WO3)이며, phosphates, fluoride 및 전도성 폴리머

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코팅 재료는 항상 코팅 

층을 통한 리튬이온과 전자의 이동을 제한하며, 양

극화 증가와 배터리 용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high Ni NCM

에 표면 코팅 층으로 LiAlO2, Li3ZrO2, Li2O-2B2O3, 

Li3PO4, Li2WO4와 같은 일부 전도성 소재와 고속 

이온 도체를 적용하였다. 코팅 물질은 셀의 공정 

*출처: J. Alloy. Comp., 153048 (2020).

Figure 8. B 도핑 효과의 개략도.

  

*출처: ACS Appl. Mater. Interfaces, 9, 14769-14778 (2017).

Figure 9. Al2O3 코팅 효과 개략도 및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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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저장 수명 및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키

는 고체상 소결 처리를 통해 잔류 리튬을 전도성 

및 보호 나노 층으로 변환할 수 있다.

i) Al2O3는 녹는점과 경도가 높으며, 산이나 알

칼리 상태에서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 더욱이 

Al2O3는 고온에서 high Ni NCM에 LiOH 또는 

Li2CO3와 반응하여 리튬이온 이동을 위한 특별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LiAlO2는 벌크 구조보

다 우수한 이온 전도성을 촉진하여 LiAlO2-coated 

화합물이 Al2O3보다 더 많은 Li+ 이온을 제공하고, 

충전/방전 공정에서 이온 전도성의 향상시켜 저항

의 증가를 억제한다. 또한, LiAlO2의 나노 층은 층

상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고속 Li+ 이온의 lith-

iation/delithiation에서 변형 변형을 억제한다. 두꺼

운 Al2O3 코팅은 보통 Li+ 이동을 억제하여 초기 용

량과 용량 유지율을 감소시킨다.

ii) Li2ZrO3 코팅은 용량 저하는 일반적으로 양극 

물질의 리튬이온의 deintercalation/intercalation 동

안 상 구조로부터 lattice strain과 관련이 있다. 또

한 Li2ZrO3 코팅은 전이금속의 분해를 감소시키고 

양극과 전해질 사이의 부작용을 제한하며, 입자 

표면의 이온 전달 특성을 개선시킨다. 전기화학적 

성능에 대한 저하는 전기적 cation mixing뿐만 아

니라 전해질과의 활물질 사이의 표면 반응에 의해 

유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 사이트와 Ni 사

이트에 부분 대체에 의한 얇은 보호층(Li2ZrO3와 

ZrO2)과 Zr 도핑의 조합은 표면과 내부 구조를 안

정시킬 수 있다.

iii) Phosphates 코팅은 high Ni NCM에서 LiOH

와 Li2CO3와 반응하여 표면에 Li3PO4를 형성시켜 

잔류 리튬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양극 활물질의 

용량 유지율을 높여주며 고전압에서 부반응을 억

제 한다. H3PO4는 전해액의 HF 함량을 감소시켜 

활성 물질과 전해액 사이의 심각한 부작용을 억제

시킨다.

iv) B2O3 코팅에서 B2O3는 3D 네트워크를 가진 

이온-컨덕터로 Al2O3와 동일한 특징과 화학적 안

정성이 높은 강력한 B-O 결합으로 인하여 구조 안

정성을 높이는 코팅 물질이다. B2O3은 Figure 10

과 같이 이온 전도성 리튬 붕소산화(LBO) 중간상

을 형성하여 CEI (cathode electrolyte interphase)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CEI 층은 전해질

과의 부반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Li+ 이온의 이

동 통로를 마련하여 성능 향상에 기여하여 높은 

*출처: J. Alloy. Comp., 153048 (2020).

Figure 10. B2O3 코팅 효과의 개략도 및 LBO 층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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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용량 유지율을 나타낸다.

v) Fluoride 코팅은 양극 활물질이 전해질의 HF

와 반응할 수 있는 금속 불소(AlF3, MgF2, CaF2)를 

포함한 안정적인 보호층을 미리 양극 표면에 형성 

시켜 electrolyte acidity에서 입자 표면의 부식을 줄

이고 host materials의 저하를 완화하는 코팅 방법

이다. AlF3는 생성 깁스 자유 에너지가 낮아 Al2O3

보다 안정적이며, fluorides (불소)는 산화물에 비

해 주변 공기에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해질과

의 부반응이 억제되어 용량 유지율이 향상된다.

vi) Polymer 코팅은 high Ni NCM의 표면에 쉽

게 코팅할 수 있으며, 잔류 리튬을 억제할 뿐만 아

니라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코팅 

층의 형성으로 전해질과의 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

다. LiNi0.8Co0.1Mn0.1O2에 PANI-PVP (폴리애닐린

-폴리비닐피롤리돈) 코팅은 100 cycle 후 88.7%의 

우수한 용량 유지율과 높은 C rate에서 높은 용량

을 보였다. 이는 전도성 PANI 코팅으로 전기 전도

도가 향상되었고 전해질과의 부반응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3.3. 세정(Washing) 및 기타

3.3.1. 세정(Washing)

High Ni NCM 표면에 존재하는 잔류 리튬을 가

장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용매에 녹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잔류 리튬인 LiOH와 Li2CO3는 이온이 

모두 제거된 초 순수 물[deionized (DI) water]이 가

장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초 순수 물을 사용하여 세

정할 경우 손쉽게 표면의 잔류 리튬이 제거되지만 

동시에 구조 내에 포함되어 있는 리튬도 함께 제

거된다. 따라서 세정 이후에 양극 활물질 내에 존

재하는 리튬의 양이 1몰보다 낮게 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세정을 고려하여 소성체를 제작할 때 

리튬의 양을 1몰보다 3~5%정도 많게 투입하게 

된다. 초 순수 물로 세정할 경우 잔류 리튬이 녹으

면서 물의 pH 값이 13 이상 알칼리로 바뀌게 된

다. 알칼리 물에 의하여 양극 활물질은 다시 한 번 

영향을 받아 성능 감소가 빠르게 된다. 최근에 초 

순수 물을 대신하여 약한 산성으로 세정을 진행하

여 잔류 리튬이 녹았을 때 용매와 용질의 pH 값이 

중성인 7~8 값을 나타내게 하여 활물질이 받는 피

해를 최소화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산으로 세정

을 하는 과정 중에 high Ni NCM 표면에 존재하는 

*출처: Sci. Rep., 7, 44557 (2017).

Figure 11. (a)~(i) 초순수 물과 산을 이용한 세정 이후의 표면 변화와 (k) 세정 개략도 및 (o)~(p) 전기 화학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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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도 함께 이온화 되어 재 열처리 되는 과정에서 

LiNiO2의 층상 구조로 바뀌면서 용량의 증가와 용

량 유지율이 향상되는 결과도 얻었다.

3.3.2. 후막(Thick layer)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에

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에너지 밀도를 증

가시키기 위해 전극을 두껍게 쌓아 단위 부피당 활

물질의 양을 늘리는 후막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후막은 박막에 비하여 Li ion path-

ways가 길게 늘어나 전극 내에서 SOC (state of 

charge)의 불균일성이 나타나고 사이클이 진행되

는 동안 분리막 쪽의 활물질은 계속해서 산화/환

원 반응에 참여하지만 기재 쪽의 활물질은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얇은 전극에 비

해 퇴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aser를 활용하여 

전극의 기재 위까지 구멍을 뚫어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후막의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장점은 보존하되 단점인 율

속 특성은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제작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3.3.3. 코어쉘 구조(Core-shell structure)

High Ni NCM의 단점 중 대부분은 Ni의 함량

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Ni이 Ni-O 형태의 불순

물로 변하고, 전해질이 양극물질의 표면을 분해시

키며, 이방성의 체적 변화로 인해 미소균열에 의

해 발생된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com-

positional partitioning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particle의 중심부와 표면부의 조성을 다르게 조정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표면에서는 안정적 Mn의 

함량을 중심부에는 고용량을 갖게 하는 Ni의 함량

을 각각 높여 양극물질의 표면을 전해질로부터 보

호할 수 있고 crack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봉 형태의 결정학적 조직을 생성하기 때

문에 리튬이온 확산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효

과로 열적 안정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retention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출처: J. Ind. Eng. Chem., 70(25), 178-185 (2019).

Figure 12. 레이저를 활용한 후막 연구 및 전극 SEM 이미지.

*출처: Adv. Energy Mat., 9, 1-11 (2019).

Figure 13. 코어쉘 구조의 개념도 및 미소 균열 감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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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휴대용 전자 장치,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및 방전 기능을 갖춘 고급 리튬이온전

지(LIB)가 필요하다. 배터리 부품 중 전체 배터리 

비용의 40~50%를 차지하는 양극 재료의 성능은 

용량 유지율, 고속 충⋅방전 능력, 안전성, 비용 및 

환경 친화성을 포함한 많은 다른 측면에 의해 균

형을 이룬다. 불행히도, 현재 이용 가능한 양극 물

질(예를 들어, LiNixCoyMn1-x-yO2 층상 산화물 및 

리튬 과잉 층상 산화물) 중 어느 것도 단일 셀에서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양극의 전기 

화학적 성능은 다공성, 형태 및 구체적으로 노출

된 표면과 같은 구조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이는 섬세한 디자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도펀트들이 활용되어 구조적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해질과의 

부반응으로 인한 성능 감소 혹은 표면의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과 

세정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셀 설계 

측면에서 기재의 양을 줄이고 활물질의 양을 최대

화 시켜 리튬이온전지의 용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전

지의 수요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누가 

먼저 고성능 배터리 시장의 기술을 선도하고 이끌

어 가느냐가 향후 다양한 산업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는 지금까지 세계 시장의 기술

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나 앞선 연구기관에서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

자하여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자국 내⋅외 이차전지 기술

자들을 포섭하여 국내와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

다. 국내에서는 리튬이온전지를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와 국가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

지만 국내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높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나 연구 기관들에게 골

고루 연구 기회가 가지 못하고 일부 연구기관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위에 제

시된 기술 중에 차세대 양극 물질로 확정된 물질

이나 기술은 없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세대 양극 물질 연구를 시도하여 상용화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몇 가지의 아이디

어로 성공할 수 없다.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기

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극 기술

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음극과 전해질, 분리막의 

기술도 함께 발전하여야 리튬이온전지 시장을 선

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 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연구 성화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 선

도하는 기업, 연구소, 나아가 국가가 되기를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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