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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하고자 하는 리튬-공기전지는 리튬 음극과 액체 전해질 사이의 화
학적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리튬이온전지는 액체전해질의 사용으로 인해 폭발 등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리튬-공기전지에서 리튬 음극을 액체 전해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리튬이온전지의 액체전해질과 대체하였을 때 전극과도 안정한 고체전해질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체전해질은 구조적으로 crystalline, glassy, 폴리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crystalline 구조의 고체전해
질은 glassy 및 폴리머 고체전해질에 비해 상온에서 비교적 이온전도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1]. 그러나 
이온전도도가 높은 황화물 및 질화물 고체전해질은 수분에 민감한 반면 [2,3], 산화물 계열의 물질은 안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전도도가 높은 산화물인 lithium lanthanum titanate 
(Li0.5La0.5TiO3, LLTO)를 고체전해질로 선정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화학적 안정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LLTO와 각종 용액과의 화학적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체전해질을 DI water, 1 M LiPF6 Ethylene 
Carbonate (EC)-Dimethyl Carbonate (DMC) (50:50 vol.%), 0.57 M LiOH (pH=13), 0.1 M HCl (pH=1)에 
immersion하고 무게, 표면형상, 상(phase), 이온전도도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LLTO와 전극간의 반
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LLTO 분말과 음극물질인 Li4Ti5O12 및 양극물질인 LiCoO2 분말을 혼합한 후 300oC
∼700oC의 온도범위에서 열처리하여 반응을 가속화 한 후 상변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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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studied the bonding structures of five membered aromatic ring heterocyclic molecules, such as 
furan, thiophene, and selenophene, adsorbed on the Si(100) surface at room temperature with density 
functional theory. Additionally, we have investigated the evolution upon annealing of thiophene and 
selenophene molecules on the Si(100) surface by the core-level photoemission spectroscopy and near-edge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NEXAFS). The core-level-spectra measu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re 
consistently interpreted in terms of various adsorption structures suggested by theoretical calculations. In 
this study, we found the most suitable structures by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considering room 
temperature and mild therm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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