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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 LiCoO2의 고전압 사용의 제약에 따른 용량적 한계와 코발트 원료의 높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하여 high-Nickel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Ni 함량의 증가에 따른 구조적 안

정성의 저하에 의한 전지 특성의 저하는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Ni-rich 삼성분계 양극소재 LiNi0.6Co0.2Mn0.2O2의 고안정성을 높이고자 전구체에 균일한 이종원소 Ti

를 치환을 위해서 나노크기의 TiO2 서스펜젼 형태 소스를 사용하여 전구체 Ni0.6Co0.2Mn0.2-x(OH)2/

xTiO2를 제조하였다. Li2CO3와 혼합하고, 열처리 후 양극활물질 LiNi0.6Co0.2Mn0.2-xTixO2 합성하

여 Ti 함량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및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mapping 분석을 통해 Ti 치환된 구형의

전구체와 입자 크기 측정을 통해 균일한 입자크기를 가지는 양극 활물질 제조를 확인하였고, 내부

치밀도와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 하고, X-ray Diffractometry (XRD) 구조 분석과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정량분석을 통해 Ti 치환된 양극활물질 제조 및

고온, 고전압에서 충·방전을 지속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용량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Although the development of high-Nickel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to solve the

capacity limitation and the high price of raw cobalt due to the limitation of high voltage use

of the existing LiCoO2, the deterioration of the battery characteristics due to the decrease in

structural stability and increase of the Ni content. It is an important cause of delaying com-

merci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high stability of the Ni-rich ternary cathod

material LiNi0.6Co0.2Mn0.2O2, precursor Ni0.6Co0.2Mn0.2-x(OH)2/xTiO2 was prepared using a nano-

sized TiO2 suspension type source for uniform Ti substitution in the precursor. It was mixed

with Li2CO3, and after heating, the cathode active material LiNi0.6Co0.2Mn0.2-xTixO2 was syn-

thesized, and the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Ti content were compared. Through FE-

SEM and EDS mapping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 positive electrode active material hav-

ing a uniform particle size was prepared through Ti-substituted spherical precursor an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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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Analyzer and internal density and strength were increased, XRD structure analysis and

ICP-MS quantitativ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capacity was effectively maintained even when

the Ti-substituted positive electrode active material was manufactured and charging and dis-

charging were continued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voltage.

Keywords : Co-precipitation, Cathode materials, Precursor, NCM622, Ti

1. 서 론

리튬이차전지는 전기 자동차나 전지전력저장시스템

등의 대용량 전력 저장전지와 휴대 전화, 캠코더, 노

트북, 게임기 등의 휴대전자기기의 소형 고성능 에너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기기들에 사용되는

양극소재는 LiCoO2로서 합성이 용이하며, 우수한 수

명특성을 가지는 반면, 원재료인 Co의 높은 가격과 독

성, 충전상태에서 안정성을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고용량, 고출력 및 뛰어

난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하는 중대형 전지 시장에서

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LiCoO2의 단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양극물질 개발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 중 스피넬 LiMn2O4는 높은 안정성과 수명특

성을 지니고 있고 LiNiO2는 LiCoO2 대비 낮은 원재

료 가격 및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스피넬 LiMn2O3스피넬은 적은 용

량과 고온에서의 망간이온의 용출로 인해 성능이 저

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LiNiO2는 니켈이온과 리튬이온

의 자리바꿈 현상(Cation mixing effect)으로 인해 제

조가 용이하지 않으며 리튬 탈리(deintercalation)에 의

해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저장 안정성, 사이

클 특성, 열안정성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소재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분계 양극재료 소재가 이다. 삼성분계 양극

소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LiCoO2의 우수한 수명 특성,

LiNiO2의 낮은 가격과 높은 에너지밀도, LiMnO2의 높

은 안정성과 수명특성, LiCoO2의 우수한 수명 특성과

같은 장점들을 결합한 양극소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저장장치로 쓰이는 데는 아

직 한계가 있으며, Ni 함량이 증가하면 높은 용량 특

성은 보이나 Mn, Co 함량의 감소로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생긴다.2,3) 이를 해결하고자 이종원

소 치환, 표면개질 등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high-Nickel계 중 LiNi0.6Co0.2Mn0.2O2의

전구체인 복합전이금속수산화물 Ni0.6Co0.2Mn0.2(OH)2

을 제조하였으며, 공침반응 시 이종원소 TiO2를 첨가

하여 입자 내부까지 균일하게 치환시킨 Ni0.6Co0.2

Mn0.2-x(OH)2/xTiO2(X=0,0.01,0.02)를 제조했다. 이종원

소로 Ti을 선정한 이유는 Ti4+의 이온반경(0.605 Å)이

Mn4)의 이온반경(0.53 Å)과 유사하여 구조적으로 치환

이 용이하고, 산소와의 결합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구조

적 안정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후 Li2CO3 (99.7%)

와 혼합 및 열처리 과정을 거쳐 LiNi0.6Co0.2Mn0.2-xTixO2

(X=0, 0.01, 0.02) 양극 활물질를 합성을 하였다. 합성

이후, Ti 치환 함량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수행하였으

며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를 통해 고전압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및 고온에서의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이

차전지의 양극활 물질 종류 및 구조에는 층상 구조

산화물(LiCoO2) 결정구조는 기둥 모양이며 리튬, 산소,

전이금속 순으로 층을 이루고 있다. 리튬이 모두 빠져

나오며 산소 층과 산소 층이 붙게 되어 결정구조가 붕

괴되며, 리튬이 빠져나오지 않더라도 결정내부에 리튬

이온의 양이 줄어들어서 육방정계(hexagonal system)에

서 단사정계(monoclinic system)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용량이 감소하고, 충전전압 4.2 V 이상에서 부반

응이 일어나 안정한 결정구조와 수명특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리튬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으

로 LiCoO2의 이론 용량 274 mAh/g의 50% 수준인

135 mAh/g의 용량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5,6) 최근 연

구에서는 이러한 LiCoO2의 용량감소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산화 알루미늄(AlO3), 산화 지르코늄(ZrO2) 표면

개질을 통해 사이클 특성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7,8)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양극 재료에

사용되는 Co의 가격이 고가일 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

한 공해물질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LiCoO2 이외에

는 사용화 되지 못했다. 최근 차세대 양극 활물질의 하

나로 Li (Ni1/3Co1/3Mn1/3)O2 주목받고 있다. Li (Ni1/3Co1/3

Mn1/3)O2의 각 전이금속은 Ni2+, Co3+, Mn4+ 형태로

존재한다. Mn4+은 충방전에 관여를 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Ni2+는 충전 중 Ni3+가 또는

Ni4+로 산화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Li(Ni1/3Co1/3Mn1/3)O2 역시 Ni, Co, Mn

의 약점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이금속

을 Ni, Co, Mn에 소량 치환하는 합성방법과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9-13) 스피넬 구조 산화물은, 입방정계

(cubic system) 공간군 Fd-3m에 속하는 스피넬

(spinel) 구조의 LiMn2O4는 3차원적인 배열을 하고 있

다.14-16) 120 mAh/g의 비교적 낮은 용량의 원인은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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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산화수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Jahn Teller

효과로 인해 약 20%에 달하는 부피 팽창이 일어나

격자의 불균일성이 증가되어 입자 내에 나노 입자 결

함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어진다.17) 현재 이러한 용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 코팅 방법이나

망간 일부를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하는 방법 등이 제

안되어지고 있다.18,19) 올리빈 구조 산화물의 대표 물

질은 사방정계(orthorhombic system)의 Pnma 공간군

을 가지는 LiFePO4이다. 결정학적으로는 리튬이온의

이동경로가 3차원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 골

격안의 4a site에 리튬 이온이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실제 Li 이온의 확산을 1차원적인 터널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올리빈 구조는 산소의 구조가 육방밀집 충

진되어 강하게 결합으로 인해 리튬 이온의 이동이 원

활하지 못하고, 낮은 전기전도도로 인해 전자의 흐름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리튬 탈리 시 입자 중

심에 있는 LiFePO4는 주변 FePO4의 낮은 전기전도도

로 인하여 리튬이 빠져나오지 못하여 전기화학적으로

고립된다고 보고되어지며, 리튬의 재 삽입 시 계면이

동이 입자표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심의 불활성

LiFePO4까지는 가지 못하게 되어 FePO4 구역이 내부

에 고립되게 된다. 이와 같이 불활성 영역의 존재로

인해 초기 충전 용량에 비하여 방전 용량이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전구체 합성을 위해 공침법을 이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침법은 서로 다른 이온들을 수

용액 상태에서 반응시켜 동시에 침전 시키는 방법이

다. 수용액 상에서 두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

여 침전 반응이 진행되며 그 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핵생성 단계(Formation of the primary

nuclei)로 이온쌍들이 뭉쳐 핵이 생성된다. 두 번째는 핵

이 성장하면서 콜로이드 크기로 발전하는 과정인 콜로

이드 입자 형성 단계(Formation of colloidal particles)

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침전물의

형성 단계(Formation of precipitate)로 콜로이드 입자

가 성장하여 침전되는 과정이다. 공침 시 연속교반식

반응기(CSTR, Continuously Stirred Tank Reactor)를

이용하여, 반응상태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균일한 조

성을 갖는 구형의 수산화물을 얻을 수 있다. 정상상태

에 도달하기 전까지 반응기 내부에서는 미시적으로 전

이금속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는 반응과 그 역반응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Ostwald Ripening 효과에 의해 입자 조대화가 이루어

진다. 즉, 용해 속도가 빠른 작은 입자는 용해 속도가

느린 큰 입자에 흡수되어, 작은 입자가 소멸되는 동시

에 큰 입자가 성장하면서 수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22)

또한 공침법은 용액의 농도 및 투입속도, pH, 교반속

도, 반응기 온도에 따라 침전물의 형상 및 크기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실 험

2.1. 전구체 및 양극 활물질 합성

2.1.1 전구체 합성

전구체(precursor) 제조하기 위해서 공침법을 이용하

였다. 출발물질은 NiSO4·6H2O (NorilskNickel, 100%),

CoSO4·7H2O (Mechema Chemicals International Co.

97.75%), MnSO4·H2O (Guizhou Housheng Chem,

99.04%) 각 조성에 맞게 측정한 후 Deionized Water를

용매로 사용하여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착화제로

NH4OH (Junsei)와 NaOH (Deajung, 97.0%)을 사용하

였다. Ti 원료로는 Alfa Aesar사의 나노크기의 Titanium

(IV) oxide (20~35% in H2O colloidal dispersion,

pH: 7.5-9.5)를 이용하였다. 반응기 내부의 pH는 10.5

로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일정온도 50oC에

서 1000RPM으로 교반하였다. 교반 후 얻은 침전물은

불순물인 NH4
+, SO4

2-를 제거 하기위해서 Deionized

Water로 수차례의 세척과정을 하였다. 세척 후 침전물

과 용액을 분리하기위해서 감압여과기를 사용하고

powder 형태의 속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

해서 80oC 오븐에 72시간을 건조시키면 powder 형태

의 전구체(precursor) Ni0.6Co0.2Mn0.2-X(OH)2/xTiO2

(X=0, 0.01, 0.02) 전구체를 얻었다(Table 1).

2.1.2. 양극 활물질 합성

합성된 전구체(precursor)를 Li2CO3 (99.7%)와 정량

적인 비율로 혼합하여 도가니 속에 넣고 Air 분위기

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열처리 시 승온 속도는

3oC/min 으로 900oC에서 10시간 유지하고, 이 과정을

통해 양극 활물질 LiNi0.6Co0.2Mn0.2-X TixO2 (X=0,

0.01, 0.02)를 합성하였다.

2.2 분석 방법

2.2.1 주사 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본 실험에서는 전구체 및 활물질의 형상과 입자크

기를 확인하기 위해 FIB-SEM을 사용하였고 양극 활

물질 내부로 Ti 치환의 균일정도를 확인하기 Cross-

Section Polisher (SM-09010, JEOL)를 이용하여 입

자 단면을 제조 후 EDS (Energy Dispersive X-Ray

Sepctrophotometer)를 통해 내부의 조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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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X-선 회절 분석(XRD, X-ray Diffraction)

XRD는 X선 결정에 입사시키면 Ti (= 0, 0.01,

0.02)의 결정구조 및 불순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Microtrac, S-3500을 이용해 장비를 이용하였다.

2.2.3 플라스마 원소 분석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원소의 원자들 사이의

충돌을 증가시켜 여기 된 전자의 스펙트럼 파장 분석

을 통하여 시료의 정량·정성 분석을 하는 분석방법을

유도결합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발광 분석법이라 한다.23) 분석 시료는 이를 위해 산염

기 용액을 통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며 이를 묽혀서

사용한다.

측정 장비는 BRUKER사의 Aurora M90을 사용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합성된 정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ICP-MS 이용하였다.

2.2.4 입자 강도 (Particle Hardness)

Ti 함량에 따른 양극 활물질을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각각의 Particle Hardness를 측정하였다. 측정 장비로

는 Shimadzu 사의 MCT-W500-EGA 이용하였다. 본 실

험에는 3.8736 mN/sec의 loading speed로 200 mN의 힘

을 각 샘플의 Particle에 가하여 실시하였다.

2.2.5 분체 저항율 측정기

개개의 입자가 아닌 집합 상태에 압력변화에 따른

저항률(Resistance)변화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측

정 장비는 AST WEST HI-TECH사의 분체기(MCP-

PD51)를 사용했다. 실험방법은 4KN씩 압력을 추가적

으로 가하여 저항률을 측정했다.

2.3.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2.3.1 전극 제조

합성한 양극 활물질과 도전재 사이의 결합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PVdF를 바인더로 사용하였으며, 전기

도도를 높이기위해서 전도성 입자를 가진 Super-p를

도전재로 첨가하였다. 전극은 양극 활물질 : 도전재

(Super-P) :바인더(PVdF, Polyvinylidenedifluoride))

= 95 : 2 : 3 (wt%) 비율로 섞고 NMP (N-Methtlyl-2-

pyrrolidone)을 넣은 후, 고속교반기를 이용하여 2500

~3000 rpm의 속도로 1시간 이상을 교반하였다. 슬러

리(slurry)는 집전체인 Al-foil 위에 Dr. Blade를 이용

하여 80 μm 정도의 두께로 도포하는 casting을 하고

80oC 오븐에서 NMP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120oC 오븐

에 24시간 동안 진공 건조시킨 후, roll-press를 이용하

여 전극을 60~70 μm 두께로 압축하여 사용하였다.

2.3.2 전지 조립

전지 조립은 수분이 제어된 dry-room (dew point ≤

-60oC)에서 실시하였다. Cell은 Coin-cell type (CR2032)

로 진행하였으며 음극으로는 Li-metal(99.9%) foil, 분

리막은 16um (NH616:아사히)두께의 다공성 PE

(polyethylene)를 사용하였다. 전해질로 EC (ethylene

carbonate) : EMC(Ethyl methyl carbonate) = 3 :

7 용매에 첨가제 VC (vinly carbonate)를 2% 첨가하

고 1.15 M의 LiPF6염이 용해된 유기 전해질을 사용

하였다.

2.3.3 충·방전 실험

전지 성능 평가를 하기위해 정전류인가법(galvanostatic

mode)을 사용할 수 있는 Toyo사 충·방전기를 이용하

여 Current Rate (C-rate) 변화에 따른 출력 특성

(Rate Capability)과 상온(25oC) 수명 및 고온(60oC)

수명을 평가하였다. 출력 특성은 3.0~4.3 V 전위영역에

서 출력특성은 0.1 C-rate 충·방전 1 cycle 실시하여 전

지를 활성화 시킨 후 0.2 C-rate로 충전하여 0.2C,

0.5C, 1C, 2C로 각각 1 cycle로 방전을 하였다.

상온전지성능 평가로는 Toyo사의 충·방전기에 실험

용 전지(half-cell)를 연결하여 충·방전 실험을 실시하

여 3.0~4.3 V / 4.5 V의 영역에서 측정하였으며 1 C-

rate 충·방전을 실시하여 50 cycle로 진행하였다. 그리

고 고온수명특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Toyo사의 충·방

전기에 실험용 전지(half-cell)를 연결하여 충·방전 실

Table 1. Co-precipitation conditions for precursor synthesis

Co-precipitaion

Start Material NiSO4·6H2O CoSo4·7H2O MnSO4·H2O TiO + NH4OH NaOH

Conentration 2.0 M 2.0 M 2.0 M-X (X = 0, 0.01, 0.02) X(X = 0, 0.01, 0.02) + 0.5M 2 M

Feeding Sped 0.12 L/h Auto

pH pH 10.5

Temperature 50oC

RPM 1,000 RPM

Time 8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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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실시하여 3.0~4.3 V의 영역에서 1 C-rate 충·방

전을 실시하여 40 cycle로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3.1 물리적 특성

3.1.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 전구체

공침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전구체를 SEM은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EDS 통해서 입자 표면 및 조성 분

석하였고 Fig. 2, Table 2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EDS

mapping의 결과는 Fig. 3, Fig.4에 나타내었다. 공침법

을 통하여 균일한 구형의 2차 입자를 유지를 하며 균

일한 크기를 갖는 입자가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입자의 크기와 그 형태는 전기화학적 특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인자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작은 구

형의 입자의 경우 Li 이온의 확산거리가 짧아지고 표

면적당 부피변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충·방전 시 우수

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태는 것으로 보고되고있기 때

문이다.23)

b. 양극 활물질

공침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전구체를 Li2CO3와 혼합

한 후, Air 분위기에서 900oC, 10시간 열처리하여 얻

은 양극 활물질에 대하여 SEM 결과는 Fig. 5에 나타

내었으며 EDS 결과는 Fig. 6 Table 3에 나타내었다.

양극 활물질의 형상은 전구체의 형상과 유사한 구형

Table 2. Precursor : (a) Bare, (b) Ti mol%, (c) Ti 2 mol%

(a) Bare

Elemnet Wt% At%

Ni 60.76 60.06

Co 21.10 20.77

Mn 18.14 19.16

Ti - -

(b) Ti mol%

Elemnet Wt% At%

Ni 60.01 59.23

Co 22.00 21.63

Mn 16.89 17.81

Ti 01.10 01.33

(c) Ti 2 mol%

Elemnet Wt% At%

Ni 61.41 60.48

Co 19.81 19.43

Mn 16.69 17.56

Ti 02.10 02.53

Fig. 1. Precursor shape(SEM): (a) Bare (b) Ti 1mol% (c) Ti 2mol%

Fig. 2. Precursor shape (EDS): (a) Bare (b) Ti 1mol% (c) Ti 2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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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EDS mapping 결

과는 Fig. 7, 8에 나타내었다. 입자 내부까지의 Ti의

치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ss-section Polisher를

이용하여 입자 단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Ti 1 mol%는 다소 불균일

하게 Ti가 치환 되었으며 Ti 2 mol%는 균일하게 치

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Cathode active material shape EDS: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a) Bare

Elemnet Wt% At%

Ni 62.16 61.46

Co 20.27 19.97

Mn 17.57 18.57

Ti - -

(b) Ti 1 mol%

Elemnet Wt% At%

Ni 62.14 61.36

Co 20.27 19.94

Mn 16.71 17.63

Ti 00.88 1.07

(c) Ti 2mol%

Elemnet Wt% At%

Ni 60.28 59.41

Co 21.07 20.69

Mn 16.99 17.89

Ti 1.66 02.01

Fig. 3. Precursor EDS mapping (a) Ti 1mol% (b) Ti K

Fig. 4. Precursor EDS mapping (a) Ti 2mol% (b) Ti K 

Fig. 5. Cathode active material shape: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Fig. 6. Cathode active material shape EDS: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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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i 함량에 따라 입자내부의 변화가 있음을 확

인할 수가 있다. Ti의 치환이 증가 할수록 입자내부

치밀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경(0.53 Å)보다

크기 때문에 격자가 팽창됨을 나타낸다.24) 좀 더 세밀

한 분석을 위해서 Rietveld Analysis에 의해 격자 상

수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Ti함

량의 증가함에 따라 c/a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Ti이 층상 구조의 발달 여부를 가늠하는 c/a값의

증가는 층상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3.1.2 X-선 회절 분석 (X-ray Diffraction, XRD)

Fig. 10은 합성된 양극재 LiNi0.6Co0.2 Mn0.2-XTiXO2

(x=0, 0.01 0.02)의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XRD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18o 부근에서 주 (003) Peak

이 관찰 되었고 (006)/(012), (018)/(110)면이 갈라짐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는 불순물 없는 전형적인 R-3 m

과 일치한다.24) Ti 함량이 증가할수록 003peak이 저각

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i4+이온

반경(0.605Å)이 Mn4+이온 반경보다 크기 때문에 격

자가 팽창됨을 나타낸다.

Fig. 7. Cathode active material shape EDS mapping

(a)Ti 1mol%, (b) Ti K

Fig. 8. Cathode active material shape EDS mapping (a)

Ti 2 mol%, (b) Ti K 

Fig. 9. Cross section of cathode active material: (a)Bare, (b)Ti 1 mol%, (c) Ti 2 mol%

Table 4. Lattice constant according Ti content 

Bare Ti 1 mol% Ti 2 mol%

a-axis (Å) 2.8684 2.8684 2.8686

c-axis (Å) 14.2192 14.2216 14.2250

c/a 4.9571 4.9580 4.9588 Fig. 10. XRD pattern according to Ti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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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입자크기 측정기(PSA, Particle Size Analyzer)

앞서 언급했듯이 입자의 크기와 그 형태는 전기화학적

특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성된

양극 활물질을 PSA를 통하여 입자 크기를 확인해 보았

다. 측정결과는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그 값을 수치화

하였다. 평균 입자 크기가 약 12~15 µm이며 거의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양극 활물질을 제조함을 확인하였다.

3.1.4 플라스마 원소 분석 (ICP-MS)

좀 더 세밀한 조성 분석을 위해 플라즈마 원소 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

으며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결과 값을 몰분율로 환산

하여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일한 조성을 가지는 양

극활물질 LiNi0.6Co0.2Mn0.2-xTixO2(x = 0, 0.01, 0.02)를

제조함을 확인 하였다. 

3.1.5 입자 강도 (Particle Hardness)

입자 단면 형상을 통해 Ti이 치환된 양극재의 내부

치밀도가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입자 내부 치밀도가

입자의 강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입자강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Fig. 13에 나타내었으며 표에 그 값을

수치화하여 나타내었다. Ti이 함량에 따라 평균입자강

도가 커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Ti가 치환되지 않은 양

Fig. 11. Particle size of cathode active material (a) Bare, (b)Ti 1 mol%, (c) Ti 2 mol%

Fig. 12. ICP-MS analysis result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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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물질는 입자내부가 porous하여 입자 강도가 작

으며 Ti가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내부 치밀도 증가하

여 2차 입자강도가 증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리고 입자강도의 증가로 인하여 고온·고전압에서 충·

방전 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 수명특성에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3.1.6 분체 저항율 측정기

Ti 함량에 따른 체적 저항율(Volume resistivity)을

알아보기 위해 분체 저항율 측정기를 측정하였다. 각

압력별로 12.73 kN, 25.46 kN, 38.20 kN, 50.93 kN,

63.66 kN 힘을 주어 체적 저항율을 측정하였으며 측

정결과는 Fig. 14에 나타내었다. Ti의 함량이 늘어날

수록 Ti는 산소와의 결합력이 높아 Ti 함량이 높을수

록 조밀도가 높아짐을 ICP로 알 수 있었고.체적 저항

율이 증감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곧 Li 이온 확

산 시 저항으로 작용하여 출력 특성 및 용량 발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2. 전기 화학적 특성

3.2.1 출력 특성

LiNi0.6Co0.2Mn0.2-xTixO2 (x=0, 0.01, 0.02)의 출력 특

성은 3.0~4.3 V 전위영역에서 C-rate별 0.1 C, 0.2 C,

0.5 C, 1 C, 2 C로 하여 평가하였다. 

출력 특성 비교 결과 및 각 C-rate 별로 충·방전

용량을 Fig. 15, 16, 17에 나타내었다.

T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특성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Ti 치환 따른 용량 감

소의 원인은 출력 특성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 치환에 따른 용량 감소의 원인으로 앞서 언급했듯

이 Fig.14의 Ti함량이 증감함에 따라 양극 활물질에서

의 저항 증가로 Li이온 확산이 어려워져 출력 특성이

감소하였다고 예상된다.

3.2.2 수명 특성

LiNi0.6Co0.2Mn0.2-xTixO2 (x=0, 0.01, 0.02)의 Ti 치

Fig. 13. Particle strength: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Fig. 14. Powder resistivity according to Ti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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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따른 상온(25oC) 수명 특성을 알아보고자

3.0~4.3 V/4.5 V의 영역에서 C-rate를 1C로 50 cycle

충·방전 하여 수명 특성을 비교하였다. Ti 치환에 따

른 상온 수명특성 결과를 1cycle 용량을 100%로 환

산하여 각각의 전압에서 수명 유지율을 각각 Fig. 18,

19에 나타내었다. 4.3 V의 종지전압으로 충전된 수명

특성은 Ti가 치환되지 않은 양극에서 증가할수록

50cycle 이후에 가장 낮은 용량 유지율을 보이나 Ti

함량의 따른 상온 용량 유지율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

다. 하지만 4.5 V의 종지전압으로 충전된 수명 특성에

서는 Ti 1 mol%, 2 mol%의 용량유지율은 각각

94.02%, 97.87%으로, Ti이 치환되지 않은 전극의 용

량 유지율(90.74%)보다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고용량 구현을 하기 위하여 충전 전압을 증가

시키면 Li 탈리량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하나 Ti 도핑이 구조적 불안정성을 억제에 기여

Fig. 15. Voltage profile for rate capability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Fig. 16. Voltage profile for 4.3 V lifespan rate capability at room temperature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Fig. 17. Voltage profile for 4.5 V lifespan rate capability at room temperature (a) Bare, (b) Ti 1 mol%, (c) Ti 2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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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단된다. LiNi0.6Co0.2Mn0.2-xTixO2 (x=0, 0.01,

0.02)의 Ti에 따른 고온(60oC) 수명 특성을 알아보고

자 3.0~4.3V의 영역에서 C-rate를 1C로 40 cycle 충·

방전 하여 수명 특성을 비교하였다. Ti 치환에 따른

고온 수명 특성 결과를 1cycle 용량을 100%로 환산

하여 각각의 전압에서 수명 유지율을 각각 Fig. 21에

나타내었다.

Fig. 20을 통해 반복되는 cycle 진행 중에도 방전

곡선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50cycle 이

후 Ti 2 mol% 치환된 양극에서는 용량 유지율

(91.34%)이 Ti이 치환되지 않은 양극의 낮은 용량 유

지율(82.66%)보다 8.68% 높은 유지율을 보여줌으로써

Ti가 치환된 전극에서의 고온수명 특성이 현저하게 개

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igh-Nickel 양극 소재의 고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Ti을 치환한 양극재 LiNi0.6Co0.2Mn0.2-x

TixO2 (x=0, 0.01, 0.02)을 합성하고자 공침법을 진행

하였으며 Ti 함량에 따른 물리적 및 전기화학을 특

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1) 공

침법을 이용하여 균일한 조성을 갖는 구형의 전구체

를 제조하였으며 양극활물질의 단면 ICP 분석 결과

Ti이 입자내부까지 치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SA분

석 결과, 균일한 입자 사이즈를 가지며, ICP-MS 분석

Fig. 18. Comparison of capacity retention for room

temperature 4.3 V lifespan characteristics

Fig. 19. Comparison of capacity retention for room

temperature 4.5 V lifespan characteristics

Fig. 20. Voltage profile for high temperature 4.3 V lifespan characteristics (a) Bare, (b) Ti 2 mol%

Fig. 21. Comparison of capacity retention at 600C 4.3 V

lifespa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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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균일한 조성을 가지며 Ti가 치환된 양극활 물질

를 제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X선 회절 분

석 결과, (003) Peak에서 낮은 각으로 이동하고 격자

상수 c/a 비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온반

경이 Mn이온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Ti가 내부까지 치환된 양극 활물질을 제조

하였다. 3) 입자 강도 측정 결과, Ti의 함량에 따라

내부구조의 치밀함 증가로 입자 강도 값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했다. 4) 분체 저항율 측정 결과, 체

적 저항율이 Ti 증가함에 따라 체적 저항률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곧 Li 이온 확산

시 저항으로 작용하여 출력 특성 및 용량 발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5)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결과, 출력 특성에서는 Ti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출

력 특성 및 용량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했다. 수명 특

성에서는 상온에서의 용량유지율은 큰 차이는 없으나

고온·고전압에서 Ti 함량의 따른 치환효과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이는 Ti 이온과 산소이온간의 강한 결합

력으로 인하여 입자강도가 향상되어, 고온·고전압에서

수명특성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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