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d Materials for Energy & Environment laboratory

(AMEE)
강병우 교수님 연구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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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Advanced Materials for Energy & Environment laboratory (AMEE)에서는 에너지 저장 물질, 그 중에서도
주로 리튬 이온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전지는 휴대용 장치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거치용 전지 등 폭넓은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풍력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등의 재생에
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CO2를 발생
시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 중에서도 energy
density와 power density가 높은 리튬 이온전지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는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및 EV(Electric Vehicles)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전지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
료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material science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강병우 교수님은 2009년에 MIT에서 Ph.D를 마치시고 2년간 MIT에서 Postdoctoral Associate로 연구하시고
2011년 8월부터 POSTECH에서 교수로써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2009년에 Nature지에 실
린 ”Battery materials for ultra fast charging and discharging”이 있습니다.

AMEE 멤버들이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유선영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AMEE에서 리튬 이온전지의 양극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전지를
큰 범주로 나누었을 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극 물질은 용량과 작동 전압
을 높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분야 중 하나인 LiFePO4 양
극 물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전기 자동차 전력 공급원으로 가장 유망한 물질은 올리빈
구조의 LiFePO4(양극물질) 입니다. 전지 자동차로의 응용에 있어서 LiFePO4는 고출력 고온 안정성 등을 만족시키
는 물질입니다. 저는 이 물질의 나노 크기에서의 반응메커니즘을 전기화학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김민경 (통합과정)
리튬 이온전지 양극물질 그 중에서도 지금은 fluorophosphates 물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전지는 점
점 적용 시장이 커짐에 따라, 높은 용량과 에너지의 요구에 맞추어 그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양극 물질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하빈 (통합과정)
저는 리튬 이온전지에 사용될 고체전해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체전해질은 액체전해질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액체전해질을 대신할 것입니다. 기존 고체전해질의 이온 전도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이온 전도도를 최적화 시키며 실제 전지에 응용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고체전해질 물질 합성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욱 (통합과정)
저희 연구실에서 유일하게 음극물질인 Lithium Titanium Oxide를 다루고 있고, fluoride계열의 합성 및 전기화
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물질을 나노 섬유로 가공할 수 있는 electrospinning을 병행중
입니다.

김채아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이차전지 연구를 선도해나갈 AMEE의 한 멤버인 김채아입니다. 저는 현재 리튬 이차전지에 필수적
인 양극물질 연구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용액 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성
능 좋은 이차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고은 (연구 참여생)
저는 리튬-서퍼 전지의 양극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튬-서퍼전지는 기존의 리튬 이온전지에 비해 10
배 이상의 높은 이론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전지자동차 등에 사용될 고에너지 이차전지로써 매우 각광받고 있습
니다. 하지만 리튬-서퍼 전지는 불안정한 사이클 안정성으로 인해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연구 참여생)
저는 Borate계를 이용한 새로운 양극물질 합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전지의 가장 큰 목표는 대용량
과 높은 전압차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borate계 양극물질은 매우 가벼운 성질을 가져 대용량 전지의 가
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차세대 양극 물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