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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반전지에 여러 농도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충/방
전 효율과, 음극 표면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 전해질 농도가 음극/전해질 계면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끼

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를 사용하여 표면에 생성되는 물질의 조

성과 구조를 해석하였다.

1. 서론

최근 휴대기기의 보급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

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고 에너지

밀도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이차전지의 음극 재료로 많은 물질이 제

안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리튬금속은 중량에너지

밀도가 높고(3,860mAhg-1) 산화환원전위가 낮은(표

준수소전극에 대해 -3.045V)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

에너지밀도 전지의 음극으로서 유망하다. 하지만 충

/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지상 리튬(dendrite lith-

ium)과 고립리튬(dead lithium)이 안전성과 전지수명

에 영향을 주어 실용화가 늦어지고 있다[1,2]. 따라

서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억

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새로운 전해질을 개발하거나 HF,

CO2 등의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법이 주가 되어왔다

[3-6].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해

질의 농도만을 변화시켜 음극과 전해질 계면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화학적 실험과 표면 관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2. 실험

사이클 특성과 주사전자현미경(SEM), 광전자분

광(XPS)측정을 위해 PTFE로 만들어진 3전극 cell을

이용하여, 작업 전극으로는 니켈 기판을, 상대전극

및 참조전극으로는 리튬 foil을 사용 하였다. 전해질

로는 propylene carbonate (PC)에 1, 1.21, 1.53,

2.15M이 되도록 LiN(SO2C2F5)2 (LIBETI)를 용해시

킨 비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사이클 특성 평가를 위

해서는 0.4mAcm
-2
의 전류밀도로 0.25Ccm

-2
의 리튬

을 석출시킨 후, 전극 전위 1.5V(vs. Li/Li+)까지 방

전을 하였다.

투과형전자현미경(TEM)관찰을 위한 시료는 니

켈 그리드를 작업 전극으로 하여 사이클 특성 측정

과 동일한 조건으로 충/방전에 의해 제작되었다. 충/

방전이 종료된 후, glove box 안에서 셀의 해체 및

전극의 세척이 이루어졌고, 자체 제작된 TEM 전용

밀폐 시료 홀더를 이용하여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은

상태로 시료를 이동시켰다.

XPS측정은 X-ray 소스로 MgKα(1253 eV)빔을

사용하여 5X10
-7
Pa이하의 고 진공 하에서 측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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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kV, 30mA).

모든 전기화학적 실험은 아르곤 가스로 채워진

glove box(dew point≤-80℃) 안에서 이루어졌다.

2. 결과 및 고찰

2.1. 사이클 특성

Fig. 1에 다양한 농도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얻어

진 리튬의 전기화학적 석출/용해 반응에 관한 사이

클 효율을 비교해 놓았다. 1M LiBETI/PC용액을 사

용한 경우 15사이클 전 후로 급격히 효율이 감소하

는 반면, 2.15M의 경우에는 50사이클에서도 약 70〜

80%의 고효율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리튬 석출/

용해 반응의 전해질 농도 의존성의 원인은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리튬이온에 용매화되는 PC의 수가

감소하여, 석출/용해 반응에 참여하는 리튬 이온의

용매화 상태가 변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8].

Fig. 1. Cycling efficiencies in LiBETI/PC solutions.

2.2. 표면 관찰

Fig. 1에서 보였던 농도에 따른 사이클 효율의

변화는 고농도의 전해질에서 고성능의 표면피막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얇고 안정한 표면피막이 형성되면

dendrite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9,

10].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면 관찰이 가능

한 TEM과 종래에 많이 사용되어 오던 SEM[3, 10]

을 이용하여 충 방전 후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Fig. 2에 TEM으로 관찰한 dendrite의 형상을 나

타내었는데, dendrite의 평균두께를 측정해보면 1M,

2.15M에서 각각 약 300nm, 180nm 정도이고, 그를

감싸고 있는 SEI의 두께는 각각 약 40nm, 25nm 정

도로 측정되었다. dendrite나 SEI 모두 고농도의 전

해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더 얇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 나타낸 SEM상 에서도 이와 같

은 경향을 보이는데, 같은 측정배율임에도 dendrite

의 두께가 저농도에서 더 두껍게 관찰되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전극상의

dendrite의 형상이 1M의 전해질에서는 뭉쳐져 있거

나 수직방향으로 뻗은 형상이 많은 반면, 2.15M에서

는 전극표면과 평형인 방향성을 띄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확실한 메카니즘은 알 수

없지만 전해질의 농도가 표면 피막과 dendrite생성

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전지의 효율을 증대 시킨 것

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a) 1M (b) 2.15M

Fig. 2. TEM images obtained after 30 cycles of

Ni electrode in LiBETI/PC solutions.

(a) 1M (b) 2.15M

Fig. 3. SEM images obtained after 30 cycles of

Ni electrode in LiBETI/PC solutions.

2.3. XPS 측정

각 농도에서 충 방전 후의 전극 상에 석출된 물

질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PS를 측정한 후, 그

중에서 Li1s 피크(61〜53eV)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스펙트라를 기초로 충 방전 후 전극 표면에 생성

될 것이라 예상되는 물질의 binding energy[11, 12]

를 참고로 하여 각각의 구성비를 table 1에 비교하

였다. 두 전해질 모두 Li2O, Li2CO3, LiF와 미량의

LiOH가 표면에 생성되며 1M에서는 LiF가 74.51%

로 가장 많은 조성을 차지하고 있지만, 2.15M에서는

Li2CO3가 55.25%로 1M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1M

1.21M

1.54M

2.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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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LiOH Li2CO3 LiF

eV 53.6 54.4 55.5 56.5

%
1M 3.00 〜0 22.49 74.51

2.15M 1.70 〜0 55.25 43.05

(a) 1M

(b) 2.15M

Fig. 4. The XPS spectra of Li1s for the film

formed on the Ni electrode in LiBETI/PC

solutions.

Table 1. Contents of Ni electrode surface by XPS

spectra

3. 결론

리튬금속 음극/전해질 계면반응은 전해질 농도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이클 특성 실험에서 1M

보다 2.15M의 고농도 전해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효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TEM과 SEM을 통해 고농도

의 전해질에서의 dendrite나 SEI의 두께가 더 얇다

는 것을 확인하였고, XPS의 측정을 통해 표면의 성

분을 확인하여 조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지 성능이

전해질 농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PC의 용매화 수와

고성능의 피막 형성에 있을 것이라 추정 되고, 앞으

로 이러한 농도의존현상을 확실히 밝혀 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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