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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n-situ 전기화학 AFM과 In-situ 전기화학 Raman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리튬 이차전

지의 흑연 음극과 PC계 전해질 계면에서의 반응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In-situ 전기화학 AFM 분석방

법을 통하여 PC계 전해질에서 용매화된 리튬의 삽입/탈리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n-situ 전기화학 Raman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PC계 전해질에서는 삼원계 Li-GIC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리튬 이차전지가 휴대용 기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와 같은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안전하고, 고출력의 전지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

라서 용매화된 리튬의 용액내 확산, 탈용매화 반응,

리튬의 삽입/탈리반응 등과 같은 전지의 반응을 명

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지의

반응들은 대부분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진행되며

전지의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극

과 전해질 계면에서의 계면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현재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으로서 흑연이 사용되

고 있으며 전해질로는 EC(ethylene carbonate), PC

(propylene carbonate)와 같은 용매에 리튬염을 용해

시킨 비수전해질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EC

계 전해질에서는 안정한 SEI(solid electrolyte inter

face)의 생성으로 안정한 리튬이온의 삽입/탈리반응

이 진행되지만 PC계 전해질에서는 리튬의 삽입/탈

리반응 대신에 용매화된 리튬의 공삽입 반응에 의한

흑연의 퇴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situ 전기화학 AFM 분석

과 In-situ 전기화학 Raman 분석방법을 통하여 흑

연 음극과 PC계 전해질에서의 계면반응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또한 최근 LiBOB(lithium bis(oxalato)bo

rate)염을 사용할 경우 순수한 PC용매에서도 리튬의

삽입/탈리반응이 진행된다는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

데 LiBOB/PC 전해질에서의 표면피막 형성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실험
In-situ 전기화학 AFM에서는 작업전극으로

HOPG(highly oriented pyrolitic graphite), 상대전극

과 참조전극으로 금속리튬을 사용하여 접촉모드에서

측정하였다. 충방전 테스트는 작업전극으로 천연흑

연 NG-7(natural graphite)을, 상대전극으로 금속리

튬을 사용하여 코인셀을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전해

질로는 PC와 EC+DEC(diethyl carbonate) 각각의 용

매에 1moldm-3의 LiClO4가 용해된 비수용액을 사용

하였다.

In-situ Raman 분석에서는 작업전극으로 HOPG,

상대전극과 참조전극으로 금속리튬을 사용하여 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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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석영셀을 제작하였다. 전해질로는 PC용매에 1 m

ol dm-3의 LiClO4가 용해된 비수용액을 사용하였다.

CV측정은 3 V 와 0 V 사이에서 5 mV s
-1
로 진

행되었다.

[그림 1] In-situ electrochemical AFM

[그림 2] In-situ electrochemical Raman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1 M LiClO4/PC 전해질에서 5 mV s-1

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각 전위에서의 HOPG 표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 V 부근에서 용매화된 리튬

의 삽입에 의한 표면변화를 관찰 할 수 있으며 전위

가 내려감에 따라 계속되는 용매화된 리튬의 삽입과

전해질의 분해에 의해서 융기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C계 전해질에서는 안

정한 표면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첫 사이클에 생성

된 융기구조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 하지만 PC계 전해질에서는 이러한 융기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삽입된 용매화된

리튬이 일부 흑연 층간에서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

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HOPG 표면에 전해질 분해

에 의한 표면피막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산화과정동안에 HOPG 표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정하게

존재하던 용매화된 리튬의 탈리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림 3] In-situ electrochemical AFM images of HOPG in 1 
M LiClO4/PC.

이러한 PC계 전해질에서의 용매화된 리튬의 삽입

/탈리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In-situ 전기화

학 Raman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4] In-situ electrochemical Raman spectra of HOPC in 1 M 
LiClO4/PC.

그림 4는 in-situ Raman spectra를 나타내었다. 1

580 cm
-1
부근에서 흑연의 G-band를 관찰할 수 있

다. 0.9 V에서 용매화된 리튬의 삽입에 의한 E2g2(b)

-band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0 V에서

E2g2(i)-band는 사라지고 E2g2(b)-band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stage-2구조의 삼원계 Li-GIC가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산화과정동안 용매화된 리

튬의 탈리에 의하여 E2g2(b)-band가 사라지고 E2g2(i)

-band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

기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삽입된 용매화된 리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원반응 이후에 0.01 V

에서 2시간동안 유지시켰다. 2시간 이후에 산화반응

동안에 in-situ 전기화학 Raman으로 E2g2-band의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 산화반응동안 E2g2(b)-band가

사라지고 3.0 V에서 E2g2(i)-band가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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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0.01 V의 낮은 전위에서도 안정한 용매화된

리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In-situ electrochemical AFM images of HOPC in 
1 M LiBOB/PC

그림 5는 0.5 M LiBOB/PC 전해질에서 2 mV s
-1

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각 전위에서의 HOPG 표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V에서 1.7 V 부근에서의

환원전류를 관찰 할 수 있으며 AFM 사진에서 1.7.

V 부근에서 표면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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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harge/discharge curves of NG-7 in 0.5 M 
LiBOB/PC.

일반적으로 PC계 전해질에서 1 V 부근에서 용매

화된 리튬의 삽입에 의한 융기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데 이 계에서는 이러한 융기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LiBOB/PC 전해질에서는

1.7 V에서 안정한 표면피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그림 6은 LiBOB/PC 전해질에서 NG-7(na

-tural graphite)음극의 충방전 커브를 나타내었다.

NG-7 음극에서도 가역적인 리튬의 삽입/탈리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7 V부근의

환원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

째 사이클에서는 이 환원반응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첫 사이클에서 1.7 V에서의

환원반응에 의하여 안정한 표면피막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4. 결론
In-situ 전기화학 AFM 분석방법을 통하여 PC계

전해질에서는 표면피막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용매화된 리튬의 계속되는 삽입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삽입된 용매화된

리튬은 일부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산화과정동

안 용매화된 리튬의 탈리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HOPG의 edge부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In-situ 전기화학 Raman 분석방법에서도

용매화된 리튬의 삽입/탈리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PC계 전해질에서는 삼원계 Li-GIC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LiBOB염을 사용하였을

경우 1.7 V 부근에서의 안정한 표면피막의 형성으로

순수한 PC용매를 사용하여도 리튬의 삽입/탈리반응

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PC

계 전해질에서 1 V부근에서 진행되는 용매화된 리

튬의 삽입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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