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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기 충전 과정에서 흑연 음극에 생성되는 표면피막은 리튬 이차전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전지

반응은 표면피막의 본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표면피막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표면피막의 형성 반응은 흑연/전해질 계면에서 진행하는 매우 복잡한 계면 현상

이며, 표면피막은 반응성이 높고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리튬 이차전지의 전극 표면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in-situ 실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전위가 제어된 상태에서

다양한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하는 전극/용액 계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원자간력

현미경(Electrochemical Atomic Force Microscopy, ECAFM)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본 총설

에서는 흑연 음극에 생성되는 표면피막의 본질적 이해에 중점을 두어 표면피막의 생성기구 및 전해질

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in-situ ECAFM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Abstract : The surface film, which is formed on graphite negative electrodes during the initial

charging, is a key component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The battery reactions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nature of the surface film. It is thu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hysi-

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urface film. On the other hand, the surface film formation is a

very complicated interfacial phenomenon occurring at the graphite/electrolyte interface. In studies

on electrode surfaces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in-situ experimental techniqu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surface film is highly reactive and unstable in the air. In this respect

electrochemical atomic force microscopy (ECAFM) is a useful tool for direct visualizing elec-

trode/solution interfaces at which various electrochemical reactions occur under potential control.

In the present review, mechanism of surface film formation and its correlation with electrolyte

are summarized on the basis of in-situ ECAFM studies fo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surface film on graphite negative electrodes.

Keywords : Lithium secondary battery, Graphite negative electrode, Surface film, SEI, ECAFM, Co-

intercalation, E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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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튬 이차전지란 리튬의 산화·환원반응을 전극반응으로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 및 방출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다.1)

충전 과정에서는 양극(LiCoO2 등의 전이금속 산화물)이

산화되며 탈리된 리튬 이온이 음극(흑연 등의 탄소재료)

에서 환원되어 삽입되며 외부로부터의 전기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고, 방전 과정에서는 음극이 산화

되며 탈리된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환원되어 삽입되며 화

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된다.2) 이런 원리

로 작동하는 리튬 이차전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음극 반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밀도란 전지 전압에 용량

을 곱한 값으로, 전지의 에너지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양극 반응은 고전위에서 음극 반응은 저전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전지에 비해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

반응 전위가 매우 낮아(Li4/3Ti5/3O4와 같은 고전위 음극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0.0~1.0 V vs. Li/Li+) 전지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극에서의 반응이 매우

낮은 전위에서 진행함으로 인하여 에너지밀도는 높아지

지만, 한편으로는 전극 표면에서 전해질 분해 반응이 가

속화되어 전지 특성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전해질의 분해 반응을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

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흑연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도록

한다. 흑연 음극에서는 리튬 이온의 삽입(intercalation)·탈

리(de-intercalation) 반응이 0.0~0.25 V(vs. Li/Li+) 영역에서

진행하는데,3-6) 이것은 열역학적으로 매우 강한 환원 분위

기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전해질이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

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 전극 반응에 수반되어 전해질이 환

원되어 분해된다(현재까지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만 진행

되고 분해되지 않는 전해질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극 반응인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와 더불어 전해질의

분해 반응이 경쟁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와 같은 전해질의 분해반응은 전지의 중요한 구성 요

소 중 하나인 전해질의 소모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전해질

이 고갈되거나 전해질 분해 등에 의해 기체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전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용액

계의 전해질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물이 분해되며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 반응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리튬 이차전지의 전해질로 수용액

계를 사용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비수용액계의 유기계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이 검토되었고, 그 결과로 ethylene

carbonate(EC)계의 전해질을 사용하면 흑연에 전기화학적

으로 리튬 이온이 삽입·탈리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흑연에 리튬이 삽입되어 리튬-흑연층간화합물(Li-Graphite

Intercalation Compound, Li-GIC)을 형성한다는 것은

1955년에 보고되었지만,7) 전기화학적으로 Li-GIC의 합성

에 성공한 것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90년의 일이었

다.8) 이처럼 EC계 전해질이 발견되고 이를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가 1991년 실용화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EC계 전해질이 흑연 음극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EC계의 전해질을 이용하더라도 전해질은 음

극에서 분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연 음극에서

안정하게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 반응이 진행되는 것은

전해질 분해에 의해 흑연 음극 표면에 생성되는 피막의 존

재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리튬 이온이 흑연에 삽입되기에 앞서 전해질이 분해되어

전극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데, 이 피막은 리튬 이온을

통과시키는 성질은 가지고 있으나 전자의 이동은 차단시

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막이 형성되면 전

극과 전해질 사이에서의 전자 이동에 의한 전해질 분해가

억제되고 선택적으로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만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피막은 SEI(Solid Electrolyte Interface

또는 Solid Electrolyte Interphase)로 불리고 있다. SEI의

개념은 금속 리튬에서의 리튬의 석출·용해 반응을 설명

하기 위해 Peled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9,10) 이 개

념을 흑연 전극에 적용시킨 것은 Yazami 그룹에 의해서

이다.11) 현재 제안되어 있는 흑연 음극의 SEI에 관한 모

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SEI는 전기화학적

Fig. 1.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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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임피던스의 해석을 통해 제안되었으며,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인 흑연의 단면(edge plane)과 전해질 계면에

존재한다. 한편, 전해질은 단면뿐만 아니라 기저면(basal

plane)에서도 분해되어 단면과 기저면 모두에 피막을 형

성하는데, Fig. 1에도 나타냈듯이 리튬 이온의 삽입·탈

리 반응은 흑연의 단면을 통해서만 진행한다.12,13) 따라서

엄밀하게는 단면에 생성된 피막이 SEI이며, 기저면에 생

성된 피막이 SEI의 기능을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단면과 기저면에 생성된 각각의 피

막이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

처럼 SEI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의 피막을 구분

하여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14,15) 그렇지만 단면과

기저면에 생성된 피막 모두가 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며, 본 총설에서는 이후 SEI라는 표현 대신에

표면피막(surface fi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면과

기저면에 생성된 피막 모두를 지칭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음극에 표면피막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전해질의 분해

와 함께 비가역적으로 전하가 소비된다. 즉, 표면피막의

성분에 리튬이 함유됨으로 인하여 전극반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튬 이온의 수가 줄어들어 용량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생성된 표면피막은 전지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클 진

행에 따라 반복되는 전극의 수축·팽창에 의해 파괴되기

도 하며, 열에 취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열충격에 의해 쉽게

용해되거나 파괴된다. 이와 같이 파괴된 표면피막은 계속

되는 충방전 과정에서 다시 수복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또다시 비가역적으로 전하가 소비되어 지속

적인 가역용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처럼 표면피막은 비가역용량의 직접적 원인이며 전

지의 열안정성을 낮추는 원인 또한 제공하고 있지만 전

해질이 계속하여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피막으로서

의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어 리튬 이차전지에 있어서 필

요악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고성능의 리튬

이차전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표면피막을 결부

시켜 생각하면, 높은 이온전도성과 낮은 전자전도성을 가

지며 전극의 수축· 팽창에 잘 견디는 유연하고도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표면피막을 적은 양의 전기량으로 전극

표면에 형성시킬 수 있다면 전지의 성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표면피막은 전지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면피막에 관한 물리화학적인 본질적 이

해를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그와 같은 표면피막의 본질적 이해에

중점을 두어 흑연 음극에 생성되는 표면피막의 생성기구

및 전해질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in-situ 전기화학적 원자

간력 현미경(Electrochemical Atomic Force Microscopy,

ECAFM)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흑연 음극의 표면피막

2.1. 표면피막의 공기 중 안정성 및 조성

Fig. 2에 순환전위주사법(Cyclic Voltammetry, CV)에

의해 천연 흑연 분말의 전극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킨 후

투과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opy, TEM)

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흑

연 전극의 표면에 약 40 nm의 두께를 가진 피막이 생성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a)는 CV 실시 후에 공기

와 접촉시키지 않은 시료로부터 얻은 결과이고, Fig. 2(b)

는 10초간 공기와 접촉시킨 시료로부터 얻은 결과이다.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10초간의 짧은 접촉에 의해

표면피막의 형상이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흑연의 표면위에 생성된 피막이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

정한 물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dström 그룹은 광전자

분광법(Photoelectron Spectroscopy, PES)을 이용한 분석에

의해, 공기와 접촉된 시료의 표면피막 성분 중에 Li2CO3

Fig. 2. TEM images of a natural graphite powder (a) without air exposure and (b) with air exposure for 10 seconds after

the second cycle of CV in 0.95 mol kg
−1 LiClO4/EC + DEC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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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표면 피

막이 공기와 접촉하면 Li2CO3 성분이 증가됨을 보고하였

다.16) Fig. 2(a)에 나타낸 변형된 표면피막 중에 Li2CO3

성분이 증가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와 같

은 TEM 분석 및 PES 분석 결과로부터 ex-situ 분석에

의해 표면피막의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표면피막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면피막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자들 간의 통일된 의견은 아직까지

얻어지지 않고 있다. Aurbach 그룹은 푸리에변환-적외선

분광법(Fourier Transformation Infrared Spectroscopy,

FT-IR)을 주된 분석 수단으로 이용한 연구를 통해 ROCO2Li

와 lithium alkoxide 등이 표면피막의 주성분임을 보고하

였다.1729) 한편, Peled 그룹에서는 X선 광전자 분광법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을 주된 분석

수단으로 이용한 연구를 통해 LiF, Li2CO3, Li2O, LiOH

등으로 구성된 무기화합물이 표면피막의 주성분임을

보고하고 있다.14,15,30,31) 또한, Ogumi 그룹에서는 열분

해-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Pyrolysi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 Pr-GC-MS)을

이용하여 피막 중에 에틸렌옥사이드(-CH2-O-) 단위를

가진 올리고머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표면피

막은 polyethyleneoxide(PEO)와 유사한 구조의 고분자를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32)

이와 같은 세 그룹의 연구 결과는 일견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FT-IR과 Pr-GC-MS에 의해서는 무기물

의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며 XPS에 의해서는 유기물의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측정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흑연의 표

면피막은 고분자를 함유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혼합물

로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유기물 성분

과 무기물 성분 각각의 독립된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성분들이 표면피막의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지(서로 단순히 섞여 있는지 독립적

인 층을 이루고 있는지)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표면피막의 제어를 통한 전지 성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부분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x-situ 분석을 이용하여 표면피막의 조성을 연

구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

에서 언급했듯이 시료가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기 중의 어떤 성분이 표면피막의 어떤

성분과 반응하여 무슨 물질을 생성하는지에 관한 체계적

이고도 조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예는 없지만, Fig. 2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짧은 시간 공기와 접촉되는 것에 의해

표면피막이 변질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ex-situ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시료에 남아있는 리튬염 성분을 제

거하기 위하여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세척

공정을 통해 표면피막의 일부 성분이 소실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in-situ 분

석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분석이 in-situ

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여러 기기분석 분야에 있

어서 in-situ 분석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2.2. 용매 공삽입(co-intercalation)을 수반하는 표면

피막 형성 과정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EC계의 전해질 용액은 표면

피막 형성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이 전해질을 이용하면

흑연 내부에 전기화학적으로 리튬을 삽입시키거나 삽입된

리튬을 매우 높은 효율로 다시 탈리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런데 초기 충전 과정에서 리튬만이 흑연 내부에 삽

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중의 용매도 함께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용매 공삽입 현상은 Besenhard

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것으로 표면피막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Besenhard 그룹은 고배향성 열분해 흑연(Highly Oriented

Pyrolitic Graphite, HOPG)을 음극으로 이용하여 전기화학

적 리튬의 삽입·탈리에 따른 전극의 팽창·수축을 in-situ

의 조건에서 팽창계(dilatometer)에 의해 관찰하였다.33,34)

그 결과 리튬 이온이 단독으로 삽입되는 전위 영역(0.0~

0.25 V) 이외의 0.8 V 근처에서 반응 전과 대비하여 HOPG

전극이 기저면과 수직방향으로 약 1.5배 팽창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용매화된(solvated) 리튬 이온의 삽입

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용매 공삽입 현상

은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분석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물질의 삽입에 의해 흑연 층의 간격

이 넓어지면 Bragg의 이론에 따라 XRD의 피크 위치가

저각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결과는 얻

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용매 공삽입이 처음으로 보고되었

던 당시에는 Besenhard 그룹의 연구에 대한 신뢰성에 의

문을 던지는 연구자도 많았지만, 이후 주사탐침형 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y, SPM),35-44) Raman 분광법45)

등에 의해 용매 공삽입을 지지하는 결과가 보고되어 현재는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용매 공삽입 현상을 수반하는 표면피막 형성

과정은 Fig. 3을 통해 직접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Fig. 3은 HOPG를 전극으로 이용하여 리튬의 삽입·탈리

과정을 in-situ ECAF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40) 전극 표

면의 형상이 1V 부근에서 변하기 시작하며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삽입에 의한 hill 구조 및 blister 구조가 0.95~

0.80 V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Fig. 3(d)의 하단부에 보

이는 hill 구조는 전해질이 분해되어 흑연 표면 위에 부착

된 것이 아니라 용매화된 리튬 이온이 흑연 내부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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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흑연 표면이 부분적으로 완만한 계단 형상으로 부

풀어 올라 형성된 것으로 용매 공삽입 현상의 직접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hill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용매화

된 리튬 이온의 상태로 흑연 층간에 존재하지만, 여기서 전

극 전위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흑연 층간에 존

재하는 용매가 환원에 의해 분해되어 일정 형태를 취하지

않는 blister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용매 공삽입

에 의한 hill 및 blister 구조의 형성 이외에도, Fig. 3(e)

와 Fig. 3(f)에서 알 수 있듯이 0.65 V 이하의 전위 영역에

서는 전해질 분자가 직접 전극 표면에서 환원되어 표면에

피막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극 반응을 Fig. 4에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3과 Fig. 4로부터 흑연의 내부와 외부에서 진행하

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응이 표면피막 형성에 관여하

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각각의 조성 및 역

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데, 역할의

관점에서는 흑연 내부에 생성된 물질이 계속되는 용매의

공삽입에 의한 흑연의 파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흑연

외부에 생성된 물질은 전극과 전해질의 직접적 접촉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

면, 흑연에 안정적으로 리튬이 삽입되고 다시 탈리하는데

있어서 흑연 내부 및 외부에 생성된 물질 모두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피막은 이러한 두 종

류의 물질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만 한다.

이처럼 용매 공삽입 반응이 안정하며 효과적인 표면피

막 형성 과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공삽입된

용매의 분해 생성물이 흑연 내부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리튬 이온이 삽입될 수 있는 사이트 수가 감소되어 흑연

전극의 용량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흑연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는 용매 공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흑연 층이 박리되어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물질의 양을 감

소시켜 전극의 용량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44)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전지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용매

공삽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전해질의 종류에 크게 의존하다.

2.3. 표면피막의 구조에 미치는 전해질의 영향

EC계의 유기용매에 리튬염이 용해된 전해질을 이용하면

전기화학적으로 리튬의 삽입·탈리를 가능하게 하는 표면

피막이 흑연 전극에 생성되는데, 앞 절에서 언급한 표면

피막의 형성에 관여하는 두 종류의 반응 i)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흑연 층간 삽입 및 분해 반응, ii) 전해질 용액의

흑연 표면에서의 직접적인 분해 반응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리튬염과 용매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절에서는

리튬염과 용매의 영향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리튬염의 영향에 관해서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Fig. 5

Fig. 3. (a) Cyclic voltammograms and (b-g) in-situ ECAFM images (5 × 5 µm2)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obtained at various potentials during the first cycle at 0.5 mV s
−1 in 1 M LiClO4/EC + DEC (1 : 1). The arrows in

parentheses denote the direction of raster of the micro-cantilever of ECAFM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J.

Electrochem. Soc., 148, A989 (2001). Copyright 2001, The Electro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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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morphology changes at (a) 2.9 V before CV, (b) around 1 V, (c) around 0.8 V, and

(d) < 0.65 V in 1 M LiClO4/EC + DEC (1 : 1).

Fig. 5. In-situ ECAFM images (10 × 10 µm2) and height profiles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obtained at 2.9 V

after the first cycle of CV in (a) 1 M LiClO4 and (b) 1 M LiPF6 dissolved in EC + DEC. The dotted square in each image

shows the area where the surface film was scraped off by repeated ECAFM scanning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J. Electrochem. Soc., 148, A989 (2001). Copyright 2001, The Electro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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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해할 수가 있다.40,46) Fig. 5는 리튬염으로 LiClO4

와 LiPF6를 함유한 EC계의 전해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각

각의 표면피막을 in-situ ECAF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물

론 안전성의 관점에서 LiClO4가 아닌 LiPF6를 이용하는 전

해액이 실용화되어 있지만, LiClO4는 매우 안정한 화합물

로 신뢰성과 재현성이 우수한 실험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물질이다. ECAFM 측정은

탐침과 시료가 접촉하는 접촉모드와 접촉하지 않는 비접

촉모드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접촉모드에서 ECAFM

을 가동시키면서 시료와 탐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적절히

제어하면 Fig. 5에서와 같이 흑연 표면을 덮고 있는 피막의

일부만을 제거할 수가 있다.47)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피

막이 제거된 부분과 제거되지 않은 부분의 높이차를 측정

하여 피막의 두께를 알 수 있다. Fig. 5에서 각 그림의 중앙

부분에 점선의 사각형으로 나타낸 부분이 ECAFM의 탐침

에 의해 전극 표면에 생성된 피막이 제거된 부분이다. 이 결

과로부터 LiClO4를 함유한 전해질 용액에서 생성된 피막의

두께는 약 40 nm로 LiPF6를 함유한 전해질로부터 생성된

피막보다 약간 두껍지만 좀 더 치밀한 피막이 생성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표면피막 조성이 무엇이며

어느 표면피막이 보다 우수한 전지 특성을 나타내도록 기능

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리튬염의 종류에

따라, 바꾸어 말하면 전해질 중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종류

에 따라 표면피막의 구조가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 아

울러 이 두 종류의 전해질 용액에서 진행하는 용매 공삽입

반응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반응 기구에 의해 진행된다.

리튬염을 해리시키고, 해리되어 생성된 리튬 이온이 원

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전해질 중의 용매

또한 표면피막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EC와 propylene

carbonate(PC)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PC는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이용하는 리튬 일차전지의 전해액 주성분으로

상용화될 만큼 우수한 특성을 가진 용매이지만, PC를 주

성분으로 하는 전해질 용액 중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EC계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Li-GIC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물리화학

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인데 이에 관해서는 아직 명

확한 과학적 해석이 얻어지지 않고 있다.

환형 카보네이트인 EC는 비유전율이 높지만 상온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EC에 diethyl carbonate(DEC), dimethyl

carbonate(DMC), ethylmethyl carbonate(EMC)와 같은 저

점도의 선형 카보네이트가 혼합된 전해질 용매가 상용화

되어 있다.48,49) EC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표면피막을 형성하

는 용매인데, EC에 혼합되는 공용매(co-solvent)인 선형 카보

네이트에 의해 표면피막의 구조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g. 6은 EC에 DEC와 DMC가 각각 혼합된 용매와 EC 단독

용매 중에서 생성된 세 종류의 표면피막을 in-situ ECAFM에

의해 관찰한 결과이다.43) Fig. 5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표면피막의 일부분을 제거한 후, 피막의 두께를 측정하면

DEC와 DMC를 함유하는 전해질 중에서 생성된 피막이 이

들 선형 카보네이트를 일절 함유하지 않은 EC 단독 용매

중에서 생성된 피막보다 2배 이상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C 단독 용매 중에서 생성된 피막이 다른 두

종류의 전해액에서 생성된 피막보다 치밀한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전해질 용액이 흑

연 표면에서 직접 분해되어 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에 용매

가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이해할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

른 구조의 피막이 생성되는 이유로는 용매가 분해되는 과

Fig. 6. In-situ ECAFM images (10 × 10 µm2)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after the first cycle of CV in 1 mol dm
−3

LiClO4 dissolved in (a) EC + DEC (1 : 1), (b) EC + DMC (1 : 1), and (c) EC. The dotted square in each image shows the

area where the surface film was scraped off by repeated ECAFM scanning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Electrochim.

Acta, 47, 1975 (2002). Copyright 2002,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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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환형 카보네이트에 비해 선형 카보네이트가 다량의

기체상 물질을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0,51)

한편, Fig. 6에 나타낸 각각의 이미지에서 표면피막이

제거된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면 용매가 공삽입되어 분해되

어 생성된 blister를 확인할 수 있고 이로부터 용매의 공

삽입 반응에 미치는 용매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낸다. Fig. 7(a)-(c)는 Fig. 6에서 피막이 제거

된 부분만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7(d)는 EC를 함

유하지 않은 DMC 단독 용매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각 이미지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흑연 표면이 불규

칙적인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blister로 흑연 층의 사이에서

용매화된 리튬 이온이 분해되어 생성된 구조이다. 이 결과

로부터 용매의 공삽입 반응이 EC 단독 용매와 EC+ DMC

혼합 용매에서보다 EC + DEC 혼합 용매와 DMC 단독

용매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Fig. 7(d)에 나타낸 DMC 단독 용매 중에서의 결

과가 다른 세 가지의 EC계에서 얻어진 결과보다 좁은 관

찰 영역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DMC 단독

용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용매 공삽입 반응이 진행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매의 공삽입 반응은

사용하는 전해질 용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것

은 본질적으로 각 전해질 용액 중에 존재하는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2.4.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와 용매 공삽입 반응의

상관성

전해질 용액 중에서 리튬 이온은 용매 분자에 의해 둘

러싸여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용

매화된 리튬 이온이 전해질 중을 이동하여 전극 반응에

참여한다. 이것은 용매인 카보네이트 구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과 리튬 이온이 약하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 결합력은 donor number로 표현되는 용매의

전자 공여성 크기에 따라 다르며, 리튬 이온을 둘러싸는

용매화수(solvation number) 또한 전해질의 용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리튬과 용매사이의 결합력은 전지의 입출

력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리튬 이온이 흑연 전극

내부에 삽입되기 위해서는 리튬과 용매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흑연 음극에서의 반응이란

용매화된 리튬이 전극에 접근하여 리튬으로부터 모든 용

매가 떨어져나간 후 리튬 이온만이 SEI를 통과하여 전극

내부로 삽입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리튬 이온과 용매

와의 결합 에너지가 흑연 음극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

으로서 작용하게 된다.52-54) 최근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

해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전극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 전지의

입출력 특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의 기초 연구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앞 절에서 언급했었던 용매의 공삽입

현상이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면피막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위해

서는 그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55-57)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 해석에는 Raman 분광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Fig. 8(a)에 EC + DEC 혼합 용매에

LiClO4가 용해되어 있는 전해질 용액의 Raman 스펙트럼

을 나타낸다. 이 전해질 용액 중에는 두 종류의 EC(리튬

이온의 용매화에 참여하는 EC와 참여하지 않는 EC)가

존재하며, DEC도 EC와 동일하게 두 종류의 DEC가 존

재하여 총 네 종류의 용매가 존재한다. 이렇게 전자적 환

경이 다른 각각의 용매들은 Fig. 8의 (b)와 (c)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파수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용매에 대해 용매화에 참여하는 분자의

적분 강도 IS와 참여하지 않는 분자의 적분 강도 IF를 구

하여 용매화에 참여하는 분자의 분율을 계산하고, 전해질

용액의 제조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인 용액 중 전체 용매

분자의 농도 CM과 리튬염의 농도 CS를 이용하면 아래 식

에 의해 간단하게 겉보기 용매화수 n을 구할 수 있다.48)

그런데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는 용매화에 참여하는 분

자의 피크와 참여하지 않는 피크가 서로 중첩되어 간단

하게 적분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Fig. 8(a)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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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situ ECAFM images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obtained at 2.9 V after the first cycle of CV in

1 mol dm
−3 LiClO4 dissolved in (a) EC, (b) EC + DEC

(1 : 1), (c) EC + DMC, and (d) DMC. The area of (a)-(c) is

5 × 5 µm2, and (d) is 2 × 2 µm2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Electrochim. Acta, 47, 1975 (2002).

Copyright 2002,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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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Raman 스펙트럼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종류의 화학종에(용매화된 EC, 용매화된 DEC, 용매화

되지 않은 DEC 그리고 이온쌍을 형성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ClO4
− 이온) 기인하는 피크가 파수 900 cm−1

부근에서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peak

fitting의 방법에 의해 각각의 성분을 분리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Fig. 8(d)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Raman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몇

가지 전해질의 용매화수와 각 전해질 중에서의 용매 공삽

입 거동을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선형 카보네이트가 많이 용매화되어 있는 리튬 이온은 흑연

내부로 용이하게 삽입된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용매화된 리튬 이온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체적을

고려하면, 환형 카보네이트보다도 선형 카보네이트가 공

간에서의 자유 체적이 크기 때문에, 선형카보네이트로 용

매화된 리튬 이온의 크기가 환형 카보네이트로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크기보다도 커져서 흑연 내부에 삽입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되는 해석으로, 향후

보다 폭넓고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최근 이

온액체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활발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유기 전해액과 이온액체의 혼합 용액인데,58-61) 이 경

우에도 리튬 이온 이외의 양이온이 전극 내부에 삽입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표면피막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2.5.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 제어를 통한 표면피

막의 형성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피막의 형성 반응은 용매

Fig. 8. Raman spectra of (a, d) 1 M LiClO4/EC + DEC, (b) 1 M LiClO4/EC, and (c) different concentration of LiClO4/

DEC. The (d) was obtained by the curve fitting of the (a). Dotted lines: experimental data, solid lines: deconvoluted bands; bold

lines: fitted curves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Electrochim. Acta, 47, 1975 (2002). Copyright 2002, Elsevier).

Table 1. Apparent solvation numbers of Li+ with EC,

DEC, and DMC in some EC-based electrolyte solutions

and degree of solvent co-intercalation in each solut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Electrochim. Acta, 47,

1975 (2002). Copyright 2002, Elsevier)

Solution n

(EC)

n

(DEC)

n

(DMC)

n

(total)

degree of solvent

co-intercalation

EC 4.6 - - 4.6 inactive

EC + DEC

(1 : 1)b

3.1 1.1 - 4.2 active

EC + DMC

(1 : 1)b

2.9 - 0.2 3.1 inactive

DMC - - - - very active

a Lithium salt: 1 M LiClO4; 
b By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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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실험적 사실을 역으로 생각하면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

조를 적절히 바꾸는 것에 의해 표면피막의 특성을 개량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앞

절에서와 같이 공용매를 바꾸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전

해질 중에 존재하는 리튬염의 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

다. 즉, 전해질 중의 리튬 이온과 용매의 몰비를 바꿈으로

인해 1개의 리튬 이온에 용매화되는 용매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리튬

이온을 둘러싼 용매의 수를 조절하면 전혀 다른 표면피막

의 생성 거동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충방전 거동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56,61,62,63) 이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을 PC계의 전해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PC 단독 용매에 LiClO4,

LiPF6, LiCF3SO3, LiN(SO2C2F5)2 등과 같은 리튬염이 1몰

용해된 유기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Li-GIC를 합성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보고가 되어 있는 실험적 사실이다.64-67) 이것은 흑연에 안

정한 표면피막이 생성되지 않고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삽

입에 의해 흑연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들 용액에서

는 리튬 이온 1개에 약 4개의 PC 분자가 용매화되어 있는

데, 용액 중의 리튬염 농도를 높여 용매화되는 PC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용매화되는 PC의 수가 변한다는 것은

전해질 용액 중에 존재하는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흑연 전극의 충방전

거동이 Fig. 9에서와 같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다.61) Fig.

9에 보이는 충방전 곡선의 형태와 비용량 수치로부터, 고

농도의 전해질 용액에서 충방전이 진행된 흑연 전극에는

안정한 표면피막이 생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충전 과정

에서 stage-1의 Li-GIC가 생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in-situ ECAFM과 XRD 분

석에 의해 주어진다.

In-situ ECAFM에 의해 Fig. 9의 고농도 용액에서 생성

되는 흑연의 표면피막을 관찰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낸

다.62) CV를 통해 전극 표면에 균일한 피막이 생성되었음

을 Fig. 10(a)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표면피막에 의해

전해질 분해가 억제되어 안정되게 충방전 반응이 진행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면피막은 반복되는 스캔 과정

에서 ECAFM의 탐침에 의해 제거할 수가 있다. Fig. 10(c)

에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탐침에 의해 피막이 부분적으로

제거된 부분으로 연속되는 스캔에 의해 넓은 영역에 걸쳐

Fig. 9. Charge and discharge curves of natural graphite

powder in two kinds of PC-based solutions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Electrochemical and solid-state letters,

6, A13 (2003). Copyright 2003, The Electrochemical Society).

Fig. 10. In-situ ECAFM images (5 × 5 µm2)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obtained at 2.9 V after the first cycle of

CV at 0.5 mV s
−1 in 2.72 mol dm

−3 LiN(SO2C2F5)2/PC. Each image was obtained at (a) first (b) 20, (c) 50, (d) 70, (e) 85, (f) 100,

(g) 120, and (h) 170th AFM scans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J. Power Sources, 175, 540 (2008). Copyright 2008,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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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이 제거되는 양상을 Fig. 10으로부터 알 수 있다.

Fig. 10(h)의 이미지에서 피막이 제거된 부분과 표면에

남아있는 부분의 높이 차를 측정하면 약 8 nm로, 이것은

앞서 설명한 EC계에서 생성된 피막보다도 얇은 두께이다.

흑연 전극에 안정한 표면피막이 생성되면 PC를 주성분

으로 하는 전해질 용액 중에서도 EC계에서와 동일한 stage-

1의 구조를 가지는 Li-GIC 화합물이 생성되며 이것은

XRD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11(a)는 반응 전의

순수한 흑연 전극으로부터 얻어지는 XRD 패턴으로 26.6o

부근에 (002)면에 기인하는 강한 피크가 관찰된다. 이러

한 흑연의 내부에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EC계 전해질

용액 중에서 최대 LiC6의 조성까지 리튬 이온을 삽입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합성된 stage-1 구조의 Li-GIC에 대한

XRD 패턴이 Fig. 11(b)이다. 리튬의 삽입에 의해 면간

간격이 넓혀져 Fig. 11(a)에서의 (002)면에 의한 피크가

Fig. 11(b)에서는 저각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XRD 분석은 Li-GIC의 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PC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해질

용액 중에서 얻어진 흑연 전극의 XRD 패턴인 Fig. 11(c)

를 보면 Fig 11(b)에서와 같이 stage-1 구조의 Li-GIC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in-situ ECAFM과 XRD 분석을 통하여 용매화

된 리튬 이온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꿈으로 의해 표면

피막이 생성되지 않는 계가 표면피막이 생성되는 계로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고농도의 전

해액은 전도도와 가격적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실용

적인 관점에서는 난점을 가지고 있지만, EC의 분해 생성

물보다도 PC의 분해 생성물이 얇은 표면피막을 형성한

다는 것은 PC의 피막 형성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발판으로 흑연과 PC

계면에서의 전기화학적 현상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6. 표면피막의 열적 안정성

흑연의 표면피막은 전극이 놓여 있는 열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g. 12는 표면피막의 열적 안정성을 알아

보기 위해, CV에 의해 표면피막이 생성된 흑연 전극을

여러 온도에서 보관한 후에 in-situ ECAFM에 의해 관찰

한 결과이다.68,69) Fig. 12(a)는 표면피막이 생성된 온도와

동일한 온도에서 보관된 전극의 이미지로, 16nm의 두께를

가진 매우 치밀한 구조의 피막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전극의 보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Fig. 12(b)

와 Fig. 12(c)에 보이는 것처럼 표면피막의 두께가 45oC에

서는 약 2배, 60oC에서는 약 3배 정도 두꺼워졌고, 치밀

했던 피막이 다공성 구조의 피막으로 변형된 것을 알 수

Fig. 11. XRD patterns of the graphite electrodes (a)

before and (b, c) after the first charging in (b) 1 mol dm
−3

LiClO4/EC + DEC (1 : 1), (c) 2.72 mol dm
−3 LiN(SO2C2F5)2/PC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J. Power Sources, 175,

540 (2008). Copyright 2008, Elsevier).

Fig. 12. In-situ ECAFM images (10 × 10 µm2) and height profiles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obtained at 2.9 V in

1 M LiClO4/EC (a) after the first cycle of CV at 30oC, followed by storage at 2.9 V at (b) 45, (c) 60, and (d) 80oC for 12

hours. The dotted square in each image shows the area where the surface film was scraped off by repeated ECAFM

scanning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Langmuir, 20, 1348 (2004). Copyright 2004,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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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보관 온도의 상승에 의해 표면피막이 파괴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80oC에서 보관된

전극의 표면피막은 오히려 두께가 얇아졌는데 이것은 보관

과정에서 표면피막의 성분이 전해질 중에 용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열에 의해 파괴된 표면피막이 다시 수

복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전하가 소비되어야 하기 때

문에 비가역용량이 발생하여 전지의 성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Fig. 12의 결과로부터 흑연의 표면피막이 열에 매우 취

약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전지가 지속적인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내열성 피막을 흑연 전극에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전극 또는

전해질을 개선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해질 개선의 관점에서 vinylene carbonate(VC)와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여 표면피막의 열적 안정성이 개선된 예를

Fig. 13에 나타낸다. Fig. 13은 VC가 함유되지 않은 또는

함유된 각각의 전해질 용액 중에서 표면피막이 생성된

흑연 전극을 60oC에서 보관한 후에 in-situ ECAFM에 의해

첨가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Fig. 12(b)와 Fig. 13(a)

를 비교하면 열에 의한 표면피막의 파괴가 Fig. 13(b)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Fig. 12에서는 흑연 전극이 전기화학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2.9 V에서 보관되었지만 Fig. 13에서는 전기화학적

반응이 진행되는 0.05 V에서 보관됨으로 인해 표면피막이

파괴되어 다시 전해질 용액과 접촉하게 된 전극 표면에

서 전해질 분해를 수반하는 전기화학적 반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면피막의 변형이 Fig. 13(b)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VC를 함유한 전해질 용액

중에서는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

면피막 형성 과정에서 VC가 관여하여 다른 조성을 가진

표면피막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험적 사실로밖에 이해할 수 없

으나, 향후 이와 같은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표면

피막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결 론

본 총설에서는 리튬 이차전지의 흑연 음극과 전해질 계

면에서 진행하는 전해질 분해 반응을 억제하여 전극 반

응이 성립하도록 작용하지만, 한편으로 전지의 가역용량

감소, 사이클 특성 저하, 열안정성 저하 등을 유발하여

리튬 이차전지에 있어서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흑연 음극의 표면피막에 관한 본질적 이해를

목적으로, in-situ ECAFM을 주된 분석 수단으로 이용하여

실시된 기초연구의 예를 소개하였다. 본문에서 계속하여 언

급한 내용이지만 과거 20년간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표면피막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에 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식들이 산업 현장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표면피막에 관한

지식적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그 원

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보다 깊고도 본질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

겠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방법에 대한 개선 및 새로운 관

점에서의 접근을 포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의 개선에 관한 한 가지 방향으로는 in-situ 분

석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면피막을 분석하는 데에는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세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실험 기술적으로 용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면피막 분석을 위한 in-situ 기술이 더욱 발전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in-situ 분석 기술로 in-situ

XRD와 in-situ Raman 분석법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전극의 벌크 구조를 해석하는 데에는 유용하

지만 표면피막과 같은 전극의 표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

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대기압 주사

전자현미경(Atmospheric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이 개발되어 전기화학 반응에 의한 용액 중에서의

금속 석출을 관찰한 예가 보고되고 있는데,70) 이와 같은

분석 기술이 리튬 이차전지의 연구에 적용된다면 표면

피막에 관한 이해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Fig. 13. In-situ ECAFM images (10 × 10 µm2) and height

profiles of the HOPG basal plane surface obtained at 2.9 V

1 M LiClO4/EC (a) without (b) with 3 wt% VC after the first

cycle of CV at 30oC followed by storage at 0.05 V at 60oC

for 12 hours. The dotted square in each image shows the area

where the surface film was scraped off by repeated ECAFM

scanning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Langmuir, 20,

1348 (2004). Copyright 2004,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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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수

용액을 전해질로 이용하여 표면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수용액은 수소를 발생하며 분해되기 때

문에 리튬 이차전지의 전해질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나,

수용액의 이론 분해전압인 1.23 V를 훨씬 뛰어넘어 열역

학적 관점에서 전해질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없는 2 V에

서 작동하고 있는 납축전지를 생각하면 리튬 이차전지의

전해질로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리튬의 삽입·탈리가 가능한 물질로서 수소과전압

이 크며 수소가 발생하기 전에 전극 표면에 안정한 피막

이 형성된다면 전지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수용액 전해질의 높은 이온전도도로 인해 전지의 입출력

특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표면피막 생성에

따른 용량 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극 물질의

합성 과정에서 표면에 미리 표면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표면피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향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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