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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일 뿐만 아니라 낮은 환원전위(-3.04 V vs. SHE)와 큰 이론용량

(3860 mAh g-1)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음극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리튬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

하는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전지의 효율과 에너지 밀도 극대화를 위해 얇은 두께의 리튬 전극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리튬 박을 제조하는 물리적인 압연 방법으로는 일정수준 이하의 두께를 가지

는 리튬 박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방법 대신 전해도금법으로 박막

의 리튬을 전착하여 전해도금 시 사용되는 전해액의 종류와 전착 조건이 전착 특성 및 전착된

리튬의 전기화학 특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전착 전해액의 농도가 높을 수록 리튬 덴드라

이트(dendrite) 형성 억제에 유리한 크고 둥근 형태의 리튬 입자를 형성하였으며 우수한

stripping 효율 (92.68%, 3M LiFSI in DME) 을 나타냈다. 전착 속도(전류 밀도)의 경우 속도

증가에 따라 리튬이 길이 방향으로 성장하여 길고 끝이 뾰족한 형태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비표면적 증가로 전착된 리튬 전극의 stripping 효율이 감소(90.41%, 3M LiFSI in

DME, 0.8 mA cm-2)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두 종류의 염과 용매를 조합하여 얻은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 DOL (1 : 1 vol%) (Du-Co) 전해액에서 전착된 리튬 전극

이 가장 우수한 stripping 효율 (97.26%) 및 안정적인 가역성을 보였으며, 이는 염의 분해물로

구성된 전극 표면 피막의 Li-F 성분이 주는 안정성 향상과 피막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DOL 효

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 A lithium is the lightest metal on the earth. It has some attractive characteristics

as a negative electrode material such as a low reduction potential (-3.04 V vs. SHE) and a

high theoretical capacity (3,860 mAh g-1). Therefore, it has been studied as a next generation

anode material for high energy lithium batteries. The thin lithium electrode is required to max-

imize the efficiency and energy density of the battery, but the physical roll-press method has

a limitation in manufacturing thin lithium. In this study, thin lithium electrode was fabricated

by electrodeposition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compositions of electrolytes and the cur-

rent density. Deposited lithium showed strong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condition and its

characteristics. The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affects to the shape of deposited lithium particle.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s, the shape of particle changes from a sharp edged long one to

a rounded lump. The former shape is favorable for suppressing dendrite formation and the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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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de shows good stripping efficiency of 92.68% (3M LiFSI in DME, 0.4 mA cm-2). The shape

of deposited particle also affected by the applied current density. When the amount of current

applied gets larger the shape changes to the sharp edged long one like the case of the low

concentration electrolyte. The combination of salts and solvents,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 DOL [1 : 1 vol%] (Du-Co), was applied to the electrolyte for the lithium deposition.

The lithium electrode obtained from this electrolyte composition shows the best stripping effi-

ciency (97.26%) and the stable reversibility.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the stability of the

surface film induced by the Li-F component and the DOL effect of providing film flexibility.

Keywords : Lithium Metal Battery, High Energy Density, Advanced Anode Material, Electro-

deposition, Thin Lithium Electrode

1. 서 론

리튬이온전지는 상용화 된 이차전지 중 가장 우수

한 특성을 가지는 전지로 핸드폰, 노트북 등 휴대용

소형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최근 화석연료

고갈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의 이슈로 인해 전

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큰 관심을 받고 있

으며, 이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ESS의 에너지 저장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에너지 밀도 특성

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1,2) 1970년대 제안된 초기 리튬

이차전지에서 리튬 금속을 직접 음극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위험성으로 인해 실제 상용화 되

지는 못하였다.2,3) 리튬 대체 음극 소재로 이온상태의

리튬이 가역적으로 삽입/탈리 가능한 탄소계의 소재가

리튬 대체 음극소재로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흑연은 탄소계 소재 중 독보적으로 사용 우

위에 있으나 용량의 한계 때문에 (~372 mAh g-1) 추가

적인 에너지밀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음극 소

재가 필요하다.4-6) 리튬은 가벼울 뿐 아니라 낮은 환

원전위 (-3.04 V vs. SHE)와 3,860 mAh g-1 의 높은

이론 용량을 가지고 있어 고에너지 차세대 음극 소재

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리튬 금속을 음극

으로 적용할 때, 전지의 효율과 에너지밀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얇은 두께의 리튬 전극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리튬 박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 압

연 방법으로는 리튬의 두께를 제어하는데(≤ 20 μm) 한

계가 있다.8) 전해도금법을 이용하면 얇은 두께를 가지

는 리튬 전극의 제조가 가능하나 전해도금에 사용되

는 전해액 조성과 도금 조건에 따라 전착된 리튬의

특성에 차이가 발생한다.9-12) 따라서 전해도금 시 사용

되는 전해액의 종류와 도금 조건에 따라 전착되는 리

튬의 물성 및 이들의 전기화학적 반응성이 어떻게 변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리튬염 두 종류(LiFSI,

LiTFSI)와 용매(DME, DOL)의 조합을 통해 전해액

농도 및 조성을 조절하여 리튬 전착에 사용되는 전해

액을 설계하고, 전해액의 조성 및 전류밀도(전착속도)

를 변수로 다양한 리튬 전착 전극을 제조하였다. 전착

과정에서의 과전압, 전착된 리튬의 형상, 전기화학반

응(stripping) 효율, 전착 리튬 표면피막 성분 등을 평

가 및 분석하여 전착 조건(전해액 조성 및 공정조건)

이 전착 과정 및 전극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

여 보고한다.

2. 실 험

2.1 전착 리튬 전극 제조 및 분석

LiFSI (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enchem),

LiTFSI (lith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imide,

enchem)을 리튬 염으로, DME (1,2-dimethoxyethane,

enchem), DOL(1,3-dioxolane, enchem)을 용매로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6종의 전착용 전해액을 제조하였

다. 1M LiFSI in DME, 2M LiFSI in DME, 3M

LiFSI in DME,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Dual),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 DOL[1 : 1 vol%] (Du-Co), 3M LiFSI in

DME : DOL[1 : 1 vol%] (Co-solvent).

전착 리튬 제조를 위한 2032 coin-type 셀은 전착

상대전극으로 리튬 (600 μm 두께, 15Ø 직경), 전착용

집전체로 구리 (20 μm  두께,  16Ø 직경) ,

polypropylene (PP) 분리막 (25 μm 두께, 19Ø 직경)

으로 구성되었다. 전착용 셀은 Ar 분위기에 수분이 1

ppm 이하로 제어된 글로브박스 내에서 조립되었다. 전

착 과정은 CTS-LAB(BaSyTec.)설비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으며, 리튬 전착 용량은 4 mAh cm-2 가 되도록

제어하였다. 전착 과정에서 초기 과전압은 초기 전압

강하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낮은 전위 값과의 차이

이며, 전착 과정의 과전압은 전압이 안정화된 이후 유

지되는 마지막 전위 값과의 차이로 전착 조건에 따른

과전압을 비교하였다. 전착된 전극의 회수를 위해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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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체하여 전극 표면의 전해액 성분을 DME로 제

거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글로브 박스 내에서 진행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SEM, FEI, Inspect F50)을 사용하

여 전착 된 리튬의 형상 및 전착 전극 두께 확인하였

다. 또한 X-ray 광전자 분광기 (XPS, Thermo

Fisher Scientific, K-ALPHA+XPS System)를 사용하

여 리튬 표면에 형성된 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 성분을 분석하였다. XPS 측정조건으로

monochromatic Al Ka(hv = 1486.6 eV) source가 사

용되었고, energy는 72W (12kV)로 작동되었다. 측정

결과는 C1s(284.6 eV)로 보정한 후 분석하였다.

2.2 전착 전극의 전기화학성능 평가

전착 된 리튬 전극의 전기화학 성능 평가는 2032

coin-type cell을 이용하여 CTS-LAB(BaSyTec.)으로

진행되었다. 전기화학 성능 평가 셀은 전착된 리튬 전

극, 전착 상대전극 리튬 (200 μm 두께, 15Ø 직경),

polypropylene (PP) 분리막 (25 μm 두께, 19Ø 직경)

으로 구성되었다.

전착 전극의 stripping 효율 평가를 위해 카보네이

트 기반 전해액인 1M LiPF6 in EC : DEC :

DMC (1 : 2 : 1 vol%) + 2 wt% VC (enchem)

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Stripping 평가는 전류밀도

0.2 mA cm-2 으로 cell 전압이 1.0 V 에 도달할 때까

지 진행하였으며, stripping 효율은 Coulombic

efficiency(%) = Q(stripping) / Q(plating) * 100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착 전극의 plating / stripping 가역성 평가를 위해

3M LiFSI in DME (enchem)가 적용되었으며, 고정된

전류밀도(4 mA cm-2)에서 1 mAh cm-2 만큼 plating /

stripping 과정을 반복하였다. 평가는 stripping 최종 전

압이 3.0 V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전해액의 농도는 점도 및 전도도 뿐만

아니라 전극 표면에 형성되는 SEI 피막 성분에도 영

향을 미친다.13,14) 리튬 전착 반응에서 전해액의 농도

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세가지 농도의 전해

액 1M LiFSI in DME, 2M LiFSI in DME, 3M

LiFSI in DME에서 리튬을 전착 시켰다. Fig. 1은 전

착과정 중 셀의 전압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전해

액에서 전착 초기 과전압 거동이 관찰되었으며, 1시간

이후 안정화되어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Fig. 1-b에 나

타난 전착 초기 과전압은 전해액 농도가 증가할 수록

-104.90 mV, -60.86 mV, -49.38 mV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무기 피막 성분의 증가에 따른 리튬

이온의 반응성 향상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농

도에서는 용매 대비 염에 의한 분해가 지배적으로 일

어나므로 SEI에 무기 성분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구리 집전체 표면에 공급되는 리튬이온의 양이 충분하

여 리튬의 반응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15) 초기 이후 전

착 과정의 과전압은 -10.87 mV ~ -14.30 mV (vs. Li/

Li+)로 전해액 농도와 무관하게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전착이 완료된 셀을 해체하여 전착 전극을 육안으

로 확인한 결과(Fig. 2), 1M 전해액을 사용한 경우는

전착면이 매우 불균일하여 전착 전극 사이로 집전체

표면이 관찰되나 전해액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밀

도의 균일한 전극이 형성되었다. 전착된 리튬 박의 표

Fig. 1. Process of Li-metal plating at 0.4 mA cm-2 current

density with electrolyte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1M, 2M, 3M LiFSI in DME); (a) overall voltage profile,

(b) enlarged early process showing IR drop, and (c)

comparing overpotentials.

Fig. 2. Pictures of electrodeposited Li-metal electrodes

with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a) 1M LiFSI in DME,

(b) 2M LiFSI in DME, and (c) 3M LiFSI in 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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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형상과 내부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착 전극의 평

면 및 단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Fig. 3). 전착된 전

극의 두께는 모든 샘플에서 약 19~21 μm로 전해액 농

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전착된 리튬의 입자

는 전해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고 긴 바늘모양에서

크고 둥근 모양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크고 둥

근 모양의 리튬 입자가 가늘고 긴 바늘모양 대비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고농도 전해액이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에 유리한 몰

폴로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10)

각 농도 별 전해액에서 전착된 전극들을 1M LiPF6

in EC : DEC : DMC (1 : 2 : 1 vol%) + 2 wt%

VC 전해액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stripping한 결과,

1M 전착 전해액 전극은 68.87%, 2M 전착 전해액

전극은 91.46 %, 3M 전착 전해액 전극은 92.68%로

전착에 사용된 전해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stripping 효

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4). 저농도 전해액

에서 나타나는 낮은 효율은 전착의 불 균일성과 증가

된 비표면적으로 인해 전극 표면에 피막이 많이 형성

된 결과로 볼 수 있다.16) 따라서 전착 전해액의 농도가

증가 할 수록 표면이 균일하며,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

제하고, 높은 stripping 효율을 나타내는 리튬 전극을 제

조 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리튬 전착 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

소로 전착 속도를 들 수 있다. 전착 속도는 생산성

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전착된

전극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전착 속도 실험을 위해 전착 시 전류밀도를

조절하였으며, 전해액 농도 별 실험에서 가장 높은 효

율을 보였던 3M LiFSI in DME 전해액을 기준 전

착 전해액으로 사용하였다. 전착 용량을 4 mAh cm-2

로 고정하고 각각 0.2 mA cm-2 - 20시간, 0.4 mA cm-2

- 10시간, 0.8 mA cm-2 - 5시간으로 전착하여 전착 속

도 별 3종의 전착 샘플을 얻었다. 전류밀도에 따른 전

착 시 과전압을 비교한 결과, 초기 IR에 의한 과전압

과 전착 과전압 모두 전착 전류밀도가 높을수록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 일정한 저항에

서 전류증가에 따른 전압 증가가 관찰되어 Ohm의 법

칙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착 전극은 육안으로

는 전류밀도와 무관하게 모두 균일한 것으로 관찰된

Fig. 3. SEM images of electrodeposited the Li-metal electrode top(a-c) and side(d-f) view; (a,d) 1M LiFSI in DME, (b,e)

2M LiFSI in DME, and (c,f) 3M LiFSI in DME.

Fig. 4. Voltage profiles of the Li-metal electrode during

stripping process; electrodes were prepared with

electrolytes having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1M, 2M,

3M LiFSI in DME plati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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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6). Fig. 7에 나타낸 전착 전극의 SEM 결과,

전착 두께는 모두 약 21 μm이지만 전류밀도가 증가할

수록 리튬 입자가 가늘고 긴 입자 형상을 가지는 경향

을 보인다. 전류밀도 증가에 의해 전착 초기 과전압이

커지면 작은 크기의 리튬 핵이 다량 형성되고,17) 핵에

서 성장하는 리튬 입자는 길이 방향으로 성장을 선호하

여 aspect ratio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류밀도 별

로 전착된 리튬을 stripping한 결과 (Fig. 8), 전착 전류

밀도가 높을 수록 stripping 효율이 감소하였다.

(0.2 mA cm-2 - 93.60%, 0.4 mA cm-2 - 92.52%, 0.8

mA cm-2 - 90.41%) 입자 형상에 따라 증가된 비표면

적으로 인해 전극 표면에 피막이 많이 형성된 결과이

Fig. 5. Process of Li-metal plating at various current

density (0.2 mA cm-2, 0.4 mA cm-2, 0.8 mA cm-2); (a)

voltage profiles, (b) enlarged early process showing IR

drop, and (c) comparing overpotentials.

Fig. 7. SEM images of electrodeposited Li-metal electrode top(a-c) and side(d-f) view; (a,d) 0.2 mA cm-2, (b,e) 0.4 mA cm-2, (c,f)

0.8 mA cm-2. Schematic view of (g) the lithium morphology at various current densities.

Fig. 6. Pictures of electrodeposited Li-metal electrodes at

different current density; (a) 0.2 mA cm-2, (b) 0.4 mA cm-2,

and (c) 0.8 mA cm-2.



전기화학회지, 제 22권, 제 3 호, 2019 133

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전해액의 농도에서 전류밀도 증

가 시 피막이 형성될 수 있는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이

로 인해 전착 과정의 과전압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전

착 전극의 stripping 효율 감소를 초래한다.

전해액 농도(3M) 및 전착 전류밀도(0.4 mA cm-2)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리튬 염과 용매 조합을 변경한

다양한 전해액 환경에서의 전착 과정과 전착 전극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해액의 조성은 전해액 물성 뿐

만 아니라 SEI 피막의 성분 차이로 인해 리튬 전착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면 피막이 LiF-rich

무기성분으로 구성되면 에너지 장벽이 낮아져 빠른 리

튬의 확산이 가능하므로 리튬이 둥글고 평평한 모양

으로 전착된다는 보고가 있으며,18) cyclic ether인

DOL은 전해액 분해 시 poly-DOL oligomer와

elastomer를 포함하는 유연한 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그러므로 피막성분으로 LiF를 형성할

수 있는 리튬 염 2종(LiFSI, LiTFSI)과 유연한 피막

을 형성하는 용매를 설계하여(DME + DOL)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 DOL[1 : 1

vol%] (Du-Co) 전해액을 제조하였다. 비교군으로는

3M LiFSI in DME,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Dual), 3M LiFSI in DME : DOL[1 :

1 vol%] (Co-solvent) 3종의 전해액을 적용하였다.

제조한 전해액 조성 별 전착 거동을 비교한 결과

(Fig. 9), 각 전해액에 따른 초기 IR 과전압은 다음과

같이 3M LiFSI in DME (-49.38 mV) < Du-Co (-

52.26 mV) < Dual (-67.90 mV) < Co-solvent (-

77.46 mV) 순서로 증가하며(Fig. 9-b), 전착 과전압은

Du-Co (-10.87 mV) < 3M LiFSI-DME (-14.30 mV)

Fig. 8. Voltage profiles of Li-metal electrodes during

stripping process; electrodes were prepared under

different current density (0.2 mA cm-2, 0.4 mA cm-2,

0.8 mA cm-2).

Fig. 9. Process of Li-metal plating at 0.4 mA cm-2 current

density with various electrolytes (3M LiFSI in DME,

Dual, Du-Co, Co-solvent); (a) voltage profiles, (b)

enlarged early process showing IR drop, and (c)

comparing overpotentials.

Fig. 10. Pictures of (a) Co-solvent electrolyte, and (b) the condition of deposited Li-metal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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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l (-23.65 mV) < Co-solvent (-31.29 mV)로 증가

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9-c). DME 단일 용매에

LiFSI와 LiTFSI를 복합 염으로 사용한 Dual은 3M

LiFSI-DME 대비 초기 IR 및 전착 과전압이 증가한

반면, 복합 염에 DME와 DOL을 공용매로 적용한

Du-Co는 Dual 대비 과전압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

다. 하지만, 3M LiFSI 단일 염에 DME와 DOL을 공

용매로 적용한 Co-solvent는 다른 전해액들보다 초기

IR 과전압과 전착 과전압이 가장 크며 이는 전해액

물성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Fig.

10-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solvent가 일반 전해액과

는 달리 매우 높은 점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기 보

고된 바에 의하면 LiFSI는 DOL 용매에 아주 낮은

용해도를 가지며, DOL의 open-ring polymerization

반응을 쉽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Co-

solvent로 전착된 전극은 세척 과정 중 구리 집전체에

서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Fig. 10-b). 집전체로부

터의 탈락현상은 전착전극과 집전체의 결착력이 저하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착 리튬의 손실 및 저항

증가에 따른 전극 특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세척이

완료된 4종 전착 전극의 사진을 Fig. 11에 나타냈다.

사진으로부터 탈락현상이 일어난 Co-solvent 전착 전

극을 제외한 나머지 전극이 모두 균일하게 전착된 것

을 알 수 있다.

전착된 전극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SEM으로 해

체된 전극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 12) 3M LiFSI

in DME에서 전착된 리튬은 약 21 μm의 두께를 가지

고 LiFSI와 LiTFSI 복합염인 Dual과 Du-Co는 전착

된 리튬 층이 약 25 μm 로 증가한다. 전해액 물성이

크게 바뀐 Co-solvent를 제외한 3종 전해액 결과로부

터 전착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용매 조성이

아닌 염 조성(LiFSI, LiTFSI)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전착 리튬 입자 형상은 샘플 간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전해액 물성에 큰 차이가 있었던 Co-

solvent는 약 38 μm의 두꺼운 리튬 층이 전착 되었고

전착된 리튬 입자가 다른 전해액에 비해 매우 작고

리튬사이 공간도 많아 전착 층의 밀도가 확연히 낮은

모습을 보인다. 각 전착된 전극을 이용하여 1M

LiPF6 in EC : DEC : DMC(1 : 2 : 1 vol%) +

2 wt% VC 전해액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stripping 효

율을 확인하였다(Fig. 13). 3M LiFSI in DME,

Dual, Du-Co 전착 전극은 각각 92.68%, 90.70%,

Fig. 11. Pictures of electrodeposited Li-metal electrodes with different electrolytes; (a) 3M LiFSI in DME, (b) Dual, (c)

Du-Co, and (d) Co-solvent.

Fig. 12. SEM images of electrodeposited Li-metal electrodes top(a - d) and side(e - h) view; (a, e) 3M LiFSI in DME, (b ,f)

Dual, (c, g) Du-Co, (d, h) Co-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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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로 모두 높은 stripping 효율을 보였으나 Co-

solvent 전착 전극은 67.73%로 매우 낮은 효율을 나

타내었다. 이는 리튬 탈락으로 인한 리튬 손실(Fig.

10-b) 및 입자 사이즈 감소와 기공도 증가에 따른 전

착 층 밀도 감소(Fig. 12-d,h)가 전해액과의 부반응 면

적을 증가시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3M LiFSI

in DME, Dual, Du-Co 전착 전극의 형상에는 큰 차

이가 없으나 stripping효율은 Dual(90.70%) < 3M

LiFSI in DME(92.68%) < Du-Co(97.26%) 순서로

증가한다. 전착된 전극의 형상이 유사함에도 stripping

효율에 차이를 보여 전극 표면의 피막 성분이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극 표면 XPS 분석을 실시

하였다. Fig. 14에 나타난 XPS spectra는 전해액 조

성 간 전극 표면에 형성된 피막 성분이 확연하게 차

이 남을 보여주고 있다. LiTFSI와 LiFSI 염을 포함하

는 전해액을 이용하여 리튬 전착 시 전극 표면 피막

의 성분은 Li2NSO2CF3, LiyC2Fx, LiF 등이 형성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0) 피막 성분이 균일하지

않으면 각 성분의 전도도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

균일한 전류 밀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리튬 전착을

유도한다.10,11) F1s 스펙트럼에서 3M LiFSI in DME

는 LiF에 해당하는 684.8 eV 피크만 나타나며, C-F

결합을 나타내는 688 eV 및 Li2CO3(또는, Li alkyl

carbonate)에 해당하는 C1s 스펙트럼에서의 290 eV

피크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LiFSI와 LiTFSI가 함께

사용된 Dual과 Du-Co전해액 전착 전극 표면에서는

688 eV 및 290 eV 피크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LiFSI가 단일 리튬 염으로 사용되면 LiF-rich하고 균

일한 SEI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F-

rich 피막은 리튬 전착 시 리튬 입자를 둥글고 치밀하

게 전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8) 이러

한 피막 성분의 차이가 3M LiFSI in DME에서 전

Fig. 13. Voltage profiles of Li-metal electrodes during

stripping process; cells were assembled with various

electrolytes (3M LiFSI in DME, Dual, Du-Co, Co-solvent

plating samples).

Fig. 14. XPS spectra of the electrodeposited Li-metal surface (3M LiFSI in DME, Dual, Du-Co plati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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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리튬 층과 Dual, Du-Co에서 전착된 리튬 층의

두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XPS 결과로부

터 확인한 Dual과 Du-Co 전착 전극의 불 균일한 표

면 피막성분은 전극의 stripping 효율을 감소시키는 원

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Du-Co 전극의 경우 높

은 stripping 효율(97.26%)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로는

용매 성분 중 DOL이 분해하여 피막에 유연한 특성

부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DOL은 리튬 표면에

poly-DOL 성분을 형성하고 이는 피막의 유연성을 향

상시켜 전착 및 stripping 과정에서 부피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SEI 피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Du-Co 전착 전극 XPS spectra의 C1s 290 eV와

O1s 531.5 eV 피크로부터 고분자 사슬 연쇄반응의 2

차 생성물에 의해 나타나는 -CO3 결합(Lithium alkyl

carbonate)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21,22)

전착된 전극의 가역성 평가를 위해 기준 전해액(3M

LiFSI in DME)을 사용하고 4 mA cm-2 전류밀도에

서 용량을 1 mAh cm -2 로 제한하고 plating /

stripping 과정을 반복하였다. (Fig. 15) 3종 전극 모두

유사한 plating / stripping 거동 및 과전압을 보이지

만 140 cycle 기준으로 stripping 완료 시점 과전압이

Du-Co (109.7 mV) < 3M LiFSI in DME (274.4

mV) < Dual (277.5 mV) 순서로 증가한다. 동일한

용량제한 조건에서 cycle을 진행하므로 stripping 완료

시점에 발생하는 과전압은 가역성 감소에 의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u-Co 전착 전극이 우수한

가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전극의 몰폴로지

가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에 유리하고 우수한 피

막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해액 농도, 전착 전류밀도, 전해액

조성이 리튬의 전착과정 및 전착된 전극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여 보고 하였다. 전착 전해액 농도가

높을수록 둥글고 큰 리튬 입자가 전착되고 이는 덴드

라이트 형성 억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착 전극의

stripping 효율이 증가하는 결과 (92.68%, 3M LiFSI

in DME)를 보였다. 전착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는 리튬 입자가 가늘고 길게 성장하며 aspect ratio가

커지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착 과정의 초기

과전압이 증가한 환경에서 작은 크기의 리튬 핵 생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착 전극의 비표

면적 증가로 인해 stripping 효율은 90.41%(3M

LiFSI in DME, 0.8 mA cm-2)로 감소하였다.

리튬 염(LiFSI, LiTFSI)과 용매(DME+DOL)를 조합

한 1.5M LiFSI + 1.5M LiTFSI in DME : DOL

(1 : 1 vol%) (Du-Co) 전해액에서 전착된 전극은 비

교 전해액(3M LiFSI in DME, Dual, Co-solvent)

전착 전극 대비 가장 우수한 s t r ipp ing  효율

(97.26%)과 안정적인 가역성을 보였다. 상기의 결과로

부터 리튬 전극의 전기화학반응 효율과 가역성을 향

상하는데 Li-F를 피막 성분으로 포함하는 것과 피막

이 유연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물질(DOL)의 사용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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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Galvanostatic cycling behavior of cells assembled

with Li-metal electrodes deposited with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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