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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흑연(graphite)과 SiO(silicon monoxide)는 현재 상용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극 물질로, 각각 0.2 V, 0.5 V (vs. (Li/Li+)) 이하에서 

전기화학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충·방전 용량을 발현한다. 하지만, 

흑연과 SiO 음극의 작동 전압 영역에서 액체 유기 전해질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서 전해질의 환원 분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전극 표면 위에 쌓인 고체 전해질 분해 산물을 solid 

electrolyte interphase(SEI)라 하는데, SEI 피막은 리튬 이온 전도도는 높지만 

전자 전도도가 낮은 부동태 층으로서,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를 

억제한다. 이를 SEI 피막의 부동태 능력(passivation ability)이라 한다. 하지만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 시 SEI 피막이 손상되어 부동태 능력을 상실하는데, 

이때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가 발생하면서 셀 내부의 리튬과 전자를 

소비하여 셀의 전기화학 성능의 퇴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셀 내부의 온도를 

높여 열 폭주(thermal runaway)를 일으킨다. 최근,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고온 환경(45-60oC)보다 더 높은 온도 범위(60-

100oC)에서 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100oC의 온도 범위에서 흑연 및 일산화규소 음극 

SEI 피막의 열화 메커니즘과 이에 따른 전기화학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흑연 및 SiO 전극의 SEI 피막은 60oC에서 잘 유지되지만, 85oC에서 

손상된다. 85oC에서 SEI 피막은 다음 두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된다: (ⅰ) SEI 

피막의 열분해, (ⅱ) lithium hexafluorophosphate(LiPF6)의 열분해로 생성된 

루이스 산(Lewis acid)인 phosphorus pentafluoride(PF5) 공격. 전자에 의한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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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 손상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60-130oC 범위에서 SEI 피막의 자체 열분해로 인한 발열 반응이 관찰되었다. 

또한, 후자에 의한 SEI 피막의 손상은 SEI 피막을 PF5 기체에 직접 

노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PF5 기체 노출 후 XPS를 이용하여 표면을 

분석한 결과, SEI 피막의 두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두 가지 원인 

중, 60-130oC 온도 범위에서 SEI 피막의 손상은 PF5 공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SEI 피막의 열화는 셀의 전기화학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SEI 

피막이 PF5에 의해 손상되어 부동태 능력을 상실하면, 전극으로부터 리튬과 

전자를 받아 노출된 전극 표면에서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가 발생하여 

피막이 생성(회복)된다. 이러한 SEI 피막의 회복 과정은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계속된다. 고온에서 SEI 피막의 손상 및 

회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피막의 두께가 점점 성장하는데, 이는 셀의 

분극(polarization) 증가 및 심각한 충·방전 용량의 퇴화를 일으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첨가제를 각각 적용하였다. 첫 번째, PF5 

attack-resistive film forming agent로서 fluroethylene carbonate(FEC)를 사용하였다. 

FEC 환원 분해의 결과로, PF5의 공격에 대한 내성이 강한 lithium 

fluoride(LiF)가 풍부한 필름이 전극 표면에 생성되었다. 두 번째, PF5 

scavenger로서 루이스 염기(Lewis base)인 tris(2,2,2-trifluoroethyl) 

phosphite(TTFP)를 사용하였다. TTFP는 PF5와 Lewis acid-base adduct를 

생성함으로써, PF5 scavenge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FEC와 

TTFP의 첨가제가 각각 포함된 셀의 SEI 피막의 경우 85oC에서 PF5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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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상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 결과, 셀의 분극 증가를 유발하는 표면 

피막 성장이 억제되면서 셀의 전기화학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Keywords: 리튬 이온 전지, 표면 필름, 고온 열화, 오플루오린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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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 

Figure 29. FE-SEM images of surface of SiO electrode: (a) before, and (b) after 85oC 

storage for 24 h. 

Figure 30. Quasi open-circuit voltage profile during de-lithiation at 25oC obtained from 

Li/SiO cell. 

Figure 31. Schematic diagram of effect of degradation of SEI layers on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negative electrode at elevated temperature. 

Figure 32. (a)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and (b) tris(2,2,2-trifluoroethyl) 

phosphite (TTFP). 

Figure 33. The first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btained from (a) FEC-free, and (b) FEC-

containing Li/SiO cells at 25oC. 

Figure 34. F 1s XPS spectra obtained from the SiO electrode after fully lithiation at first 

cycle. 

Figure 35. Time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voltage of FEC-containing Li/SiO cells 

during 85oC storage. 

Figure 36. XPS Si 2p spectra depth profiles of the FEC-containing SiO electrode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Figure 37. FE-SEM images taken on the surface of FEC-containing SiO electrode: (a) 

before, and (b)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Figure 38. C 1s, O 1s, F 1s, and P 2p XPS spectra obtained from FEC-containing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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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AC impedance spectra of the FEC-containing SiO electrode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Figure 40.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f FEC-containing Li/SiO 

cells before and after storage for 24 h at 85oC.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85oC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Figure 41.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FEC-containing Li/SiO cells after 85oC 

storage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Figure 42. The first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btained from (a) TTFP-free, and (b) 

TTFP-containing Li/SiO cells at 25oC. 

Figure 43. TTFP-free and TTFP-containing electrolytes stored at 85oC for 24 h. 

Figure 44. Time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voltage of TTFP-containing Li/SiO cells 

during 85oC storage. 

Figure 45. XPS Si 2p spectra depth profiles of the TTFP-containing SiO electrode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Figure 46. FE-SEM images taken on the surface of TTFP-containing SiO electrode: (a) 

before, and (b)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Figure 47. C 1s, O 1s, F 1s, and P 2p XPS spectra obtained from TTFP-containing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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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AC impedance spectra of the TTFP-containing SiO electrode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Figure 49.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f TTFP-containing Li/SiO 

cells before and after storage for 24 h at 85oC.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85oC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Figure 50.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TTFP-containing Li/graphite cells after 

85oC storage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Figure 51. (a)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and (b)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20 vol.% TTFP-containing Li/SiO cells after 85oC storage at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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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지란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1800년 볼타(Volta)에 의해 세계 최초의 전지가 개발된 

후, 일회 사용이 가능한 일차전지를 거쳐 재충전을 통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이차전지가 개발되었다. 최초의 이차전지인 납축전지 (2 V)가 개발된 

후, Ni/Cd (1.2 V), Ni/MH (1.2 V) 전지를 거쳐 3 V 급 리튬 이온 전지(lithium ion 

battery, LIB)가 개발되었다. 

에너지 밀도는 작동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는 기존 

전지에 비교해 높은 무게당,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발현할 수 있다.[1] 

이러한 장점 덕분에, 리튬 이온 전지는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소형 

IT 기기에 주로 적용되었고, 최근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중·대형 기기로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리튬 이온 전지가 높은 작동 전압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음극의 

낮은 작동 전압 때문이다. 대표적인 음극 물질인 흑연(graphite)은 리튬 

금속에 가까운 전압 영역 (0-0.2 V (vs. Li/Li+))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과정 동안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지속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가능함으로써, 리튬 이온 전지 최초 상업화에 기반을 제공하였다.[2-

5]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이 대용량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기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흑연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발현할 수 있는 음극 

물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중 일산화 규소(silicon monoxide, Si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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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역 용량과 낮은 작동 전압 (0-0.5 V (vs. Li/Li+))으로 인해, 흑연을 

대체할 상용 음극 물질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흑연과 SiO 음극의 작동 전압 범위에서 이온 전도 기능을 담당하는 액체 

유기 전해질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서 전해질의 

환원 분해가 발생한다.[9, 10] 이렇게 환원 분해된 전해질 산물이 고체상 

형태로 음극 표면 위에 덮이는데, 이를 solid electrolyte interphase(SEI)라 

한다.[9] SEI 피막은 리튬 이온 전도성은 높으나 전자 전도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가기 때문에, 한번 SEI 피막이 생성되면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가 억제된다. 이를 SEI 피막의 부동태 능력(passivation ability)라 하고, 

이로 인해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은 낮은 전압 영역에서 안정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지속할 수 있다.[11]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SEI 피막이 손상되어 

부동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12-14] 이때, 피막 손상으로 인해 노출된 전극 

표면 위에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가 발생하면서 SEI 피막이 다시 

덮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지의 가역적인 리튬 이온 및 전자가 소모되면서, 

전지의 충·방전 용량의 퇴화가 발생한다.[12, 15-17] 또한, 고온에서 SEI 

피막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열로 인해 전지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추가적인 발열 반응 및 전지의 열 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할 수 

있다.[18, 19] 따라서, 고온에서 SEI 피막의 열적 안정성은 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SEI 피막은 고온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다. 그중 하나는, SEI 

피막 자체의 열분해이다.[20-22] SEI 피막은 전해질(salt, solvent)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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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기물 및 무기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다양한 성분 중 

lithium alkyl carbonate (ROCO2Li)같은 일부 불안정한 성분은 90oC이상에서 

안정한 성분으로 분해되어 피막의 손상을 일으킨다.[20] 이 외에도, SEI 

피막은 고온에서 발생한 강한 반응성을 가진 화학종의 공격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리튬 염(lithium salt)으로 사용되는 lithium 

hexafluorophosphate(LiPF6)는 이온 전도도가 높고 전극 내에서 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상용 전해질에 사용되지만, 열적 안정성이 낮아 70oC 

이상에서 열분해되어 강한 반응성을 가진 루이스 산(Lewis acid) phosphorus 

pentafluoride(PF5)를 생성한다.[23-27] SEI 피막의 일부 성분이 PF5 공격에 

의해 분해되면서 SEI 피막이 손상된다.[28, 29] 

기존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서 고온 테스트는 주로 45-60oC 온도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리튬 이온 전지 적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60-100oC의 

온도 범위에서 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60oC 이상의 온도 범위에서 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EI 피막의 구체적인 열화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억제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60-100oC 범위에서 상용화 음극인 흑연 및 SiO 음극 SEI 

피막의 열화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 두 가지 원인에 의한 SEI 

피막 열화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ⅰ) SEI 피막 자체의 열분해로 인한 

열화, (ⅱ) 루이스 산 PF5의 공격에 의한 열화. 먼저, SEI 피막 자체의 

열분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SEI 피막의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PF5 공격에 의한 SEI 피막의 열화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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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SEI 피막을 PF5에 직접 노출한 후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를 이용하여 SEI 피막의 화학 조성 및 두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SEI 피막의 고온 열화에 따른 흑연 및 SiO 음극의 

전기화학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온(60-100oC)에서 SEI 

피막의 열화를 억제하기 위해 전해질 첨가제를 적용하여 

전기화학적·분광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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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1. 전기화학 및 전기화학 셀 

전기화학은 물질 간의 전기적 현상이 동반되는 산화·환원 반응을 

취급하는 화학의 한 분야이다. 산화·화원 반응이란 원자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화학반응으로,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 ( R → O + ne ),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 O + ne → R )을 의미한다. 산화·환원은 반대 작용으로, 

한쪽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반대쪽에서 환원이 일어난다. 

전기화학 셀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양극 (positive electrode)과 음극 (negative electrode), 전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 (electrolyte), 두 전극의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는 분리막 

(separator)로 구성된다. 전기화학 셀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하면 

전해질을 통해 이온이 한쪽 전극에서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한다. 이때,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자가 두 전극이 연결된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하므로, 

전기화학 셀은 폐회로 (closed circuit)를 구성한다 (Fig. 1). 

전기화학 셀에서 다음과 같이 양극에서 환원 반응이, 음극에선 산화 

반응이 발생한다. 

aA → cC + ne (negative electrode) 

bB + ne → dD (positive electrode) 

이때, A, B, C 및 D는 화학종, a, b, c 및 d는 각 화학종에 대한 양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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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losed loop in the electrochemical cell consisting of 

anode, cathode, electrolyte, and power supply. 



- 7 - 

 

(stoichiometric coefficient)이다. 또한, n 은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의 

몰(mol) 수이다. 이때, 전체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A + bB → cC + dD (total reaction) 

전기화학 반응에 참가하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모두 표준 상태인 경우, 

이 반응에 대한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Gibbs free energy) 변화는 다음과 

같다.  

∆𝐺𝑜 =  −nF𝐸𝑜 

이때, F는 패러데이 상수 (Faraday constant, 9.6485 × 104 Cmol
-1), E는 

전기화학 셀의 표준 전위 (standard potential)이다.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양수이면, 전체 반응은 비자발적으로 전기화학 셀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준다 (electrolytic cells). 반면,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음수이면, 전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galvanic cells). 전기화학 반응에 참가하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모두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 전지의 기전력 (equilibrium potential, Eeq)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𝐸𝑒𝑞 = 𝐸𝑜 +  
𝑅𝑇

𝑛𝐹
ln

𝑎𝐴
𝑎 ∙ 𝑎𝐵

𝑏

𝑎𝐶
𝑐 ∙ 𝑎𝐷

𝑑  

이때, ai는 화학종의 활성도(activity), R은 기체상수 (gas constant, 8.314 JK-

1mol-1), T는 절대온도 (absolute temperature, K)이다. 

 

2.2 리튬 이온 전지 

리튬은 자연계에서 가장 가볍고, 표준환원전위가 가장 낮은 금속이다 (-

3.045 V (vs. NHE)).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에서 리튬 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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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삽입·탈리 반응을 통해 반복적인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이다. 리튬 이온은 충전 과정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며, 반대로 방전 과정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리튬 이온이 

지속적으로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를 rocking-

chair 전지라고도 한다 (Fig. 2).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전해질 및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양극과 음극은 리튬 저장이 용이하고, 리튬 이온의 

반복적인 삽입·탈리에도 구조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사용한다. 전해질은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전압 영역에서 전기화학적·화학적으로 안정한 

리튬염과 유기용매를 사용한다. 분리막은 전해질의 이동이 가능하고, 양극과 

음극의 전기적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고분자 막을 사용한다. 

 

2.3. 리튬 이온 전지의 구성 요소  

 

2.3.1. 양극 물질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전압은 양극과 음극의 전위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양극 물질의 산화·환원 작동 전위는 높아야 한다. 양극 물질로 3d 

전이금속(3d transition metal) 산화물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4d와 5d 

전이금속에 비해 높은 전극전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양극 물질로 

요구되는 특성은 높은 용량 및 사이클 효율, 전해질과의 화학적·전기화학적 

안정성, 충·방전 시 결정구조의 안정성 등이 있다. 양극 물질은 구조에 따라 

층상 구조(layered structure)의 LiMO2, 스피넬 구조(spinel structure)의 LiM2O4, 

올리빈 구조(olivine structure)의 LiMPO4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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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llustration of lithium ion batteries (“rocking chai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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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O2 는 대표적인 층상 구조를 이루는 물질로 O3 의 암염구조의 

111 면을 따라 리튬 이온과 코발트 이온(Co3+)이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구조를 갖는다. LiCoO2 의 이론 용량은 274 mA h g-1 이지만, Li1-2CoO2 가 

x>0.5 인 경우 비가역적인 상전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용량은 이론 

용량의 약 절반인 145 mA h g-1이다.[30] LiCoO2는 합성이 쉬워 대략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대부분의 상용화된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물질로 사용되었다. LiCoO2와 더불어 최근 Co, Ni, Mn으로 이루어진 3성분계 

양극 물질이 상용 리튬 이온 전지에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3성분계 양극 

물질인 Li1-xNi1/3Co1/3Mn1/3O2 는 0<x<0.8 영역에서 구조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충·방전 특성이 뛰어나고 전지의 수명 

특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31, 32]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Ni 의 함량이 높은 3 성분계의 양극 물질(LiNi0.5Co0.2Mn0.3O2, 

LiNi0.7Co0.2Mn0.1O2)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3]  

LiMn2O4는 대표적인 입방정계 (cubic system) 스피넬 구조를 이루는 물질로, 

이론적으로 148 mA h g-1의 용량을 발현할 수 있으며, Mn의 낮은 원재료 가격, 

3차원 리튬 이온 이동 통로에 의한 고율 충·방전 특성, 높은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34] 하지만 Mn3+의 Jahn-Tell 효과에 의해 구조 변화, 

구조적 불안정성, 고온에서의 HF에 의한 활물질 용출(Mn2+) 등으로 인해 

전지의 성능이 급격하게 퇴화하는 단점을 가진다.[35, 36]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코팅, 이종금속 도핑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37, 38] 

올리빈 구조를 가지는 양극 물질 중 LiFePO4는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며, 170 mA h g-1의 이론용량을 가진다. 친환경적이고 원재료가 C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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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평균 작동 전압이 다른 양극 물질에 비해 

낮으며 (3.4 V (vs. Li/Li+)) 1차원 리튬 이온 이동 통로 때문에 이온 전도도가 

낮고, 다중산 음이온(PO4
3-)을 포함하는 구조로 인해 전자 전도도가 매우 

낮다.[39, 40]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표면에 탄소를 코팅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 

 

2.3.2. 음극 물질 

리튬 이차 전지의 음극 물질은 낮은 산화·환원 작동 전위를 가져, 

전지의 높은 전압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리튬 이온과 반응하는 동안 

구조변화가 적어야 하며, 높은 효율을 보이고, 활물질 내에서 리튬이온의 

전도도와 전자 전도도가 좋아야 한다. 

 

2.3.2.1. 탄소계 음극 

탄소계 음극은 크게 흑연(graphite)계 탄소와 비흑연(not-graphite)계 탄소로 

나뉜다. 흑연은 탄소 육각망면(graphene layer) 사이에 위치하는 π전자에 의해 

흑연 층간이 결합하면서 결정을 이룬다. Graphene layer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π전자로 인해 흑연은 우수한 전자 전도성을 나타낸다. 또한, 

흑연 결정은 수직 방향과 수직인 기저면(basal plane)과 수직 방향과 평행한 

모서리면(edge plane)의 결정구조를 나타내는데, 모서리면은 기저면에 비해 

전기화학 반응에 대해 매우 강한 활성을 나타내어 흑연 음극의 전기화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흑연은 충·방전 시 0.25 V (vs. Li/Li+) 전압 영역에서 리튬이온이 edge 

plane을 통해 graphene layer 사이로 삽입·탈리된다.[2, 4, 5] 이때,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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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정해진 층 내에 규칙적으로 들어간다. 리튬 

이온이 채워진 층과 리튬 이온이 채워지지 않은 층이 주기적으로 

배열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리튬 이온이 최대로 삽입되는 경우 

graphene layer 사이의 모든 층에 리튬 이온이 채워지게 된다. 이러한 리튬 

삽입 과정을 스테이징(staging)이라고 하며, 이론상 graphene layer 사이의 

모든 층에 리튬 이온이 채워지면 LiC6 화학 조성비를 나타내며, 372 mA h g-

1의 이론 용량을 발현할 수 있다.[41, 42] 리튬이 graphene layer 사이에 

삽입됨에 따라 면간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데 LiC6 기준으로 약 10% 

증가한다. 흑연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 흑연은 

결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론 용량에 가까운 용량을 발현할 수 있지만, edge 

plane이 전해질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 크게 발생한다. 

반면, 인조 흑연의 경우 입자의 형태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 적지만, 천연 흑연에 비해 적은 용량을 발현한다. 

비흑연계 탄소는 소프트 카본(soft carbon)과 하드 카본(hard carbon)으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 카본은 열처리에 의해 흑연화 하는 탄소이며, 하드 카본은 

2500oC 이상의 온도에서도 흑연화 하기 어려운 탄소이다. 비흑연계 탄소, 

특히 하드 카본은 결정성이 낮기 때문에 graphene layer 사이로 리튬 이온이 

삽입될 수 있는 공간 및 자리의 수가 흑연에 비해 작다.[43] 하지만 낮은 

결정성으로 인한 무질서한 구조 때문에 리튬이 삽입될 수 있는 자리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나노 크기의 공극(cavities)이나 구조적 

결함(defects) 부근의 가장자리 표면에 리튬 이온이 저장될 수 있다.[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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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합금계 음극 

 

합금계 음극은 리튬 이온과 alloying 반응을 통해 합금(LixM)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합금계 음극 물질인 실리콘(Si)은 상온에서 리튬이온과 최대로 

반응하여 Li15Si4 상을 형성하면서 3579 mA h g-1의 매우 높은 용량을 발현할 

수 있다. 또한, 반응 전압이 0.5 V (vs. Li/Li+) 이하로 낮기 때문에 흑연을 

대체할 차세대 고용량 음극 물질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47] 

하지만 실리콘은 전자 전도도가 낮고, 충·방전시 매우 큰 

부피변화(~300%)로 인해 활물질에 균열(crack)이 생성되거나 

분쇄(pulverization)되어 지속적인 비가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사이클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흑연을 대체할 상용음극으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7-

49]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물질의 크기 최소화, 활성/비활성 금속 복합체를 

생성, 실리콘 산화물계(SiOx) 활물질을 사용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50-52] 

하지만, 활물질의 미세화의 경우 전극 제조의 어려움, 표면적 증가로 인한 

비가역 반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활성/비활성 금속 복합체 생성의 

경우 비활성인 금속의 무게 및 부피로 인해 전지의 무게 혹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산화규소(SiO)는 첫 사이클에서 

리튬과 반응하여 lithium oxide(Li2O), lithium silicate(Li4SiO4)와 같은 비가역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활물질의 부피 변화에 대한 buffer matrix 

역할을 함으로써 사이클 성능이 개선되어, 현재 상용 음극으로 흑연에 소량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다.[6, 7] 하지만 첫 사이클 쿨롱 효율이 매우 낮고, 

여전히 활물질 균열로 인한 비가역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흑연을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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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음극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접착력이 좋은 바인더를 사용하거나, 전해질 첨가제를 사용하여 

안정된 피막을 생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53, 54] 

 

2.3.3. 전해질 

전해질은 두 전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써, 염(salt)와 

용매(solvent)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 전해질은 현재 시판되는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의 특성들이 요구된다: (ⅰ) 높은 이온 

전도도, (ⅱ) 높은 전기화학 안정성, (ⅲ) 넓은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 (ⅳ) 

화학적 안정성 및 (ⅴ) 낮은 가격. 액체 전해질의 특성은 염과 용매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2.3.3.1. 유기 용매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전압이 높기 때문에, 수용액이 아닌 유기 용매를 

사용한다. 리튬 이온 전지 전해질의 용매로 사용되기 위해선 유기 용매는 

리튬과의 화학적 반응성이 없어야 하며 리튬 염을 잘 용해해야 한다. 

따라서, 비 수소성(aprotic)과 높은 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기 위해서, 유전율 상수(dielectric constant)가 크고 

점도(viscosity)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고 유전율을 가지는 유기 용매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고유전율의 용매와 저점도의 용매를 혼합하여 유기 

전해질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리튬염의 해리 능력이 높은 ethylene 

carbonate(EC), propylene carbonate(PC) 같은 환형 카보네이트(cyclic carbonate)와 

점도가 낮은 dimethyl carbonate(DMC), diethyl carbonate(DEC) 및 ethyl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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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te(EMC) 같은 선형 카보네이트(linear carbonate)가 혼합되어 

사용된다.[27]  

 

2.3.3.2. 리튬염 

리튬염이 유기용매에 잘 해리되기 위해서 리튬염의 음이온이 전재 

비편재화 능력(delocalization)이 커야 하기 때문에, 큰 지름을 가진 음이온이 

사용된다. 여러 리튬염의 해리 정도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55] 

Li(CF3SO2)2N > LiAsF6 > LiPF6 > LiClO4 > LiBF4 > LiCF3SO3 

LiPF6는 용해도와 이온 전도도가 높고 집전체인 Al 및 Cu와 부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아, 상용 액체 전해질의 리튬염으로 사용된다.[27] 하지만, 

전해질 내 수분과 반응하여 hydrogen fluoride (HF)를 생성하거나, 열적 

안정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70oC 이상에서 열분해 되어 lithium fluoride 

(LiF)와 phosphorus pentafluoride (PF5)를 생성하여, 유기 용매의 분해와 

부반응을 일으켜 전지의 성능 퇴화를 일으킨다.[23-26, 56] 

 

2.3.3.3. 첨가제 

전해질 첨가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전해질 내 미량의 첨가제로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첨가제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ⅰ) 전극 표면에 안정적인 SEI 생성, (ⅱ) 전극 내의 

부반응을 일으키는 화학종 안정화, (ⅲ) 과충전 방지 및 (ⅳ)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점도 향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57] 대표적인 SEI 생성 

첨가제로써 vinylene carbonate (VC)와 fluoroethylene carbonate (FEC)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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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와 FEC는 EC보다 높은 전압에서 환원 분해되어 안정적인 SEI 피막을 

생성하고,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전지의 충·방전 

성능을 향상한다.[54, 58-63] silane 계열의 물질이나 Lewis base 계열의 물질을 

LiPF6로 생성된 산 (HF, PF5)을 안정화하기 위해 첨가제로 사용한다.[57, 64-66] 

과충전 방지제로 n-butylferrocene, biphenyl (BP) 및 cyclohexyl benzene을 

첨가한다.[67-69] 또한,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향상하기 위해 양이온 

수용체 (cation receptor)로서 crown ether계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음이온 

수용체 (anion receptor)로서 borate계열의 첨가제가 사용된다.[70, 71] 

 

 

2.3.3.4.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 

리튬, 흑연 및 실리콘계 음극이 유기 전해질의 전기화학 안정창보다 낮은 

전압 범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이 환원 분해 산물이 전극 

표면에 덮이면서 부동태층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를 생성한다.[9, 10] 

일반적으로, 흑연 전극에서 ethylene carbonate(EC) 기반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0.8 V (vs. Li/Li+) 이하에서 SEI 피막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이후 

사이클까지 계속된다고 알려져 있다.[3] 하지만, SEI 피막의 생성은 충·방전 

조건(전류 밀도, 온도), 전해질 조성(염, 용매, 첨가제) 및 기타 원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SEI 피막은 전해질의 리튬염과 유기용매의 환원 

분해로 생성된 다양한 유기물 및 무기물 성분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SEI 피막 구조는 실제로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SEI 피막의 내부는 주로 

무기물 성분 (Li2CO3, Li2O)의 고밀도 층으로, 외부는 유기물 성분 

(organic/polymeric species)의 다공성 층으로 이루어진 이중층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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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72] 전해질 환원 분해에 의한 SEI 생성은 

전지 내 양극의 리튬과 전자를 비가역적으로 소비하지만, 전자 전도도가 

낮은 SEI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를 막는다. 이를 

SEI의 부동태 능력(passivation ability)이라 한다. 

 

3. 실험 방법 

 

3.1. 전극 제작 

 

인조 흑연 (TB-17, Tianjin BTR New Energy Technology Co.) 및 탄소가 코팅된 

일산화규소(SiO)를 각각 활물질로 사용하였다. FE-SEM 분석을 통해 흑연 

입자의 평균 지름은 20~40 μm (Fig. 3a), SiO 입자의 평균 지름은 5~10 μm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a). XRD 분석을 통해 높은 결정성의 흑연 

입자 (Fig. 3b)와 낮은 결정성의 SiO 입자 (Fig. 4c)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HR-TEM 분석을 통해 SiO 입자 표면에 50 nm 이하의 탄소가 코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b). 복합 전극 제작을 위해 활물질, Super P 

(도전재), poly(vinylidenefluoride) (PVdF, KF-1300, Kureha) 바인더를 각각 90:5:5 

(흑연 전극), 70:20:10 (SiO 전극)의 질량비로 N-methylpyrrolidone (NMP, Sigma-

Aldrich Co.) 용액에 분산시켜 슬러리를 제조하여 구리 포일 (집전체, 두께= 

10μm) 위에 코팅한 뒤 120oC 에서 10분 건조했다. 건조된 슬러리를 roll-

pressor를 이용해 처음 두께의 80%로 압착 후, 지름 1.1cm의 원형으로 

자르고, 120oC 에서 10시간 건조해 전극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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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FE-SEM image, and (b) XRD-pattern of graph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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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FE-SEM image, (b) HR-TEM image, and (c) XRD-

pattern of Si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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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셀 제작 

 

Ar이 채워진 글러브 박스 (Model HE-493/Mo-5, Vac. Co.)안에서 흑연 및 SiO 

전극 (작동 전극), 리튬 포일 (상대 전극), glass fiber filter (분리막, Advantec, 

GA-55)를 사용하여 코인셀 (two-electrode 2032-type half cell)을 제작하였다. 세 

종류의 전해질이 사용되었다: (ⅰ) 1.3 M LiPF6 EC:DEC = 3:7 (v/v) (standard 

electrolyte), (ⅱ) 1.3 M LiPF6 EC:DEC = 3:7 (v/v) + TTFP (5 vol. %) (TTFP-containing 

electrolyte), (ⅲ) 1.3 M LiPF6 FEC:EC:DEC = 5:25:70 (v/v/v) (FEC-containing 

electrolyte). 

 

3.3. 전기화학 분석 

 

3.3.1. 충·방전 테스트 

 

흑연 및 SiO 전극 위에 안정적인 표면 피막 생성을 위해 조립된 

코인셀을 상온(25oC)에서 충방전기 (Wonatech, WBCS-3000)를 이용하여 5 

사이클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pre-cycling이라 명명하였다. 이때, 

각각 69 mA g-1 (흑연 전극), 320 mA g-1 (SiO 전극)의 전류 밀도로 5 mV (vs. 

Li/Li+) (흑연 전극), 40 mV (vs. Li/Li+) (SiO 전극)까지 충전 후 (정전류 충전), 

해당 전압에서 전류 밀도가 각각 6.9 mA g-1 (흑연 전극), 32 mA g-1 (SiO 전극) 

될 때까지 충전하였다 (정전압 충전). 방전은 각각 69 mA g-1 (흑연 전극), 320 

mA g-1 (SiO 전극)의 전류 밀도로 1.5 V (vs. Li/Li+)까지 진행하였다. 매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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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전 말단에서 10 분 간의 휴지 시간 (rest time)을 두었다. Pre-cycling이 

종료된 후, 코인셀을 60oC 와 85oC 오븐에 옮겨 24 시간 보관하였다. 보관이 

종료된 후, 코인셀을 다시 상온 (25oC)으로 옮겨 pre-cycling과 동일한 

조건으로 충·방전을 진행하면서 흑연 및 SiO 셀의 전기화학 거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cycling이라 명명하였다. 

 

3.3.2. 개방 회로 전압 (open-circuit voltage, OCV) 측정 

 

흑연 및 SiO 전극 표면 피막의 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흑연 및 SiO 셀의 

OCV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pre-cycling이 완료된 셀 (방전 상태)을 충분한 

휴지 시간 (rest time)을 두어 셀의 OCV를 안정화했다. 그 후, 고온 오븐으로 

옮겨서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흑연 및 SiO 셀의 OCV를 측정하였다: (ⅰ) 

고정된 온도 (60oC 및 85oC)에서 24 시간 보관하면서 셀의 OCV 측정, (ⅱ) 

25oC에서 130oC까지 온도를 0.1oC min-1 속도로 올리면서 셀의 OCV 측정. 

 

3.3.3. Galvanostatic intermittent titration technique (GITT) 

Pre-cycling 후 흑연 및 SiO 셀의 잔존 용량 (remnant capacity)을 분석하기 

위해, pre-cycling 과정 중 마지막 사이클 방전 단계에서 GITT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 69 mA g-1 (흑연 전극), 320 mA g-1 (SiO 전극)의 전류 밀도로 

10분 인가, 50분 휴지 시간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셀의 전압이 3 V (vs. 

Li/Li+)가 되었을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이때, 휴지 시간이 끝난 직후의 

전압을 측정하여 quasi open-circuit voltage(QOCV)을 얻을 수 있는데, QOCV를 

용량에 따라 도시하여 셀의 QOCV에 따른 잔존 용량 (remnant capac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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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3.3.4.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SiO 셀의 저항을 분석하기 위해, CHI660b (CH instrument)를 이용하여 EIS 

분석을 진행하였다. Two electrode Li/SiO 셀을 0.1 V (vs. Li/Li+)까지 충전하고 

충분히 안정된 뒤, 0.005~10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10 mV의 교류의 크기로 

측정하였다. 

 

3.4 Phosphorus pentafluride (PF5) 기체와 직접 반응 분석 

표면 필름과 PF5 기체의 직접 반응을 위해, Fig. 22에서 볼 수 있듯이, 0.05 

g의 LiPF6 (battery grade, Sigma Aldrich Co)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가열 

(85oC)하여 PF5 기체를 생성하고, 이를 pre-cycling이 완료된 SiO 셀에서 

수집한 전극이 들어있는 플라스크로 흘려주었다. 

 

3.5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분석 

흑연 전극 표면 필름의 열분해를 분석하기 위해 DSC (DSC-1000, TA 

Instrument) 분석을 진행하였다. Pre-cycling이 완료된 흑연 전극을 회수하여, 

지름 0.6 cm의 원형으로 자른 후, DEC로 전해질의 잔류물을 제거 후, vacuum 

chamber에서 1시간 동안 DEC를 증발하였다. DSC 팬에 전극을 넣고, 

25oC에서 300oC까지 온도를 10oCmin-1 속도로 올리면서 전극에서 발생하는 

발열 반응을 분석하였다. 

 



- 23 - 

 

3.6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석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 (chemical composition)을 분석하기 위해, XPS (Sigma 

Probe, Thermo) 분석을 10-10 mbar 이하의 고진공에서 진행하였다. 150 W (15 kV, 

10 mA)의 조건에서 Al Kα (1486.6 eV)를 광원으로 이용했다. X-ray 스팟 

크기는 400 μm2이고, constant-analyzer-energy mode, pass energy 30 eV, 0.1 eV 

step에서 측정하였다. XPS 얻은 데이터는 C 1s hydrocarbon (C-C, C-H)의 

binding energy를 285 eV 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피팅은 문헌에 

보고된 binding energy를 참고 (table 1)하여 프로그램 (Avantage 4.19)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XPS 분석 전, 회수한 흑연 및 SiO 전극을 DEC로 

세척하여 전극의 전해질 잔류물을 제거하였다. 

 

3.7. 기타 기기 및 분석 방법 

 

입자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

SEM, JSM-7800F Prime, JEOL)과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JEM-2100F, JEOL)을 이용하였다. 또한, 활물질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 D8 advance, Bruker) 분석을 진행하였다. 

 

  



- 24 - 

 

4. 결과 및 토의 

 

4.1. 표면 필름의 고온에서의 거동 

 

Fig. 5a 는 흑연 셀의 pre-cycling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의 전압 

곡선 (voltage profile)과 이를 미분한 용량 차분 곡선 (differential capacity plot, 

dQ/dV plot)이다. 흑연 셀의 첫 번째 사이클 충전 용량은 386 mA h g-1, 방전 

용량은 328 mA h g-1 로 약 58 mA h g-1 의 비가역 용량이 발생한다. 반면, 두 

번째 사이클 충전 용량은 333 mA h g-1, 방전 용량은 327 mA h g-1로 약 6 mA h 

g-1 로 첫 번째 사이클에 비해 매우 작은 비가역 용량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 

때문이다. 첫 번째 사이클 충전과정에서 0.6 V (vs. Li/Li+) 부근에서 평탄한 

전압 곡선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해질의 구성요소인 ethylene carbonate(EC)의 

환원 분해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다.[3] dQ/dV plot 을 통해 전해질 환원 분해 

반응을 더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Fig. 5b). 첫 번째 사이클에서 환원 

분해된 전해질 산물은 흑연 전극 표면에 덮여 SEI 피막(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을 생성한다.[9, 10] 이러한 SEI 피막 생성은 FE-SEM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6 은 매끄러운 pristine 흑연의 표면에, pre-

cycling 이 진행된 후 피막이 덮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 피막은 리튬 이온 

전도성을 가지지만 전자 전도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 

반응을 억제하는데 이를 표면 필름의 부동태 능력(passivation ability)이라 

한다. Fig. 5b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사이클 충전 과정에서 전해질 환원 

분해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SEI 피막의 부동태 능력 덕분에 흑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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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압 영역에서 안정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가능하여 이후 pre-cycling 

과정에서 99%의 높은 쿨롱 효율을 보인다. Pre-cycling 이 완료된 흑연 셀을 

각각 60oC 및 85oC 오븐에 옮겨 24 시간 보관하고, 다시 상온으로 옮겨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Fig. 7 는 고온 보관 (60oC 및 85oC) 후, 흑연 셀의 

쿨롱 효율 변화를 보여준다. 60oC 에서 24 시간 보관한 흑연 셀은 보관 직후 

97%의 쿨롱 효율을 보인 반면, 85oC 에서 24 시간 보관한 흑연 셀은 보관 

직후 85%의 낮은 쿨롱 효율을 보였다. 85oC 에서 24 시간 보관 직후 흑연 

셀에서 발생한 쿨롱 효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보관 전후 흑연 

셀의 전압 곡선을 비교하였다 (Fig. 8). 60oC 에서 24 시간 보관한 흑연 셀은 

보관 전과 비교하여 전압 곡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85oC에서 24시간 보관한 흑연 셀은 보관 전과 비교하여 두 가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보관 직후 상온 첫 충전 중 0.6 V (vs. Li/Li+) 

부근에서 평탄한 전압 곡선으로 인해 충전 용량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보관 직후 충전이 2.9 V (vs. Li/Li+)에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방전이 1.5 V 

(vs. Li/Li+)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충전은 1.5 V (vs. Li/Li+)보다 낮은 전압에서 

시작된다 (보관 전 1.2 V (vs. Li/Li+)에서 충전 시작). 이를 통해, 85oC 에서 

24 시간 보관 중 흑연 셀에서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전기화학 거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고온 보관 중 흑연 셀의 개방 회로 전압(open-circuit 

voltage, OCV)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9). Pre-cycling 완료(방전 상태) 후 셀이 

충분히 안정되면 약 1.2 V (vs. Li/Li+)의 OCV 를 나타낸다. 이 상태에서 흑연 

셀을 60oC 및 85oC에 옮겨 보관 시간에 따라 셀의 OCV 변화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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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The first and second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btained from Li/graphite cells at 25oC, (b) 

differential capacity plots derived from the above-represented 

voltage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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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SEM images of surface of graphite electrode: 

(a) pristine, and (b) after the p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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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ariations in the Coulombic efficiency of Li/graphite cells after elevated 

temperature for 24 h: (a) 60oC, and (b) 85oC. Note that the Li/graphite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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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f Li/graphite cells 

before and after storage for 24 h at: (a) 60oC, and (b) 85oC. Note that 

the Li/graphite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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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셀의 OCV는 60oC와 85oC에서 완전히 다른 거동을 나타낸다. 60oC에서 

흑연 셀의 OCV는 큰 변화없이 일정하지만 (1.2 V (vs. Li/Li+)), 85oC에서 보관 

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2 시간 이후 2.9 V (vs. Li/Li+)로 유지된다. 전류를 

인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흑연 셀의 OCV 증가는 흑연 전극의 산화를 

의미한다.[73, 74] 즉, 흑연 전극 내의 전자가 빠져나가고,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리튬도 함께 빠져나간다. SEI 피막이 흑연 전극위에 잘 덮여 

있다면, 필름의 부도체 성질로 인해 전극 내의 전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 

하지만, 만약 SEI 피막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손상되고, 그로 인해 흑연 

전극의 표면이 노출된다면, 전극에서 전자와 리튬을 받아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피막 생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손상된 SEI 

피막이 회복되면서 셀의 OCV 가 상승한다.[73] 하지만, 기존에 생성된 SEI 

피막과 새롭게 생성된 피막이 또 손상된다면,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피막 생성 반응에 의해 전극 내의 전자와 리튬이 계속 소모되면서 

셀의 OCV 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손상된 SEI 의 회복은 전극 내 

전자와 리튬이 완전히 소모될 때(SOC=0)까지 계속된다..[73]  

방전 상태에서 흑연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의 양은 매우 적다. GITT 분석 

결과, 방전 상태의 흑연 셀의 잔존 용량 (remnant capacity)이 약 10 mAh g-1인 

것을 확인하였다 (Fig. 10). 따라서, 85oC 에서 손상된 SEI 피막을 회복하는데 

흑연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가 완전히 소모되어 (OCV=2.9 V (vs. Li/Li+), 

SOC=0), SEI 피막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손상된 상태를 유지한다. FE-

SEM 을 통해 85oC 24 시간 보관 후 전극 표면의 형상을 살펴보면, 보관 전 

표면 위에 균일하게 덮여있던 SEI 피막이 보관 후 거칠게 변한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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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Fig. 11b). 이런 이유로, 보관 후 상온 첫 사이클 충전 과정에서 

흑연 전극의 손상된 표면에서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 반응이 발생한다 

(Fig. 8b, 14b). 반면, 60oC 에서 흑연 전극의 표면 필름은 85oC 에서와 달리 

손상되지 않는다. 60oC 24 시간 보관한 SEI 피막의 형상은 보관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a). 따라서, 보관 후 상온 

첫 사이클 충전과정에서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Fig. 8a). 앞서 살펴본 60oC 및 85oC 에서의 흑연 전극 표면 필름의 

고온에서의 거동 차이를 그림 Fig. 12 에 도시하였다. Pre-cycling 과정에서 

생성된 흑연 전극의 SEI 피막은 60oC 에서 잘 유지되는 반면, 85oC 에서 SEI 

피막은 손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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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ime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voltages of Li/graphite 

cell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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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Quasi open-circuit voltage profile during de-lithiation at 

25oC obtained from Li/graphite cell. 



- 34 - 

 

  

Figure 11. FE-SEM images of surface of graphite electrode after 

storage for 24 h at: (a) 60oC, and (b) 8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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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chematic diagram of thermal behaviors of SEI layers on graphite 

electrode at elev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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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면 필름의 고온에서의 열화 메커니즘 

 

85oC 에서 발생한 SEI 피막 손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보관 전후 흑연 

전극 SEI 피막의 화학 조성 (chemical composition)을 비교하였다. XPS 분석을 

통해 C 1s, O 1s, F 1s, P 2p spectra 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spectra 는 기존 

문헌에 보고된 binding energy (표 1)를 참고하여 피팅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낮은 전압 영역에서 전해질이 환원 분해되어 전극 표면에 피막을 

생성한다.[10, 75] 이 SEI 피막은 전해질 (lithium salt, solvent)에서 기인한 

다양한 유기물 및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어 조성이 매우 복잡하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표면 필름 성분 분석의 결과로, LiPF6/carbonate 기반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표면 필름에서 다음과 같은 성분들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lithium alkyl carbonate (ROCO2Li), lithium carbonate (Li2CO3), lithium 

oxide (Li2O), lithium fluoride (LiF), lithium fluorophosphates (LixPFyOz) and 

oligomeric/polymeric species.[76, 7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해질의 조성은 

LiPF6/carbonate 기반 전해질(1.3 M LiPF6 EC:DEC=3:7 (v/v))로, 보관 전 (pre-

cycling 후) 흑연 전극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은 기존 보고된 성분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3): lithium alkyl carbonate (ROCO2Li) (286.5 eV for C-O and 

290.3 eV for CO3 in the C 1s spectra, and 531.7 eV for CO3 and 533.3 eV for C-O in the 

O 1s spectra), lithium carbonate (Li2CO3) (290.3 eV for CO3 in the C 1s spectra and 

531.7 eV for CO3 in the O 1s spectra), lithium oxide (Li2O) (528.8 eV in the O 1s spectra), 

lithium fluorophosphates (LixPFyOz) (686.6 eV in the F 1s spectra and 135.7 eV in the P 

2p spectra), and lithium fluoride (LiF) (685.2 eV in the F 1s spectra).[74, 78-80] 하지만 

85oC 보관 후 SEI 피막의 화학 조성이 크게 변한다. 특히, P 2p, O 1s, C 1s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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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k assignment of each element obtained from XPS spectra of the graphite 

and SiO electrode taken from Refs.[74, 78-81] 

 

  

Element Assignment Binding energy (eV) 

C 1s 

Hydrocarbon (C-C and C-H) 285.0 

C-O 286.5 

O-C-O or C=O 287.6 

O=C-O 289.0 

CO3 290.3 

O 1s 

Li2O 528.8 

CO3 531.7 

C-O / OP(OR)3 533.3 

F 1s 

LiF 685.2 

LixPFyOz / SiOxFy 686.6 

LiPF6 or CF2 (PVdF) 688.5 

P 2p 

OP(OR)3 134 

LixPFyOz 135.7 

LiPF6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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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 1s, O 1s, F 1s and P 2p XPS spectra of the graphite electrode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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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P 2p spectra 에서 134 eV 의 피크 

(phosphate, probably OP(OR)3) 세기가 보관 후 증가하였다.[79] 즉, 85oC 보관 

후 피막 내 phosphate 로 추정되는 성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막 내 phosphate 의 증가는 O 1s, C 1s spectra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관 

후, 533.3 eV (OP(OR)3), 286.5 eV (C-O from OP(OR)3) 피크의 세기가 각각 

증가한다.[80] SEI 피막 내 P 를 포함하는 성분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lithium salt (LiPF6)이다. 따라서, 85oC 보관 중 발생한 SEI 피막의 화학 

조성 변화는 LiPF6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85oC 에서 LiPF6 는 두 가지 형태로 SEI 피막 화학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PF6
- 이온 형태이다. 하지만 PF6

- 이온은 85oC 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PF6
-이온에 의한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 변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PF5 형태이다. LiPF6 는 이온 전도도가 높고 전극 내에서 

부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지만, 열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70oC 이상에서 

열분해되어 LiF 와 PF5 를 생성한다.[23-27] 이 중, PF5 는 P 와 F 사이의 큰 

전기음성도차이 때문에 P가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낮아 루이스 산 (Lewis 

acid)의 성질을 갖는다.[82] PF5는 강한 반응성을 지닌 화합물로, EC 와 DMC 

같은 carbonate 기반 전해질을 분해를 촉진한다.[23-26] 이 과정에서 

전해질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해질을 85oC 에서 

24시간 보관하면 갈색으로 변한다.[83] 따라서 루이스 산인 PF5 공격에 의한 

표면 필름의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PF5 

농도에 따른 SEI 피막 손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0.5 M LiPF6 in EC:DEC=3:7 (v/v) 전해질을 사용하여 pre-cycling 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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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oC 에서 24 시간 보관하면서 흑연 셀의 OCV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제로 

Fig. 9 에서 보는 것처럼, 85oC 에서 LiPF6 의 농도가 낮은 흑연 셀 (0.5 M 

LiPF6)의 OCV 상승이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24 시간 보관 후 1.9 V 

(vs. Li/Li+)), 보관 후 상온 첫 충전과정에서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 반응이 

0.6 V (vs. Li/Li+) 부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Fig. 14a). 이는 PF5 의 농도가 

감소하여 PF5 에 의한 SEI 피막의 손상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85oC 에서 흑연 전극 SEI 피막 손상이 LiPF6 의 열분해 산물인 

루이스산 PF5 공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PF5 외에도 표면 필름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SEI 피막은 

다양한 유기물 및 무기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다양한 성분 중 

일부는 고온에서 불안정하여 안정한 물질로 분해되면서 표면 필름의 손상을 

유발한다. 문헌에 따르면, SEI 피막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인 lithium alkyl 

carbonate (ROCO2Li)가 고온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lithium carbonate 

(Li2CO3)로 열분해 된다고 알려졌다.[12, 20] 따라서, 불안정한 표면 필름 

성분의 열분해를 확인하기 위해 pre-cycling 이 종료된 흑연 전극(방전 

상태)을 회수하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15 에서와 같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60oC 에서 발열 반응이 시작되어 

100oC 에서 최대로 반응한 후 130oC 까지 진행됐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것처럼, SEI 피막내 불안정한 성분의 열분해로 인한 발열 반응의 

결과이다.[20-22] 이를 통해 85oC 보관 시, PF5 공격 외에도 SEI 피막의 

불안정한 성분의 열분해로 인해 표면 필름이 손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F5의 공격과 표면 필름의 열분해 중, 표면 필름의 손상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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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btained from Li/graphite cells 

before and after 85oC for 24 h using: (a) 0.5 M LiPF6, and (b) 1.3 

M LiPF6 as a lithium salt in electrolyte. Note that the Li/graphite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85oC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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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LiPF6 농도가 다른 두 전해질 (0.5, 1.3 M LiPF6 in EC:DEC=3:7 

(v/v))을 사용하여 만든 흑연 셀을 pre-cycling 진행 후, 오븐에 옮긴다. 

오븐의 온도를 0.1oC/min-1 속도로 20oC 에서 130oC 까지 상승 시키면서 흑연 

셀의 OCV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16). 만약 표면 필름의 열분해가 표면 

필름의 손상에 더 우세한 영향을 끼친다면, 흑연 셀의 OCV 변화는 LiPF6 

농도에 관련없는 거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루이스 산 

PF5 의 공격이 표면 필름 손상에 더 우세한 영향을 끼친다면, OCV 변화 

거동은 LiPF6 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초기 거의 

동일한 OCV 값을 보이는 두 셀(1.2 V(vs. Li/Li+))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혀 다른 OCV 상승 거동을 보였다. 1.3 M LiPF6 전해질을 사용한 흑연 셀은 

70oC에서 OCV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30oC에서 2.9 V(vs. Li/Li+)를 

보인 반면, 0.5 M LiPF6 전해질을 사용한 흑연 셀은 85oC 에서 OCV 가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30oC 에서 1.8 V(vs. Li/Li+)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60-130oC 온도 범위에서, 표면 필름은 주로 PF5 에 의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F5 에 의한 SEI 피막의 손상이 전극의 종류의 관계없이 음극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SiO 셀을 제작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7은 60oC와 85oC에서 SiO 셀의 OCV 변화 거동을 

나타낸다. 상온에서 pre-cycling 후 셀을 충분히 안정하여 OCV 를 측정하면 

1.1 V (vs. Li/Li+)를 나타낸다. SiO 셀을 고온 오븐에 옮겨서 OCV를 측정하면, 

60oC에서 흑연 셀의 OCV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1.1 V (vs. 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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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profile obtained from the 

graphite electrode that was collected after p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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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Open-circuit voltage profiles obtained from Li/graphite 

cells that were temperature-ramped from 20oC to 1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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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oC 에서 점점 증가하여 24 시간 이후 2.4 V (vs. Li/Li+)를 나타낸다. 또한, 

낮은 농도의 LiPF6 (0.5 M) 전해질을 사용하면 OCV 상승이 완화된다 (2.0 V 

(vs. Li/Li+)). 고온에서의 SiO 전극 SEI 피막의 열화 거동은 흑연 전극의 SEI 

피막의 열화 거동과 매우 유사하다. 즉, SiO 전극의 SEI 피막 또한 LiPF6 의 

열분해로 생성된 PF5 의 공격에 의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5oC 에서 

보관 전후 SiO 전극 피막의 화학 조성(chemical composition) 변화를 살펴보면 

(Fig. 18, 19, 20, 21), pre-cycling 후(보관 전) SEI 피막의 조성은 기존 문헌의 

보고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85oC 도 보관 후 SEI 피막 조성이 

크게 변한다:phosphate로 추정되는 피크(134 eV in P 2p, 533.3 eV in O 1s, 286.5 

eV in C 1s)의 세기 증가를 통해 SEI 피막 내 phosphate 성분의 증가를 알 수 

있다.[79, 80]  

85oC 에서 24 시간 보관 후 흑연 및 SiO 전극 표면 필름에 생성된 

phosphate 가 PF5 의 공격에 의한 생성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활성 분위기의 글러브 박스내에서 한 개의 

플라스크에는 pre-cycling 이 완료(표면 필름 생성)된 SiO 전극을 넣고, 다른 

한쪽 플라스크에는 LiPF6 분말을 넣어 U 자 유리관으로 두 플라스크를 

연결한다 (Fig. 22). 그리고 LiPF6 분말이 든 플라스크를 85oC 로 가열하여 

PF5 기체를 생성한다. 생성된 PF5 기체는 U 자 유리관을 통해 SiO 전극이 

들어있는 플라스크로 이동하여 SEI 피막과 직접 반응한다. SiO 전극은 XPS 

depth spectra 를 통한 표면 필름의 두께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SiO 전극을 

이용하여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 및 두께 변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23은 

PF5 기체에 24시간 노출된 SiO 전극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 변화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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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ime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voltage of Li/SiO cell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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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 1s XPS spectra obtained from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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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O 1s XPS spectra obtained from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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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F 1s XPS spectra obtained from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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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 2p XPS spectra obtained from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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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F5 기체와 반응 후, SEI 피막에서 세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phosphate에 해당하는 피크의 세기가 P 2p (134 eV), O 1s (533.3 eV), C 

1s (286.5 eV) spectra에서 증가하였다.[79, 80] 이를 통해, 85oC 보관 후 흑연 및 

SiO 전극 표면 필름에 생성된 phosphate 는 PF5 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Li2O (528.8 eV in O 1s)에 해당하는 피크가 사라졌다. 

이 현상은 85oC 보관 후 흑연 및 SiO 전극 표면 필름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Li2O 또한 산소 원자의 높은 전자 밀도(루이스 염기) 덕분에 

루이스 산인 PF5 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84] 세 번째, PF5 

기체에 노출된 뒤 표면 필름에 SiOxFy (686.6 eV in F 1s spectra) 성분이 

증가한다. 이는 PF5 기체와 SiO 표면의 반응 결과로 생성된 산물이라고 

판단된다. 표면 필름 내 SiOxFy 성분의 증가는 Si 2p spectra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24 는 PF5 기체에 노출 전 후 SiO 전극 표면 필름의 Si 

2p depth spectra이다. 먼저, PF5 기체에 노출 전 Si 2p depth spectra를 살펴보면, 

0 초 또는 60 초 에칭 후 어떠한 Si 와 관련된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300초 에칭 후, 99-104 eV 에서 피크가 발생한다. 이는 SiO 표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진 Si 의 여러 개의 피크가 중첩된 결과이다 

(Sin+, n=0, 1, 2, 3, 4).[85-87] 즉, 전해질 환원 분해 산물인 두꺼운 피막 아래 

덮여있던 SiO 전극의 표면이 300 초 에칭 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PF5 기체에 24 시간 노출된 표면 필름은 노출전과 비교하여 다른 

거동을 보인다. 먼저, 에칭 전 SEI 피막의 F 1s 에서 관찰된 SiOxFy (104.5 

eV)가 나타난다.[81, 88] 또한, 60 초 에칭 후 99-104 eV 에서 SiO 전극의 

표면에 의한 중첩된 피크가 나타난다. 이는 PF5기체에 노출된 후, SiO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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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he direct contact experimental set up. The SEI layer on the SiO 

electrode was collected from the pre-cycled Li/SiO cell, and 

contacted directly with PF5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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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 1s, O 1s, F 1s and P 2p XPS spectra obtained from the SiO electrode 

after exposure to PF5 gas for 24 h.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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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덮여있던 표면 필름의 두께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PF5 기체에 

의해 표면 필름이 손상되면서 두께가 얇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PF5 에 의한 SEI 피막의 구체적인 열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85oC 

에서 보관 시간(0, 3, 6, 24 시간)에 따른 SiO 전극 피막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였다. 보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두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첫 번째 Li2O (528.8 eV in the O 1s spectra)가 보관 초기(3시간)에 

사라진다 (Fig. 19). 두 번째, phosphate (134 eV in the P 2p spectra, 286.5 eV in the 

C 1s spectra)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반면, carbonate (531.7 eV in the O 1s 

spectra)는 점점 감소한다 (Fig. 18, 19, 21). 즉, 85oC 에서 SEI 피막의 

carbonate 는 줄어들지만, phosphate 는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O 1s 

spectra 에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Carbonate (531.7 eV)/OP(OR)3 (533.3 eV) 

피크 세기의 비율이 보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데 (Fig. 19), 이를 통해 

피막 내의 carbonate 가 phosphate 로 변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기존 문헌에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carbonate 기반 전해질인 

dimethyl carbonate (DMC)가 PF5 로부터 생성된 phosphoryl fluoride (POF3)에 

의해 phosphate 로 변환된다.[89, 90] 루이스 산 PF5 에 대한 각각의 carbonate 

성분(dimethyl carbonate, lithium alkyl carbonate, lithium carbonate)의 반응성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PF5 에 의한 SEI 열화는 다음 두 단계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먼저, LiPF6의 열분해로 생성된 PF5가 전해질내 

미량의 수분과 반응하거나 전해질(carbonate)와 반응하여 POF3 가 

생성된다.[91, 92] EC 환원 분해로 생성된 SEI 피막의 주요 성분인 

carbonate가 POF3에 의해 phosphate로 분해된다. 이때 carbonate 분해 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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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XPS Si 2p spectra depth profiles of the SiO electrode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PF5 gas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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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EI 피막이 손상되어 부동태 능력을 

상실한다고 생각된다. 

 

4.3. 표면 필름의 열화가 음극의 전기화학 성능에 미치는 영향 

 

Fig. 25는 85oC 24시간 보관 후 SiO 셀의 충·방전 용량 변화를 보여준다. 

Pre-cycling 과정에서 SiO 셀은 첫 번째 사이클에서 1800 mA h g-1 의 충전 

용량을, 1345 mA h g-1의 방전 용량을 발현한다. 455 mA h g-1의 높은 비가역 

용량을 나타내는데, 이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SiO 전극이 리튬 이온과 

반응하여 비가역 산물인 Li2O 와 Li4SiO4 를 생성하기 때문이다.[6, 7] 이렇게 

생성된 Li2O와 Li4SiO4는 활물질 부피 팽창에 대한 buffer matrix로 작용하기 

때문에, SiO 셀은 이후 pre-cycling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이클 성능을 

보이지만, 85oC 24 시간 보관 후 상온 첫 사이클에서 572 mA h g-1 의 충전 

용량을, 31 mA h g-1의 방전 용량을 발현하며 급격하게 퇴화한다.  

85oC 에서 보관 후 발생한 용량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보관 전 후 

SiO 셀의 전압 곡선을 비교하였다 (Fig. 26). 85oC 보관 전, SiO 셀은 전형적인 

Si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전기화학 거동을 보였다.[6, 7] 하지만 보관 후, 

충·방전 과정에서 셀의 분극(polarization)이 증가하면서 용량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충·방전 과정에서의 분극 증가는 AC impedanc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27a 의 등가회로를 참고하여 보관 전후 SiO 

셀의 피막 저항(Rfilm)과 전하전달 저항(Rct)을 피팅하여 비교한 결과, Rfilm 은  

49.5 mΩ g 에서 115.2 mΩ g로, Rct는 30.2 mΩ g에서 179.1 mΩ g로 두 저항 

모두 보관 후 크게 증가하였다 (Fig. 27b, 27c). 이러한 필름 저항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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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 전극 피막의 두께 변화와 관련있다. Fig 28은 85oC에서 24시간 보관 후 

SiO 전극 표면 필름의 Si 2p XPS depth spectra 이다. 300 초까지 에칭 후에도, 

SiO 표면에 관련된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표면 필름의 두께가 

보관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FE-SEM 이미지를 통해서도 보관 

전에 비해 두꺼운 표면 필름이 SiO 전극위에 덮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9). 즉, SiO 전극 SEI 피막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SiO 셀의 분극 

증가를 유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85oC에서 보관 시 SiO 전극의 피막의 두께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85oC 에서 SiO 전극의 SEI 피막 또한 PF5 의 공격에 의해 손상되고,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가 완전히 소모될때까지 추가적인 전해질 분해/피막 생성 

반응이 발생한다. GITT 분석을 통해, 방전 상태의 SiO 셀의 잔존 

용량(remnant capacity)을 살펴보면, 약 250 mA g-1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30). 

즉,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85oC 에서 손상된 SEI 

피막은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실제로, 85oC 에서 24 시간 보관 후 SiO 

셀의 OCV 를 살펴보면 2.5 V (vs. Li/Li+)를 나타내며, 이는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SEI 피막의 손상과 회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SEI 피막이 점점 성장하여 두께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결과, 셀의 분극이 증가하여 충·방전 용량의 퇴화를 

일으킨다. PF5 에 의한 SEI 열화에서 유발된 음극의 전기화학 성능 퇴화 

과정을 Fig. 3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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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Li/SiO cells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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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f Li/SiO 

cells before and after storage for 24 h at 85oC.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85oC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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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a) Equivalent circuit, AC impedance spectra of the SiO electrode: 

(b) before, and (c)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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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XPS Si 2p spectra depth profiles of the SiO 

electrode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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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FE-SEM images of surface of SiO electrode: (a) before, and 

(b) after 85oC storage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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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Quasi open-circuit voltage profile during de-lithiation at 

25oC obtained from Li/SiO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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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diagram of effect of degradation of SEI layers on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negative electrode at elev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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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면 필름의 열화 억제 

 

85oC 에서 PF5 에 의한 SEI 피막의 손상은 음극의 전기화학 성능 퇴화를 

야기한다. 셀 퇴화를 유발하는 PF5 에 의한 피막의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해액 내에 첨가제를 적용하였다. PF5 에 의한 SEI 피막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첨가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ⅰ) PF5 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표면 필름 생성, (ⅱ) LiPF6 열분해로 생성된 루이스 산 PF5 

scavenge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F5 공격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는 표면 

필름을 생성하기 위해 fluoroethylene carbonate(FEC)를 (Fig. 32a), 루이스 산 

PF5 scavenger 로서 루이스 염기인 tris(2,2,-trifluoroethyl) phosphite(TTFP)를 

첨가제로 적용하였다 (Fig. 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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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and (b) tris(2,2,2-

trifluoroethyl) phosphite (TT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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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PF5 attack-resistive film forming agent로서 fluoroethylene carbonate 

(FEC)의 역할 

 

FEC는 vinylene carbonate(VC)와 함께 대표적인 SEI 피막 생성 첨가제로서, 

FEC 에 의한 흑연과 Si 계 음극의 전기화학 성능 개선이 많은 논문에 

보고되었다.[54, 58-63] Fig. 33 은 FEC 첨가에 따른 SiO 셀의 pre-cycling 

과정에서 첫 번째 사이클 충전과정의 dQ/dV plot 이다. FEC-free SiO 셀(1.3 M 

LiPF6 in EC:DEC=3:7 (v/v))은 0.6 V (vs. Li/Li+) 부근에서 EC 환원 분해 피크를 

보인다. 하지만 FEC-containing SiO 셀(1.3 M LiPF6 in FEC:EC:DEC=5:25:75 

(v/v/v))은 0.9 V (vs. Li/Li+) 부근에서 환원 분해 피크를 보이며, 0.6 V (vs. Li/Li+) 

부근에서 발생하는 EC 환원 분해는 억제된다. 이는 EC 보다 FEC 의 

LUMO(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가 낮아 높은 전압에서 환원 

분해되고, SiO 전극 표면에 FEC의 분해 산물로 인한 필름이 형성되어 EC의 

환원 분해가 억제되기 때문이다.[54] FEC 의 환원 분해로 인한 SEI 피막 

생성은 XP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이클 충전 후 FEC-free SiO 

전극과 FEC-containing SiO 전극 표면의 화학 조성을 비교하면, FEC 에 의해 

생성된 표면 필름에서 LiF 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34). 

이는 FEC가 분해되면서 필름 내의 LiF를 생성하기 때문이다.[54, 60]  

Pre-cycling 을 마친 후 휴지 시간을 두어 셀의 OCV 를 1.2 V  (vs. Li/Li+) 

까지 안정화하고, 셀을 85oC에 옮겨 24시간 보관하면서 OCV를 측정하였다. 

Fig. 35에서 볼 수 있듯이, 85oC에서 FEC-free SiO 셀에 비해 (2.4 V(vs. Li/Li+)), 

FEC-containing SiO 셀의 OCV 상승이 크게 억제되었다 (1.3 V(vs. Li/L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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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he first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btained from (a) FEC-free, 

and (b) FEC-containing Li/SiO cells at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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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F 1s XPS spectra obtained from the SiO electrode after 

fully lithiation at firs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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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ime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voltage of FEC-

containing Li/SiO cells during 85oC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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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F5에 의한 SEI 손상의 억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FEC에 의해 생성된 

SEI 피막은 EC 에 의해 생성된 SEI 피막에 비해 PF5 의 공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LiF 가 풍부한 피막의 특징 때문이라 

추정된다. SEI 를 구성하는 성분 중 carbonate 는 PF5 의 공격에 취약하여 

phosphate 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8, 19, 21). 반면 또 다른 SEI 

성분인 LiF의 경우 85oC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20). 이는, LiF가 

SEI 피막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들에 비해 PF5 의 공격에 내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85oC 발생한 표면 필름의 손상과 회복 과정의 완화로 인해 표면 필름의 

두께 성장 또한 억제된다. Fig. 36 은 FEC-containing SiO 전극의 보관 전후 Si 

2p XPS depth spectra이다. 보관 전후 모두, 300 초 에칭 후 SiO 표면과 관련된 

99-104 eV 범위의 피크가 관찰되었다.[85-87] 다만, 보관 후 피크의 세기가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표면 필름의 두께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FE-SEM 이미지 또한 FEC 를 사용했을 때, 표면 필름 

성장의 억제를 뒷받침해준다 (Fig. 37). 기본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와 달리, 

보관 후에도 FEC를 사용한 전해질의 SiO 표면에서 두꺼운 필름이 관찰되지 

않았다.  

OCV 외에도 보관 전후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 변화 또한, FEC 에 의해 

생성된 표면 필름의 PF5 공격에 대한 강한 내성 보여준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표면 필름에 대한 PF5 공격의 결과로, 필름 내 Li2O (528.8 eV in O 1s 

spectra)와 carbonate (ROCO2Li, Li2CO3, 531.7 eV in O 1s spectra)가 감소하고, 

phosphate (134 eV in P 2p spectra, 533.3 eV in O 1s spectra, 286.5 eV in C 1s spectra)가 



- 72 - 

 

증가한다.[79, 80] FEC 에 의해 생성된 표면 필름의 보관 전후 화학 조성 

변화를 살펴보면, Li2O는 사라졌지만, phosphate 의 생성이 크게 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38).  

FEC-free SiO 셀은 보관 후 표면 필름의 두께 증가로 인해 필름 및 

전하전달 저항이 증가하였다. FEC-containing SiO 전극의 표면 필름 성장 

억제로 인해, 보관 후 SiO 셀의 필름(Rfilm) 및 전하전달 저항(Rct) 증가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AC impedance 분석을 통해, 85oC 24 시간 보관 후 

FEC-containing SiO 셀의 저항이 FEC-free SiO 셀의 저항 (Fig. 27c)과 비교하여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9). 이로 인해, FEC-containing SiO 

셀의 보관 후 전기화학 성능을 크게 향상된다. FEC-containing SiO 셀은 85oC 

보관 전후 비슷한 전기화학 거동을 보이며 보관 후 963 mA h g-1 의 가역 

용량을 발현한다. 비록 가역 용량이 감소하였지만 (1401→963 mA h g-1), 이는 

FEC-free SiO 셀의 보관 후 가역 용량 (31 mA h g-1)에 비해 아주 큰 값이다. 

또한, 보관 후 사이클 성능도 향상되었다. FEC-free SiO 셀은 보관 후 급격한 

충·방전 용량의 퇴화로 인해, cycling 과정의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 28 mA h 

g-1의 충전 용량을, 16 mA h g-1의 방전 용량을 발현한다 (Fig. 25). 반면, FEC-

containing SiO 셀은 cycling 과정의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 624 mA h g-1의 충전 

용량을, 590 mA h g-1의 방전 용량을 발현한다 (Fig.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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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XPS Si 2p spectra depth profiles of the FEC-containing SiO 

electrode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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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FE-SEM images taken on the surface of FEC-containing SiO 

electrode: (a) before, and (b)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 75 - 

 

  

Figure 38. C 1s, O 1s, F 1s, and P 2p XPS spectra obtained from FEC-containing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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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AC impedance spectra of the FEC-containing SiO 

electrode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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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f FEC-containing 

Li/SiO cells before and after storage for 24 h at 85oC.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85oC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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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FEC-containing Li/SiO cells after 

85oC storage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 79 - 

 

4.4.2. PF5 scavenger로서 tris(2,2,2-trifluoroethyl) phosphite (TTFP)의 역할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루이스 산에 제공함으로써, 루이스 산 

루이스 산-염기 복합체 (Lewis acid―base adduct)를 형성하여 PF5 (루이스 산) 

scavenger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64] 그 중 phosphite 계열 화합물은 

P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인해 루이스 염기 성질을 나타내지만, 산화 

안정성이 낮은 단점을 지닌다.[93] 이를 해결하기 위해, phosphite 계열 

화합물 말단에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인 F 를 치환하여 산화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93] 따라서 산화 조건에서도 안정적이며, PF5 

scavenger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TTFP 를 첨가제로 적용하였다 (Fig. 

32b). TTFP 는 고온에서 PF5에 의한 전해질 분해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PF5에 의한 표면 필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57, 65, 

66] 먼저, FEC와 같이 TTFP에 의한 SEI 피막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사이클 dQ/dV plot 을 비교하였다. Fig. 42 에서와 같이 TTFP-free SiO 

셀과 TTFP-containing SiO 셀은 0.6 V (vs. Li/Li+) 부근에서 EC 환원 분해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TTFP 에 의한 SEI 피막 생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존 보고된 문헌의 결과와 일치한다.[93] 

TTFP 에 의한 PF5 scavenger 효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43). 무색의 기본 전해질(1.3 M LiPF6 in EC:DEC=3:7 (v/v))을 

85oC 에서 24 시간 보관하면 PF5 에 의해 전해질(solvent)이 분해되면서 

갈색으로 변한다.[83] 반면, TTFP가 첨가된 전해질(1.3 M LiPF6 in EC:DEC=3:7 

(v/v) + 5 vol. % TTFP)은 85oC에서 24시간 보관해도 색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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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he first differential capacity plots obtained from (a) 

TTFP-free, and (b) TTFP-containing Li/SiO cells at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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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TTFP-free and TTFP-containing electrolytes stored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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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PF5-TTFP adduct 생성으로 인해 PF5 에 의한 전해질 분해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TTFP 에 의한 PF5 안정화 효과로 인해, PF5 공격으로 유발된 SEI 피막의 

손상 완화를 확인하기 위해, pre-cycling 이 끝난 TTFP-containing SiO 셀을 

85oC 에 옮겨 24 시간 보관하면서 OCV 를 측정하였다. Fig. 44 에서 볼 수 

있듯이, TTFP-containing SiO 셀의 OCV 상승이 억제되면서 24 시간 보관 후 

1.8 V (vs. Li/Li+)의 OCV 를 나타냈다. 이는 TTFP-free SiO 의 OCV (2.4 V (vs. 

Li/Li+))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이다. 이러한 표면 필름 손상 및 회복의 

완화로 인해, 85oC 보관 중 필름 성장의 완화를 예상할 수 있다. 보관 전후 

에칭을 하면서 Si 2p XPS spectra를 비교한 결과 (Fig. 45), 보관 전 300초 에칭 

후 관찰된 SiO 표면에 의한 99―104 eV 의 피크의 세기보다 약간 감소한 

피크가 보관 후 300 초에도 관찰되었다.[85-87] 또한 FE-SEM 이미지에서도, 

보관 후 TTFP-free SiO 전극에서 관찰된 두꺼운 표면 필름이 TTFP-containing 

SiO 전극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Fig. 46).  

TTFP 에 의한 PF5 scavenger 효과로 인해, PF5 에 의한 SiO 전극 표면 

필름의 화학 조성의 변화가 억제되었다 (Fig. 47). 보관 후 Li2O (528.8 eV in O 

1s spectra)는 사라졌지만, phosphate (134 eV in P 2p spectra, 533.3 eV in O 1s spectra, 

286.5 eV in C 1s spectra) 생성이 크게 억제되었다.[79, 80] 

FEC-containing SiO 셀과 마찬가지로 TTFP-containing SiO 셀은 85oC 에서 

표면 필름 성장의 완화로 인해, 보관 후 기준 전해질을 사용한 SiO 셀에 

비해 준수한 필름 및 전하전달 저항 값을 보인다 (Fig. 48). 이러한 거동은 

전압 곡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관 전후 TTFP를 사용한 SiO 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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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ime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voltage of TTFP-

containing Li/SiO cells during 85oC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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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XPS Si 2p spectra depth profiles of the TTFP-containing SiO 

electrode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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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FE-SEM images taken on the surface of TTFP-containing SiO 

electrode: (a) before, and (b)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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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C 1s, O 1s, F 1s, and P 2p XPS spectra obtained from TTFP-

containing SiO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torage at 85oC. Note 

that absolute scale for the P 2p spectra are different to those of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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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AC impedance spectra of the TTFP-containing SiO electrode 

after storage at 85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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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곡선을 살펴보면, 보관 후 큰 분극 증가 없이 보관 전과 비슷한 

전기화학 거동을 보이며 1403 mA h g-1 의 충전 용량과 934 mA h g-1 의 방전 

용량을 발현하며 (Fig. 49), TTFP-free SiO 셀에 비해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보인다 (Fig. 26). TTFP-containing SiO 셀은 보관 후 cycling 과정의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 526 mA h g-1의 충전 용량을, 436 mA h g-1의 방전 용량을 발현한다 

(Fig. 50). 이러한 TTFP 의 PF5 scavenger 효과는 전해질 내 TTFP 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대된다 (Fig. 51). 기존 전해질에 20 vol. %의 TTFP를 첨가한 SiO 

셀은 85oC 보관 후 더욱 우수한 전기화학 성능을 보인다. 보관 후 첫 

사이클에서 20 vol. % TTFP-containing SiO 셀은 1507 mA h g-1의 충전 용량을, 

1260 mA h g-1 의 방전 용량을 발현하고, 다섯 사이클 후에 841 mA h g-1 의 

충전 용량을, 737 mA h g-1 의 방전 용량을 발현한다. 이는 5 vol. % TTFP-

containing SiO 셀의 충·방전 용량보다 더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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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of TTFP-containing 

Li/SiO cells before and after storage for 24 h at 85oC.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85oC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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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TTFP-containing Li/graphite cells 

after 85oC storage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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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a)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voltage profiles, and (b) 

variations in the specific capacities of 20 vol.% TTFP-containing 

Li/SiO cells after 85oC storage at for 24 h. Note that the Li/SiO cells 

were cycled five times at 25oC, stored at the given temperatures for 

24 h, and then cycled again at 25oC to examine cel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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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용 흑연 및 일산화규소 음극에서 표면 

필름의 열화 메커니즘 및 억제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아래 요약하였다. 

(ⅰ) 흑연 및 SiO 전극의 SEI 피막은 85oC 에서 손상되어 부동태 능력을 

상실한다. SEI 피막은 다음 두 원인에 의해 손상된다. 첫 번째, SEI 피막 

자체의 열분해로 인한 손상이다. DSC 분석을 통해, 60-130oC 에서 SEI 피막 

내의 불안정한 성분의 열분해로 인한 SEI 손상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PF5 의 공격으로 인한 손상이다. 85oC 에서 전해질 내 PF5 의 농도 (LiPF6 의 

농도)가 SEI 피막의 손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PF5 기체에 노출된 후 SEI 

피막 두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 두가지 원인 중, 60-130oC 온도 범위에서 

SEI 피막의 열화는 SEI 피막 자체의 열분해보다 PF5의 공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ⅱ) SEI 피막 내 Li2O 와 carbonate (ROCO2Li, Li2CO3)는 PF5 의 공격에 

취약하다. 특히, SEI 의 주요 성분인 carbonate 는 PF5에 의해 생성된 POF3와 

반응하여 phosphate (OP(OR)3)로 전환된다.  

(ⅲ) 85oC 에서 흑연 및 SiO 전극 SEI 피막은 PF5 에 의해 손상되면, 전극 

내의 리튬과 전자를 소모하면서 추가적인 전해질 환원 분해/SEI 피막 생성 

반응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SEI 피막이 회복된다. 이러한 SEI 피막의 

회복은 전극 내 리튬과 전자가 완전히 소모될 때(SOC=0)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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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EI 피막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피막의 두께가 성장하여 셀의 

분극 증가 및 충·방전 용량의 퇴화를 일으킨다.  

(ⅳ) PF5 공격에 의한 SEI 피막 손상에서 유발된 SiO 음극의 퇴화를 막기 

위해 두 종류의 첨가제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PF5 공격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는 SEI 피막을 만들기 위해 FEC 를 사용하였다. FEC 는 EC 보다 

높은 전압에서 먼저 분해되면서 PF5 의 공격에 내성이 강한 LiF 의 함량이 

높은 피막을 생성하였다. 두 번째, 루이스 산 PF5 scavenger 의 역할을 하는 

루이스 염기 TTFP를 사용하였다. TTFP는 P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PF5에 

제공함으로써 PF5와 Lewis acid-base adduct 를 생성하여 PF5 scavenger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첨가제를 사용한 결과, 85oC 에서 SiO 전극 SEI 피막의 

손상 및 두께 성장이 크게 억제되었다. 이로 인해, 보관 후 SiO 셀의 

충·방전 성능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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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ite and silicon monoxide (SiO) are currently representative negative materials 

which used in commercial lithium-ion batteries, exhibiting charge/dis-charge capacity 

through electrochemical oxidation and reduction reaction below 0.2 V and 0.5 V (vs. 

Li/Li+), respectively. Since the working voltage of graphite and SiO is lower than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 of organic electrolyte, the electrolyte reductive 

decomposition on the surface of negative electrode is inevitable. The deposit surface 

films that are referred to as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 suppress further 

electrolyte decomposition due to its passivation ability. However, when the LIBs are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for a long time, the SEI layers are thermally damaged 

and lose its passivation ability. At this time, further electrolyte decomposition takes place 

by consuming lithium ion and electrons from positive electrode. This results to 

deterioration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LIBs. More critically, due to the heat 

generation during repair process, the cell temperature uncontrollably increase leading to 

thermal runaway. Recently, as the market of lithium-ion batteries has expanded,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batteries over 60oC has been focused. Therefore, in this 

work, degradation mechanism of surface films on graphite and SiO negative electrode 

at elevated temperature (60-100oC) is investigated.  

The surface film on graphite negative electrode is intact at 60oC, whereas degraded at 

85oC. Two possible mechanisms are assumed: thermal decomposition of SEI layers 

themselves and degradation through PF5 attack. To check the prevalence of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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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was performed. The DSC result 

illustrates that an exothermic reaction takes place at 60-130oC, which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the SEI layer itself.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surface film damage can be confirmed through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by directly exposing the surface film to PF5 gas that was generated by heating 

LiPF6. Of the two possible degradation mechanisms, the attack of PF5 dominates over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the SEI layer itself in 60-130oC.  

Once SEI layers are damaged and loses passivation ability, the further electrolyte 

decomposition occurs on the newly exposed surface by supplying lithium ions and 

electrons from the electrode: This is SEI repair. This damage and repair process is 

continued until lithium ions/electrons are fully exhausted. The result is the steady growth 

of SEI layers, causing an increase in surface film resistance and cell polarization, which 

eventually leads to cell fail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s, two kinds of additive are 

suggested. First, for the formation of resistive surface film against PF5 attack,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was added in electrolyte as additive. Enriched LiF is 

generated in FEC-derived surface film due to reductive decomposition of FEC. Second, 

for the scavenging PF5, Lewis basic tris (2,2,2-trifluoroethyl) phosphite (TTFP) was used 

as additive. TTFP could scavenge PF5 through forming stable Lewis acid-base adduct. 

By addition of FEC and TTFP, respectively, SEI damage/repair process is suppressed at 

85oC resulting to only marginal growth of surface film. Thus, SiO cell degradation, 

which is intimately associated with surface film growth and cell polarization, is greatly 

allev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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