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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 금속은 높은 이론 용량으로 인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음극 물질로 각광받아 왔다. 하지만 리튬 금속은 전해질과의

지속적인 반응으로 인해 소모되며 전착된 리튬이 수지상으로 형성되는

등 리튬 금속 전지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리튬의 수지상 성장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튬 금속 표면에서 생성되는

전극-전해질 계면막(Solid-Electrolyte Interphase, SEI)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리튬과 전해질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전극-전해질 계면막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리튬 이온에게 물질 전달

매개체로 작용하고 전해질과 분리시켜 리튬이 소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전극-전해질 계면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ex-

situ 방식으로 현상을 관찰해왔다. Ex-situ 분석법은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기 쉬우며 사이클 이후에 발생하는 반응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극-전해질 계면막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in-situ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EQCM)은 진동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극-전해질 계면막의 무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비이다. 두

개의 염에서 전극-전해질 계면막의 무게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리튬

전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iPF6, LiFSI 염을 사용하였고,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 전용 셀을 이용하여 정전류, 정전압, 순환 전압-

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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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를 측정하였을 때 LiPF6에서 더 많은 무게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 보기 위해 XPS를 이용하여 SEI의 구성 성분을

확인해보았으며, Li-Cu 반쪽셀, Li-LFP 완전셀, EIS 등의 전기화학적

평가를 진행해보았다. 이를 통해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을 이용해

전극-전해질 계면막의 무게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것이 계면막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계면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잠재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리튬 금속 전지, 전극-전해질 계면막,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 이차 전지

학   번 : 2019-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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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이차 전지 시장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그 크기가

커지고 있다[1,2]. 현재 이차 전지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였을 때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20분의 충전으로

약 200km이며 이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보다 적다.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하는데 리튬 이온 전지는 이미 최대 이론 용량에 근접함에 따라

그 한계를 나타낸다.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리튬 금속

전지(Lithium metal battery, LMB)는 이러한 점에서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차 전지로 평가 받고 있다[3,4]. 리튬 금속 음극은

높은 이론 용량 (3860 mA h g-1)과 낮은 전기화학 전위(-3.04 V)를

가지며 리튬-공기 전지, 리튬-황 전지 등 차세대 이차 전지의 음극

물질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아 왔다[5,6].(Figure 1)

리튬 금속은 에너지 밀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리튬 전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액체 전해질들은 리튬과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리튬과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활성 리튬을 소모하며 분해된다. 셀 사이클

중에 수지상으로 성장한 리튬이 집전체와 연결이 끊겨 생성되는 dead 

Li의 경우 리튬 금속 표면에 쌓이며 장애물로 작용한다. Dead Li은 리튬



2

이온의 물질 전달을 방해하며 셀의 성능을 저하시킨다[7-9]. 또한

수지상 리튬은 분리막을 관통하여 셀의 단락을 유발하고 열 폭주 현상을

일으켜 셀의 안정성을 해친다[10,11].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극-전해질 계면막(Solid-electrolyte interphase, SEI)을 이해하고, 

이를 개질하기 위한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론적으로 전극-

전해질 계면막은 음극 표면과 전해질 사이에서 리튬 이온의 물질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고 전해질과 리튬이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소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12]을 하기 때문에 리튬 금속이 안정하게

유지되려면 전극-전해질 계면막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극-전해질 계면막을 개질하는 연구로는 계면막을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구성하는 실험[13-16], 리튬 표면에 lithiophilic 

host를 배치해 리튬의 균일한 전착을 유도하는 실험[17-19], 전해질

첨가제를 통해 안정된 SEI를 형성하는 실험[20-25], 폴리머나 무기

물질들로 보호막을 구성하는 실험[26-28] 등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 연구들에서 SEI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

SEM),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그리고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학(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등

다양한 ex-situ 분석법들이 활용되었다. Ex-situ 분석법은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기 쉽고, 셀 사이클 이후에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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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반응을 확인하기 어렵다[29]. 따라서 SEI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in-situ 분석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EI의 in-situ 분석을 위해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EQCM)을 이용하였다.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은 고유 진동수를

가지는 진동수정의 진동수 변화를 이용하여 진동수정 위에서 발생하는

무게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이다[30]. 전압 또는 전류를 가하면서

진동수정의 진동수를 측정하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SEI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튬 금속 전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ithium hexafluorophosphate (LiPF6), 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LiFSI) 염에서의 SEI 형성과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을 사용하여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두 전해질에서 SEI가 다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각각의 전해질로 코인셀을 제작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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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oltage versus capacity for positive- and negative-

electrode material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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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방법

2. 1. 전해질

실험에서 사용한 전해질은 1.3 M LiPF6 EC/DEC (3:7 v/v), 1.3 M 

LiFSI EC/DEC (3:7 v/v) 로서 LiPF6, LiFSI(Enchem Inc.) 염과

Ethylene carbonate : Diethyl carbonate (30:70 vol.%, Soulbrain Co., 

Ltd.) 용매를 이용해 제조하였다. 전해질 제작은 Ar-filled glove 

box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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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QCM 분석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EQCM 셀의 모식도는 Figure

2와 같다. EQCM 장비에서 측정된 진동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Sauerbrey’s Equation을 따른다. 해당 식은 표면에 쌓이는 물질들이

딱딱하고 얇은 필름 형태로 수정 표면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유도되었다[37]. 전기화학 실험에서 해당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진동 수정 표면에서 금속이 균일하게 전착 된다는 것과

전착이 100%의 faradaic efficiency를 가진다는 가정들이

필요하다[30]. 위의 가정들 하에서 실험 중의 진동수 변화와 무게

변화는 linear relationship을 가지게 되고 진동 수정 위로 전착되거나

밖으로 탈리되는 물질들의 무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ㅿF는 진동수의 변화, ㅿm은 무게변화, f0은

resonance frequency, A는 진동 수정의 active surface, ρ와 μ는

각각 진동 수정의 밀도와 shear modulus를 의미한다. 이 중에 f0, A, ρ, 

μ는 모두 진동 수정과 관련된 상수이기 때문에 위의 식은 아래처럼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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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Cm는 교정 인자로써 상수이고,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확인하고자 이론값에 대한 실험값의 오차가 크지 않음이 잘

알려진 은을 전착 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교정에서 작동 전극은 AT-

cut 진동 수정 위에 미리 전착된 Au film을 사용하였고, 해당 전극은

8.94 MHz의 resonance frequency를 가진다. 상대 전극은 Ag 

wire이고 전해질은 0.1 M AgClO4 & 1 M LiClO4 in EC/DEC (3:7

v/v)을 200 ml 사용하여서 셀을 구성한 후, 전류 밀도 1 mA cm-2로

500초 동안 전착실험을 진행하였다[31]. 실험 도중에 진동수의 변화는

Frequency analyzer(QCM922A, Seiko EG&G)을 이용하였고, 전압 및

전류의 측정은 Potentiostat(ZIVE MP2, WonATech)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시간에 따른 진동수 변화를 Sauerbrey’s Equation을

이용하여 무게로 변환한 이론값과 시간에 따른 전하량에 은의 분자량

(107 g mol-1)을 곱해주고 패러데이 상수 (F = 96485 C mol-1)를

나눠준 실험 값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해당 실험 결과 이론 값과

실험 값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어서 실험 장비에 의한 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고 여기고 EQCM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전류, 정전압, 순환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

실험에서는 9.04 MHz의 resonance frequency를 가지는 AT-cut 진동

수정 위에 미리 전착된 Cu film을 작동 전극으로 사용하였고, 리튬

금속(Honjo Metal, Japan)을 상대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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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 LiPF6 EC/DEC (3:7 v/v), 1.3 M LiFSI EC/DEC (3:7 v/v)

전해질을 200 ml 사용하였고 셀 조립은 Ar-filled glove box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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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image of EQCM cell fo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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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ss change during Ag deposition on Au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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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물질 특성 분석

XPS (SIGMA PROBE, Thermo Scientific) 분석을 위하여 구리

포일을 작동 전극, 리튬 금속을 상대 전극으로 사용하여 OCV(Open

Circuit Voltage)부터 0 V까지 5 mV s-1로 potential sweep을 진행한

후, Ar-filled glove box에서 셀을 분해하고 구리 포일을 회수하여

DME로 rinsing 후 측정하였다. 모든 피팅은 Avant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calibration은 C-C 결합을 284.8 eV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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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전기화학 특성 분석

쿨롱 효율 실험은 2032 코인셀을 사용하여, 구리 포일 위에 리튬

금속을 전착 및 탈리시키면서 실험하였다. 0-1 V (vs Li/Li+)에서 0.05

mA cm-2로 3회 precycling 한 뒤 전류 밀도 0.5 mA cm-2에서 충전

및 방전 용량을 0.5 mA h cm-2로 진행하였다.

완전셀 실험에서는 리튬 인산철(Lithium iron phosphate, LFP) 

활물질 샘플과 Carbon black (Super P), Polyvinylidene fluoride 

(PVDF)을 8:1:1 무게 비율로 섞어서 만든 slurry를 알루미늄 포일

위에 캐스팅하여 전극을 만들었다. 해당 전극을 진공 오븐을 이용해

120 ℃에서 overnight동안 건조하여 셀을 만들었다. 수명 특성 평가

실험은 2032 코인셀로 리튬 금속을 상대 전극으로 사용하였고, 전압

범위 2.6-4.0V (vs Li/Li+)에서 0.1 C rate로 3회 precycling 한 뒤

0.5 C rate (80 mA g-1)로 진행하였다. 

리튬 대칭 셀을 구성하여 전류 밀도를 0.5, 1, 2, 3, 5 mA cm-2로

바꿔가면서 5 사이클씩 셀 평가를 하였다. 충, 방전 용량은 1 mA h 

cm-2로 동일하게 하였고, 5 mA cm-2 이후에는 0.5 mA cm-2로

사이클을 진행하였다.

2032 코인셀을 사용하여, 리튬 대칭셀을 구성한 뒤 전류 밀도 0.5

mA cm-2로 충전 및 방전 용량을 1 mA h cm-2로 실험을 진행하여 1, 

10, 30 사이클마다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EIS)를

측정하였다. EIS는 biologic 기기를 이용하여 1 MHz – 100 mHz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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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에서 스캔하여 진행하였다. 쿨롱 효율 실험과 완전셀 수명 특성

평가 실험, 리튬 대칭셀 수명 특성 평가 실험은 모두 30 ℃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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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 1. EQCM 분석

모식도에 나와있는 EQCM 셀에 정전류를 가하면서 전압과 진동수

변화를 측정하고, Sauerbrey’s equation을 이용하여 진동수를 무게로

변환한 결과가 Figure 4이다. Figure 4 (a)에서는 0.1 mA cm-2 로

30분동안 전류를 가했을 때 EQCM 셀에서 발생하는 과전압을

측정했는데 LiPF6를 사용한 전해질에서 더 큰 과전압이 나왔다. 해당

실험에서 구리 전극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것이 Figure 4 (b) 이다. 두

전해질 모두 전착 초기에 더 급격한 무게 증가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초기에 리튬 금속의 전착과 함께 SEI의 형성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LiPF6와 LiFSI에서의 무게 차이가 증가하며 30분

이후에는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각 전해질에는 같은 양의 리튬

금속이 전착되었기 때문에 무게 차이는 SEI의 무게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LiFSI에서 형성된 SEI는 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지만 LiPF6는 SEI가 활성 리튬의 소모를 억제하지 못하여 많은

부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착되는 리튬 금속의 영향을 배제시키고 형성되는 SEI의 무게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0.1 V의 정전압을 가하면서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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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Figure 5 에 나와있듯이 정전류 실험과 동일하게 LiPF6에서 더

큰 무게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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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ime dependences of the (a) overpotential, and (b) m, 

with constant current of 0.1 mA cm-2.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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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ss change of the cells at constant voltage of 0.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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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해질에서 형성되는 SEI의 단순한 무게 변화뿐만 아니라

전압대에 따른 무게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서 순환 전압-전류법을

진행하였다. 5 mV s-1의 scan rate로 CV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LiPF6를 사용한 전해질에서는 전압 변화 방향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Figure 6 (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b)에서 LiFSI를 사용할 경우 전압이 변함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고

감소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번의 사이클을 전압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총 4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

OCV에서 0V로 scan할 때 (Region Ⅰ) 에는 reductive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SEI를 형성한다. 이 구간에서는

두 개의 전해질 모두에서 무게가 증가하는 것이 관측되며 앞선 정전류, 

정전압 실험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무게의 크기는 LiPF6에서 더 크다.

다음으로 0V에서 OCV로 전압이 바뀔 때 (Region Ⅱ), 해당 구간은

oxidative한 환경이기 때문에 Region Ⅰ에서 생성된 물질이 산화되어서

무게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LiPF6에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무게가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LiFSI에서는 무게가 감소하는데

생성되었던 SEI 중 일부가 산화 되었거나 전해질의 분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Region Ⅲ 에서는 첫 번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해질 모두에서 무게가 증가한다. 하지만 첫 번째 사이클에 비해

증가하는 무게의 양이 더 적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SEI가 처음으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 변화를 나타내지만, 두 번째

이후의 사이클에서는 SEI가 일부분 passivation 하기 때문에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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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다. LiPF6는 Region Ⅲ 의 무게 변화가 Region Ⅱ 보다 큰 것을

고려했을 때, Region Ⅱ 에서 부반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Oxidative한 환경에서도 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전기화학 반응으로 인한

무게 감소보다 다른 부반응들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LiFSI의 경우 Region Ⅱ 에서 감소한 만큼 Region Ⅲ 에서 증가하며,

이는 해당 전압대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가역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Region Ⅳ 에서는 Region Ⅱ 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LiPF6는 무게가 증가하고, LiFSI의 경우 무게가 감소하지만 Region Ⅲ

처럼 이미 전극에 passivation layer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이클에 비해 적은 양의 무게 변화를 보인다.

위의 CV 실험에서 측정된 전하량을 기반으로 전하량 변화 대비

구리 전극의 무게 변화를 Figure 7 에 나타내었다. 이는 Figure 6 에서

전압의 변화에 따라 무게의 증감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LiPF6를 사용한 전해질에서는 전하량의 크기의 증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무게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iFSI의 경우

전하량의 크기가 증가할 때는 무게가 증가하고, 전하량의 크기가 감소할

때에는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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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ss change of the cells using (a) 1.3 M LiPF6 in EC/DEC 

(3:7), and (b) LiFSI in EC/DEC (3:7) during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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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ass change of the cells using (a) 1.3 M LiPF6 in EC/DEC 

(3:7), and (b) LiFSI in EC/DEC (3:7) with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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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물질 특성 분석

두 개의 전해질에서 형성된 SEI가 무게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XPS 분석을 진행한 것이 Figure 8, 9 이다. SEI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염으로부터 환원된 물질과 용매로부터 환원된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개의 전해질은 동일한 용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용매로부터 환원된 물질은 비슷하지만 다른 음이온을 사용했기 때문에

염으로부터 환원된 물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SEI는 구성 성분의

비율에 따라 inorganic rich surface와 organic rich surface로 나눌 수

있다. Inorganic rich surface에서는 LiF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반대로 organic rich surface에서는 LiF가 적고 상대적으로 Li2CO3가

많다[32]. 따라서 LiF와 Li2CO3의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SEI가

상대적으로 inorganic rich한지 organic rich한지 비교할 수 있다.

Figure 8 와 Figure 9 에 나타난 Li 1s의 결과를 통해 비교하였을 때

LiPF6의 경우 LiF/Li2CO3의 값이 4.75으로 LiFSI의 14.4보다

3.03배정도 작다. 이를 통해 LiPF6는 상대적으로 organic rich

surface가 LiFSI는 inorganic rich surface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F는 SEI를 조밀하고 밀집되도록 형성하여 얇은 SEI를 만들며[23,

33], LiF는 SEI 표면에서 유기 용매로 리튬 이온의 확산을 촉진시키며

리튬이 균일하게 전착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다[34, 35]. 또한 Li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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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SEI는 리튬을 전해질로부터 보호하며 리튬의 수지상 성장을

효율적으로 억제하여 좋은 셀 성능을 나타낸다[23]. 따라서 앞선

EQCM 실험과 XPS를 조합했을 때 LiFSI 전해질은 LiF가 많은 SEI를

구성하였고 리튬이 균일하게 전착되도록 유도되었다. 그 결과

LiFSI에서는 적은 과전압이 나타났으며[36-38], 조밀한 SEI가

형성되었고 전해질과의 반응을 억제하여 더 적은 무게 변화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LiF가 상대적으로 적은 LiPF6 전해질에서는

다공성의 SEI가 형성되었고 부반응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CV에서

전압의 변화와 무관하게 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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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XPS spectra of F 1s, C 1s, O 1s, and Li 1s in the SEI of 

1.3 M LiPF6 in EC/DE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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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XPS spectra of F 1s, C 1s, O 1s, and Li 1s in the SEI of 

1.3 M LiFSI in EC/DE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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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전기화학 특성 분석

EQCM과 XPS를 통해 분석한 두 전해질의 SEI의 차이가 실제 셀의

수명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기화학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전해질에서의 전착/탈리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리튬-구리 셀 테스트를 진행하였다(Figure 10). LiPF6를 사용한

전해질에서는 초기 5번째 사이클까지 LiFSI를 사용한 전해질과 유사한

쿨롱 효율을 나타낸 이후,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앞선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LiPF6를 사용할 경우 생성된 SEI가

전착된 리튬 금속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전해질과

비가역적인 반응을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LiFSI를 사용한 전해질의

경우 60 사이클까지 쿨롱 효율의 감소가 적다. 이는 LiFSI에서 생성된

SEI의 경우 LiF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되면서 LiPF6의 SEI보다

보호막으로써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해질과의

부반응이 적기 때문에 LiFSI에서 쿨롱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Figure 11 (a) 에서는 양극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FP를

양극으로 사용하고 음극에는 리튬 금속을 사용하여 완전셀을 구성 후

0.5 C rate로 사이클 평가를 하였다. 초기 사이클에서는 LiFSI와

LiPF6를 사용한 전해질 모두 비슷한 방전 용량을 나타내지만 이후에는

LiFSI를 사용한 전해질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용량을 발현하였다. Figure 

11 (b), (c), (d)는 각각 50, 150, 220 사이클에서 specific capac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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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에 따라 나타내었는데, 마찬가지로 LiFSI에서 더 많은 용량을

보였다. 특히 200 사이클이상에서 LiPF6를 사용한 전해질에서 방전

용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해질 고갈로 예상된다. 400 

사이클 이상에서도 계속 사이클이 지속되는 LiFSI에 비해 LiPF6가

전해질이 먼저 고갈되는 이유는 앞선 쿨롱 효율 실험과 마찬가지로

SEI의 성능 차이로 인해 전해질과 리튬 금속이 지속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39]. 이 때 전해질과 리튬 금속의 반응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충, 방전을 지속함에 따라 전해질이 점차 소모되며 결국 방전

용량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리튬 대칭셀을 구성하여 다양한 전류 밀도에서 voltage profile을

확인하였다. Figure 12에서 모든 전류 밀도에서 LiPF6를 사용한

전해질이 더 큰 과전압을 보였다. 특히 고전류 밀도로 갈수록 LiPF6에서

과전압이 급격히 증가하며, 25 사이클 이후에 다시 0.5 mA cm-2 로

전류를 가하더라도 처음 5 사이클보다 큰 과전압을 보인다. 고전류

밀도로 셀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전극 표면에서 다공성의 SEI가

형성되어 과전압을 증가시켰고, 전류 밀도를 낮추더라도 이미 형성된

SEI가 전착, 탈리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동하여 초기 사이클보다 큰

과전압을 보이게 된다. 이와 반대로 LiFSI를 사용한 전해질에서는

고전류 밀도로 높이더라도 과전압의 증가가 적었고, 0.5 mA cm-2로

전류를 낮췄을 때 과전압이 초기와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LiFSI를

사용한 전해질에서 생성된 SEI가 조밀하기 때문에 고전류 밀도에서도

과전압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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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에서는 리튬 대칭셀에서 LiFSI, LiPF6 전해질을

사용하여 진행한 EIS 실험에서 얻은 Nyquist plots를 나타내었다. 각

전해질에서 1, 10, 30번째 사이클 이후에 EIS를 측정하였다.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LiPF6를 사용한 대칭셀의 경우 저항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Figure 13 (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FSI의 경우 (Figure 13

(b)) 사이클 수가 증가하더라도 저항이 커지는 정도가 LiPF6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는 EIS를 측정한 코인셀들의 voltage profil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3 (c) 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LiFSI는 30

사이클 이상에서도 안정된 과전압을 나타나는데 반해 검은색으로 표시된

LiPF6의 과전압은 20 사이클 이상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30사이클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과전압의 증가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LiPF6에서 형성된 다공성의 SEI로

인해 리튬 금속이 뷸균일하게 전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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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ulombic efficiency of Li|Cu cell at current rate of 0.5 

mA cm-2 for stripping and plating capacity of 0.5 mA h 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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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Discharge capacity of LFP|Li cell at 0.5 C rate. 

Voltage profiles of LFP|Li cell at (b) 50 cycle, (c) 150 cycle, and 

(d) 220 cycle.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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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Voltage profile of the Li|Li symmetric cells at different 

rate various from 0.5 to 5 mA cm-2 for stripping and plating 

capacity of 1 mA h cm-2.

0.5 1 2 3 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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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Nyquist plots of the Li|Li symmetric cells using (a) 1.3 

M LiPF6 in EC/DEC (3:7), (b) 1.3 M LiFSI in EC/DEC (3:7) and, (c) 

voltage profile of the cell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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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 금속 전지용 리튬 금속의 전극-전해질

계면막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기화학 진동수정 미소저울을 이용하여

LiPF6와 LiFSI 염에서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고 두 염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염의 SEI의 구성 성분

차이가 실제 셀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전기화학적 평가에서도 성능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EQCM을 사용하여 정전류, 정전압 그리고 순환 전압-전류법에서

무게 변화를 비교하였다. 정전류 실험에서 같은 양의 리튬을 전착하였을

때 LiPF6에서 더 많은 부반응들이 유발되어 두꺼운 SEI가 형성되며 큰

무게 변화를 보였다. 정전압 실험에서도 같은 시간 동안 SEI를

형성시켰을 때에 큰 무게 변화를 나타냈다. 순환 전압-전류법

실험에서는 LiPF6가 oxidative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무게가

증가하며 산화 반응 외에 부반응이 훨씬 큰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그 크기는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에 LiFSI의

경우는 oxidative한 환경에서 무게가 감소하고 다음 reductive한

환경에서 감소한 무게만큼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reversible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고자 진행한 XPS 분석에서는 Li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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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CO3의 상대적인 양을 통해 LiFSI에서 inorganic rich한 SEI가,

LiPF6에서는 organic rich한 SEI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iF가

많은 LiFSI에서는 조밀한 SEI가 형성되어 보호막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지만 LiPF6에서는 다공성의 SEI가 형성되어 리튬 금속과

전해질이 지속적으로 소모되며, 부반응에 취약하게 된다. 이러한 SEI의

차이가 EQCM 실험에서 무게 변화의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위의 SEI의 성능 차이가 전기화학적 실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한 코인셀 실험에서 리튬-구리 반쪽셀과 리튬-

LFP 완전셀 모두에서 LiFSI가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LiPF6의 경우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퇴화를 나타내지만 LiFSI에서는

안정적인 cycle retention을 보였다. 리튬 대칭셀에서 고전류 밀도에서

LiPF6의 과전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EIS 실험을

통해 LiPF6 전해질은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LiFSI는 저항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는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생성된 SEI의 구성 성분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EQCM을 통해 리튬 배터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두 염이 형성하는

SEI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ex-situ

분석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실시간의 무게변화를 측정하였으며 XPS와

전기화학 실험에서 그 원인과 차이점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EI의 무게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EQCM 장비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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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EQCM) analysis of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on Li metal for Li metal batteries

Hyunchul Kim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i metal has been considered as promising anode material that

can replace graphite anode in Li ion battery because of its high 

specific capacity. However, electrolyte decomposition depleting

active Li and dendritic growth of electrodeposited Li are obstacles 

of lithium metal batteries. Hence there are needs for understanding

solid-electrolyte interphase (SEI) evolved on the Li metal surface 

to suppress dendritic growth of lithium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lithium metal batteries.

  SEI, formed by reduction of metallic Li and electrolyte, prevents

further lithium consumption and acts as transport medium. So far, 

the studies for SEI have been using ex-situ measurement tools. It 

is necessar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SEI to use in-situ

measurement tools.

   In this study, 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EQCM) was used in real time analysis for SEI. Mass change in

electrode with LiFSI, and LiPF6 salt based electrolyt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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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by galvanostatic, constant voltage, and cyclic 

voltammetry (CV). The LiPF6 shows large mass change during test.

From XPS it is shown that LiFSI has inorganic rich SEI, whereas 

LiPF6 has organic rich SEI. To evaluate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coulombic efficiency test of Li|Cu coin cell, discharge 

capacity test of Li|LFP cell, Li|Li symmetric coin cell, and EI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it is confirmed that EQCM is excellent in-situ

measurement for studying SEI mass change, and it shows it’s 

potential for fully understanding of the SEI.

Keywords : Lithium metal battery, Solid-electrolyte interphase, 

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Lithium secondary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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