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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morphological changes in lithium surface immersed in 1 mol dm-3 (M) LiPF6

dissolved in propylene carbonate (PC) containing different 1,2-dimethoxyethane (DME) concentrations as a co-solvent.
A passivation film was formed on the surface of lithium metal by electrolyte decomposition. The passivation film
formation reaction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mount of co-solvent, DME, in electrolyte solution. A stable
film was obtained from the 1 M LiPF6 / PC:DME (67:33) solution in which lithium electrode showed goo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tomic force microscope (AFM)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direct correlations between changes in the surface morphology of lithium metal
and the resistance behavior of its passivation film. 

Key words : Passivation film(부동태 피막), Lithium metal(금속 리튬), Dendritic lithium(리튬 덴드라이트), 
Co-solvent(공용매), Electrolyte(전해질) 

†Corresponding author : hamin611@sch.ac.kr
[ 접수일 : 2014.4.7 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6.30 ]
Copyright ⓒ 2014 KHNES

1. 서  론

금속 리튬은 이론적 에너지밀도가 높아 리튬의 산

화 ․ 환원반응을 전극반응으로 이용하는 이차전지의 

음극 소재로써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1). 최근 차세대 고용량 이차전지로써 리튬 ․ 공기전

지 및 리튬 ․ 황전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3), 금속 리튬은 리튬이온전지뿐만 아니라 이

와 같은 차세대 전지의 음극 소재로서도 크게 주목

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리튬의 불균일한 석출 ․ 용해 

반응으로 인한 안전성 및 사이클 수명 저하라는 문

제가 있어, 금속 리튬을 음극 소재로 사용하는 이차

전지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튬 ․ 공기전지의 경우,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에 

사용 되고 있는 카보네이트계 전해질 대신 휘발성이 

낮고 산소이온과의 반응이 낮은 에테르계 전해질을 

사용하면 전지의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4). 또한, 리튬 ․ 황전지의 경우에는 LiNO3염을 사

용하면 다소 복잡한 반응이 간소화되면서 셀 수명이 

향상된다는 것이 SION POWER 사에 의해 보고되어 

있다
5).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리튬 ․

공기전지 및 리튬 ․ 황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기술적 문제 중의 하나는 금속 리

튬 음극에 있어서의 리튬 덴드라이트의 성장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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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ell for AFM observation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리튬 덴드라이트가 성장

하면서 리튬이 다공성 및 이끼로 뒤덮인 형태로 구

조가 바뀐다는 것과
6), 표면 아래로 리튬 덴드라이트

가 자란다는 새로운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7), 여전

히 리튬 덴드라이트의 생성반응에 관한 물리화학적

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금속 리튬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전해질과 

접촉할 경우 자발적인 화학반응에 의해 표면에 부동

태 피막을 형성한다. LiF, Li2CO3, Li2O와 같은 다양

한 무기종이 그러한 피막을 이루고 있고
8,9), 금속 리

튬의 전기화학적 반응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저자들

은 이전 연구에서, 탄산 프로필렌이 주용매인 전해질 

용액에 혼합되는 공용매의 농도를 제어하여 용매화 

리튬 이온의 구조 변화가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 반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10). 본 연구

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용매화 

구조의 영향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금

속 리튬의 표면에 생성되는 부동태 피막에 주목하여, 

용매화 리튬 이온의 구조 변화가 금속 리튬의 부동

태 피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초적인 실험적 해

석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AFM(atomic force microscope) 분석

금속 리튬의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1

에 나타낸 것과 같은 셀을 사용하였다. 작업전극으로 

금속 리튬을 사용하였으며, 스캔은 접촉 모드에서 1 

line s-1
의 속도로 실시되었다. 전해질 용액에 담근 후 

1시간 간격으로 측정 하였으며, 전해질 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셀과 작업전극 사이에 O-ring을 

삽입하였다. 전해질 용액은 주용매인 탄산 프로필렌

(propylene carbonate, PC) (Enchem Co., ≥ 99.9%)에 

공용매인 디메톡시에탄(1,2-dimethoxyethane, DME) 

(Sigma aldrich ≥ 99.9)을 100:0, 67:33, 33:67의 부피

비로 혼합한 각각의 용액에 1mol dm-3(M)의 LiPF6 

(Enchem Co.)를 용해시켜 제조하였으며, 모든 전해

질 제조 공정은 상온에서 진행되었다.

2.2 임피던스 시험

전기화학적 교류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AC Impedance Spectroscopy, EIS) 시험은 라디오미

터 분석기(Radiometer analytical, Voltalab PGZ-402)

를 이용하여, 100kHz~0.1Hz의 주파수 범위, 5mV의 

진폭으로 OCV (open circuit voltage)에서 측정하였

다. 작업전극, 상대전극, 참조전극 모두 금속 리튬을 

사용하였고, 작업전극의 면적은 약 0.23cm2
이다. 전

해질에 접촉해있는 리튬의 부동태 피막 저항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해질과 접촉한 후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시간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선형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금속 리튬의 표면에는 LiOH, Li2O, Li2CO3와 같은 

무기물 피막이 존재하며, 리튬 이온이 함유된 PC계 

비수용액과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금속 리튬이 접

촉하게 되면 전해질의 분해에 의해 부동태 피막으로 

불리는 새로운 피막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AFM

을 이용하여 부동태 피막의 생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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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FM images of lithium surface immersed in 1 M LiPF6 / PC:DME (100:0) after (a) 1 hour, (b) 3 hours, and (c) 6 hours

(a) (b) (c)

Fig. 3 AFM images of lithium surface immersed in 1 M LiPF6 / PC:DME (67:33) after (a) 1 hour, (b) 3 hours, and (c) 6 hours

표면의 형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주용매가 PC이며 

공용매 DME가 혼합되지 않은 1M LiPF6 / PC:DME 

(100:0) 전해질 용액에 담근 금속 리튬의 표면 형상

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형상

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의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시

간 경과에 따른 표면 형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표면

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에 나타낸 각 이미지에서의 명암은 

고저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Fig. 2에 O로 표시한 부

분의 명암은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만, 이것은 실제로 고저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

니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상대적인 명암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Kanamura 그룹은 1M의 LiPF6가 

염이 용해된 PC용액에 금속 리튬을 담근 후, 그 표면

을 X선 광전자 수법에 의해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11). 

이 보고에서는 부동태 피막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장시간 전해질 용액에 담근 금속 리튬은 LiF

층이 두꺼워져 리튬 덴드라이트의 성장거동에도 차

이를 보이고 피막의 저항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Fig. 2에 나타난 입자 수

의 변화는 이와 같은 LiF 층 두께 변화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용매 DME가 혼합된 1M LiPF6 / PC:DME (67:33)

비율의 전해질 용액에 담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리

튬 표면의 형상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와는 다르게 표면 입자들의 크기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입자들의 수 또한 상당히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상 변화는 DME 용매 및 

DME가 용매화된 리튬 이온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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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AFM images of lithium surface immersed in 1 M LiPF6 / PC:DME (33:67) after (a) 1 hour (b) 3 hours, and (c) 6 hours

생각된다. Xiong 그룹에 의하면
9), 사이클 특성이 우

수했던 전해질에 리튬을 담근 후 주사탐침현미경에 

의한 해석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ig. 3에 나타난 실

험 결과는 Xiong 그룹의 해석과 좋은 일치를 나타내

는 실험 결과이다. 실제로 당 연구실에서 실시된 충

방전 시험에서도, Xiong 그룹이 사용한 전해질과 종

류는 다르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변

화가 없는 Fig. 2의 용액에서보다, 거칠기의 변화가 

심한 Fig. 3의 용액에서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10). 

Fig. 3의 결과에 의해 공용매 DME가 금속 리튬 

표면의 부동태 피막 특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Fig. 4에는 공용매 DME의 함량이 더

욱 높은 1M LiPF6 / PC:DME(33:67) 비율의 전해질 

용액 중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리튬 표면의 형상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4(a)는 Fig. 3(a)와 유사한 

형상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얻어지는 이

미지는 Fig. 3과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Fig. 3과 

4에 O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Fig. 3에서는 표면 입

자 수가 늘어나면서 크기도 같이 증가하였지만, Fig. 

4의 거동을 보면, 입자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입

자의 수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상 

변화와 충방전 특성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현재로

서는 알 수 없으며,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FM 관찰을 접촉모드에서 실시하

였는데, 접촉모드에서는 계속적인 스캔에 의해 발생

하는 탐침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인해 표면에 생성된 

물질 중에 표면에 약하게 부착되어 있는 물질은 제

거되는 경우가 있다
12). 그러나 Fig. 2-4에서 얻어진 

결과에서는 그러한 탐침의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으

며, 이것은 부동태 피막이 매우 견고하게 표면에 부

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전해질 용액에서 생성된 부동태 피막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EIS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전해질 용액에 담근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간격

으로 EIS 분석을 진행하였고, 저항의 차이를 비교하

기 쉽게 선형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5는 전해질

과의 접촉에 의해 생성된 리튬의 부동태 피막 저항

의 크기를 선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5(a)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anamura 그룹에서 

측정한 부동태 피막 저항의 변화와 잘 일치하는 결

과이다
11). 1M LiPF6 / PC:DME(100:0) 전해질에 담

긴 리튬의 부동태 피막 상에 전해질 분해 생성물이 

쌓이게 되어 저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Fig. 5(b) 1M LiPF6 / PC:DME(67:33) 전해질에 담

근 리튬의 부동태 피막 저항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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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istances of passivation film as a function of immersing time, according to the lithium metal immersed in 1 M LiPF6 
/ PC:DME (a) 100:0, (b) 67:33, and (c) 33:67

급격히 저항이 감소하다가 약 3시간 후부터 저항의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

막 저항 변화 거동은 Xiong 그룹에서도 보고한 바 

있는데
9), 초기에 급격히 저항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피막 성분의 손실이 발생하고, 저항이 증가하는 구간

에서 전해질 분해에 의한 새로운 피막이 형성되어 

안정적인 사이클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이에 근거하여 생각해보면, Fig. 3(c)에서 보이는 

다수의 큰 입자들은 새로운 피막을 구성하는 전해질 

분해생성물로 생각되어 진다. Fig. 5(c)의 EIS 결과와 

Fig. 4의 AFM 결과로부터 표면 입자들의 변화가 그

리 크지 않음에도 피막 저항이 매우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리튬의 부동태 피막 상에 전해

질 분해 생성물이 쌓이게 되지만 불안정한 피막의 

형성으로 이와 같은 저항거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M LiPF6 / PC:DME (67:33) 

전해질 용액에서 안정적인 부동태 피막이 금속 리튬

의 표면에 생성되었고, 이것이 전기화학적 특성 및 

리튬 덴드라이트 석출 거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4. 결  론

전해질 용액에 담근 리튬의 표면 형상 변화 및 부

동태 피막의 저항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1M LiPF6 / PC:DME(67:33) 전해질 시스템에서 

안정한 부동태 피막이 금속 리튬의 표면에 형성

되는 것이 확인하였다.

2) 화학적인 전해질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리튬 표

면의 형상 변화(입자의 수 및 크기 증가)와 저항

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3) 금속 리튬의 표면에 형성된 부동태 피막이 전기화

학적 특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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