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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탐침 측정법을 이용한 고상전해질계면의 비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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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has been

one of the major hurdles for developing fast charging Li-ion batteries. Here, we report our preliminary

experimental result on the measurement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of SEI using the direct-contact technique

based on electron microscopy combined with 4-point-probe micro-electrical method. We observed that the SEI

layer, which covers uniformly the surface of the graphite anode, exhibits a high resistivity (2.3 × 105 Ω·m)

comparable to those of typical insulators. In this study, using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performed on the

computational LixF1-x (0.25 < x < 0.75) phases, we elucidate the structural origin responsible for the measured

resistivity of SEI by analyzing the electron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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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관여하는 화학반응 과정에서는

부반응의 결과로서 부산물이 형성될 수 있다 [1]. 이러한

부산물은 정반응 생성물에 비해서 매우 소량이지만, 일부

는 그 양에 관계없이 화학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ies, LIBs)의 경우 전지의

충·방전 과정에서 전해질과 음극 활물질 사이의 전기화학

적 반응의 결과로 이 두 가지 물질 사이에 부산물이 형성

되는데 이를 고상전해질계면(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이라고 한다 [2,3]. SEI는 그 두께가 수십 ~ 수백 나

노미터로 형성되기 때문에 LIBs에서 차지하는 부피분율은

매우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I는 LIBs의 용량, 수명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4-6]. 특히

SEI의 전기적 특성은 전자와 양이온의 이동에 장해물로 작

용하기 때문에 고속충전용 전지의 개발에 핵심적인 분야로

여겨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I의 존재는 1979년 최초로 보고되었지만 [7], 아직까

지 SEI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

다. 이는 SEI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관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소 및 수분 접촉에 취약하여 특성 분석에 기술

적인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SEI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반전지(half-cell)의 특성 변화를 분

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8,9]. 그러나 LIBs

에서 SEI가 차지하는 부피분율이 매우 작음(< 0.1%)을

고려할 때 반전지 전체의 특성 변화로부터 SEI가 나타내

는 전기적 특성만을 분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SEI만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SEI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소 및 수분과

의 접촉을 제한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편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렇게 준비된 시편을 분석할 때 미량의 SE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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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고도분석 장비가 필요하

다. 전자현미경을 기반으로 하는 4점 탐침 측정법 (4-

point-probe technique)은 산소 및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 나노 두께의 SEI의 관찰, 가공 및 전기저항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SEI의 형상과 분

포를 관찰하고, 현미경 내에 장착된 4점 탐침 장비를 이용

하여 SEI의 전기저항을 직접 측정한 최초의 실험결과를 보

고한다. SEI는 부도체에 가까운 높은 비저항을 나타내었으

며, 이 원인을 제1원리 계산을 이용하여 해석한 예비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전지 작동 과정에서 LIBs에 형성된 SEI의 전기적 특성

을 분석하기에 앞서 SEI의 형상 및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

를 위하여 1:1 부피비로 섞은 에틸 카보네이트/디메틸 카

보네이트에 1몰의 LiPF6 염을 녹여서 형성한 액상 전해질

과 리튬 및 흑연 전극을 사용하여 반전지를 제작하였다.

전지 반응 전의 흑연 표면에는 SEI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1(a)). 이후 반전지를 완속 충전 조건

(0.02C)에서 충·방전 진행하여 흑연 음극의 표면을 관찰하

였다. 그림 1(b)는 흑연 표면에 형성된 SEI의 형상과 분포

로서 SEI는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얇은 막으로 존재하

며 흑연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SEI의 두께는

약 250 nm 로서 SEI가 음극에서 차지하는 분율은 0.1%

이하로 매우 작다 (그림 1(c)). SEI의 작은 분율과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지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

할 때, 과거 반전지를 활용한 간접적인 전기저항 평가법은

그 과정에서 높은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I 의 전기저항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 SEI를 얇고 긴

막대 형태로 가공한 후 그 전기저항을 4점 탐침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EI는 산소 및 수분에 대한 활

성이 매우 크며 그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시편의 관찰

및 가공 그리고 측정의 모든 과정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

는 장비가 갖추어진 전자현미경 내에서 4점 탐침 측정 장

비를 활용하는 전기저항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2(a)는

SEI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막대형태(L × w × t = 5 ×

3 × 0.25 μm)로 가공한 SEI 시편의 형상과 여기에 접촉된

텅스텐 탐침봉의 모습을 나타낸다. 0에서 5 V의 전위를 인

가하면서 측정한 전류는 전압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일정

한 값(10-14 A)을 나타냈다 (그림 2(b)). 이 결과는 SEI가

Fig. 1. Secondary electron images of graphite particles recorded (a)
before and (b) after battery operation, showing the formation of SEI
at the surface of the graphite particles. (c) Magnified view of the
SEI layer with a thickness of 250 nm.

Fig. 2. (a) Experimental setup installed in an electron microscope, showing the SEI sample and four W-probes used for resistivity
measurement. (b) Changes in the resistance and current measured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Note that insignificant amounts of current
are observed to flow under the presence of external potentials ranging from 0 - 5 V. (c) Resistivity of SEI, which is superimposed with the
typical resistivities reported in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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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저항이 매우 높은 물질임을 시사한다. 측정된 저항값

을 의 관계로부터 환산하여 SEI가 매우

높은 비저항값( = 2.3 × 105 Ω·m)을 가진 계면임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저항값이 알려진 재료(Ag, Ni, Ti, In-Sn-O (ITO))를

동일한 형상과 크기로 가공하여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그

림 2(c)는 다양한 재료의 비저항에 대한 실험값과 문헌값

[10-14]을 비교한 결과로서 두 값이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실험에 활용한 전기저항 측정법이 나

노 수준의 크기를 지니는 재료의 전기저항 측정에 매우 높

은 신빙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특히 SEI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된 비저항값을 다양한 반도체 및 부

도체의 비저항과 비교한 결과 SEI는 부도체에 가까운 특

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앞서 측정된 SEI의 높은 비저항의 물리적 근원을 해석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나타내는 전자구조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1원리 계산을 이용하여 SEI

의 원자 구조를 모델링하고 SEI의 전자구조와 이에 관련

된 저항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SEI의 화학조성

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SEI는 5 가지(Li, F, C, P, O)

정도로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지만, 이중 주된 원소는 Li과

F이다 [15]. 따라서 SEI는 Li과 F으로 이루어진 2원계 비

정질 합금(Li
x
F1-x)으로 가정하였다. 이후 Li와 F를 서로 다

른 조성으로 섞은 뒤 이들을 제 1 원리 분자동역학 계산

을 통해 1500 K에서 300 K로 급냉(50 K/ps)하여 7가지

서로 다른 Li
x
F1-x 조성(x = 0.25, 0.41, 0.50, 0.52, 0.53,

0.59, 0.75)의 비정질 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3(a)). 

앞선 실험에 사용한 SEI가 완속의 충방전 과정에서 충

분한 안정화 시간(50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SEI의 조성은 평형 조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성의 SEI 구조들 중, 내부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

조가 실제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 1

원리 계산을 활용하여 앞서 모델링한 다양한 조성의 Li
x
F1-x

비정질 상에서 내부에너지를 계산함으로써 형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SEI구조를 선정하였다. 그림 3(b)는 제작된 비

정질 Li
x
F1-x 상의 내부에너지 변화를 Li 조성에 따라 계산

한 결과이다. Li
x
F1-x 구조는 Li 50 at%에서 가장 낮은 내

부에너지를 가지며, 따라서 SEI가 비정질 LiF 상임을 의미

하며 이 계산결과는 Li-F이원계에서 존재하는 평형상이

LiF의 조성을 가진다는 평형 상태도의 예측결과와도 부합

한다. 

이후 SEI의 높은 비저항을 해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LiF

구조의 밴드구조를 계산하고 이를 다른 조성(Li0.25F0.75)의

구조에서 계산한 밴드구조와 비교하였다 (그림 3(c)).

Li0.25F0.75 상과는 달리, LiF 비정질 상의 밴드구조는 3.7

eV 정도의 밴드갭을 갖는다. 이러한 밴드갭이 높은 전기저

항을 갖는 부도체 재료에서 관찰됨을 고려할 때, 이 계산

결과는 LiF가 다른 조성에 비해 높은 비저항을 가질 것임

을 시사한다. LiF 상이 실제 높은 저항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i
x
F1-x 상이 갖는 비저항을 조성에 따라 계산하고

ρ R t w×( )× L⁄=

ρ

Fig. 3. (a) Representative atomic structures of amorphous Li0.25F0.75, LiF, and Li0.75F0.25 phases prepared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b) Potential energies of various Li

x
F phases evaluated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c) Representative band structures calculated for

Li0.25F0.75 and LiF. (d) Electrical resistivities calculated for the various Li
x
F phases listed in (b). The error bars in (b) and (d) indicate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the calcul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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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값을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3(d)). 대부분의

상들은 Li
x
F 구조가 도체에 가까운 낮은 비저항을 갖는 반

면에, LiF 근처의 구조만이 실험의 측정값에 가까운 높은

비저항(105 - 109 Ω·m)을 나타낸다. 이는 LiF 비정질상이 비

저항이 높은 전자구조를 가지며, 이는 실제 SEI가 LiF의

조성과 전자구조를 가지며, 이 재료가 나타내는 높은 비저

항을 나타냄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 내에서 4점 탐침 측정법

을 활용하여 흑연 음극 표면에 형성된 SEI의 비저항을 직

접 측정함으로써 SEI가 부도체에 상응하는 높은 비저항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제1원리 계산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 SEI는 비정질 LiF상으로 추측되었다. 특이하게도 이 상

은 큰 밴드갭을 나타내었으며 이 예측결과는 SEI로부터 측

정한 높은 전기저항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SEI

의 전기저항을 직접 측정하고 높은 저항의 원인에 대한 최

초의 해석결과로서 SEI의 전기적 특성 및 충.방전 과정에

서 그 역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지의 작

동거동은 전자의 이동 뿐만 아니라 이온의 이동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전지 내부에서 SEI가 수행하는 역할을 보

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SEI가 이온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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