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尸

Applied Chemi’stry,
Vol. 13, N0. 2, October 2009, 213. 216

수열합성을 이용한 Li41’15012 나노입자 array 합성 및 전기화학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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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rray of Li4T15012 nanop尸Lrticles was Synthesized via a hydrotherTTlal reaCtion. Hydrogen

titarlate nanotllbes were prepared by an alkali- hydrotherTrlal reactlon and the hydrogen tIt石Irlate

was conveited to Li4Ti5O12 by a hydrotherTTlal treatrTlent in an LIOH solution. The prodlicts

were analyzed by X- ray dlffractl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 and their

electrochemi ’cal Performances were tested galvanostatically. FoITTlation of the EllTay of Li4T塢012

nanop· Irticle and TIOZ (anElt石ISe) could be confirmed by the analyses and a typical

electrochemi ’cal behavior of Li4T騙O12 aTld TIOZ was shown in the galvanostatic cycling.

1. 서 론

  리튬이차전지는 현재 노트북 PC와 휴대폰을 비롯하여 각종 소형 모바일 정보기기에 전원을 공

급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브리 드 전기자동차를 비 롯한 고출력 전원에도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

LICoOZ와 흑연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양극재와 음극재로 각각 사용되어 왔으나 고출력 리튬이차

전지의 사용이 가시화되면서 LICoOZ와 흑연의 조합과는 다른 신규 양극재와 음극재의 사용이 활

발히 검토되 었다． 이 러 한 양극재로는 LIMnZO4와 LIFePO4가 가장 유망한 후보이며 음극재로는

Li4T騙012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기존의 전극 활

물질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Li4Ti5O12는 기존의 탄소계 음극재와 달리 작동 전압은

높으나 표면에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층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이 우수하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고출력 전원용 소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최근， Li4T始012의 고출

력 특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노입자， 나노튜브 등 나노구조쳬를 제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상법 이외에 졸－겔법， 연소법 등 다양한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열합성을 통해 Li4Ti5O12의 나노입자 배열을 제조하

고 수열처리 온도， 반응물의 농도 및 반응시간 등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2. 실 험

2.1. 물질합성

  TIOZ (anat’ISe) lg을 NaOH 10M 용액 35ITIL에 넣고 분산시킨 후 Teflon bottle에 넣고 밀봉한 후

130oC에서 24시간동안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은 물질을 증류수로 세척하고 0.IM IICI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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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동안 숙성시킨 후 다시 증류수로 세척 및 건조하여 분말을 얻었다． 이 분말을 다시 LIOH 용

액에 넣고 밀봉하여 100, 130, 150oC에서 일정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다시 증류수로 이를 세척하고

건조한 후 盼OOC에서 열처리하여 최종물질을 얻었다．

2.2. 분말특성 분석

  합성한 물질은 XRD (D腕lax 2500PC, RigEIku）를 통해 상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EM (FE- SEM,

JEOL）을 통해 형상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질소 흡탈착법을 통해 BEI｀법으로 비표면적 분석을 측정하

였 다．

2.3. 전기화학적 분석

  제조한 물질을 전극활물질로 적용하여 활물질：바인더（PVDF)：도전제（Stlper-P）를 8:1:1로 섞은 슬러

리를 알루미늄 호일에 코팅함으로써 전극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리튬호일을

기준 및 상대전극으로 사용하여 반전지를 제작하였다． 이 때， 분리막은 Celgard 2400을 사용하였고

코인셀（CR2016）올 제조하여 분석하였다． Maccor 4()00S를 사용하여 정전류법으로 충방전하였고

cut- off 전압은 l , 2.5V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용량 및 율특성을 측정하였는데 용량

은 0.IC 충방전을 통해， 율특성은 0.1, 0.5, 1, ZC에서 각각 방전하여 조사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그림 l은 알칼리 수열합성을 통해 얻은 hydrogen titanate에 대한 상분석 결과 및 형상을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ZTI츨205 또는 H2Ti409의 수화물 형태로 나타나며 l차원적인 형상

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IOZ의 알칼리 수열처리를 통해 hydrogen titanate의 나노튜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TIOZ가 NaOH용액에서의 수열처리 과정 중 Na2Ti307이

형성되고 산 용액에서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이온과 Na이온이 교환되는 메카니즘을 통해

hydrogen tit石Lrlate 11aTlottlbe가 형성된다고 제안하였다 【4].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hydrogen tl'tallte를 LIOH용액에 넣고 밀봉하여 l000C 이상의 온도에서 수

열처리를 한번 더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종의 리튬삽입반응을 통해 11륵thlum titanate를 합성하고자

LIOH용액의 농도와 수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하면서 합성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알칼리 수열합성 후 상분석 및 형상분석 결과．

  그림 2는 합성한 4000C에서 열처리까지 완료한 최종물질의 XRD 피크를 나타낸다． XRD 분석결

과에서 보듯이 모든 샘플에서 Li4T塢012와 TIOZ의 혼합물이 발견되는데 LIOH의 농도가 높아질수

록， 수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수열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TIOZ의 함량이 줄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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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Li4T句012상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결과， 180oC까지 온도를 높일 경우

LITIOZ상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로에서 열처리하기 전의 물질에 대해 XRD 분

석을 실시한 결과 LiZTiZOS의 수화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열처리 과정동안 LiZTiZOS 수화물이

Li4'1｀始012 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LIOH농도가 낮은 경우， 리튬의 절대적 양이 부족하여

리튬삽입이 불충분하므로 TIOZ상의 잔류량이 많아지며 같은 LIOH 농도의 용액을 사용한 경우에

는 열역학적인 측면에서， 1500C부근의 온도에서 리튬의 삽입량이 더욱 많아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상인 LiZTI·205상으로 많이 전환되므로 TIOZ의 양이 낮은 온도와 짧은 수열처리 시간에서 더욱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쵸’

(b)

그림 2. 열처리 후 합성물질에 대한 XRD 분석결과 ((a) LIOH농도별， (b) 수열처리 온도별， (c)

                                  수열처리 시간별 영향）

그림 3은 위에서 합성한 물질에 대한 전형적인 SEM 사진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합성조건에

따른 큰 형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나노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l차원적 笛Tay

의 형태로 나타났다． 리튬을 삽입하기 전에 나노튜브 형태로 존재하던 hydrogell titanate가 리튬이

삽입되면서 상이한 결정상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노입자화 되고 이러한 나노입자들이

서로 일렬로 붙어 이와 같은 aiTay형태로 배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0.5kl 1300C 24h 조건에서 합성한 Li4T盼012 + TIOZ 혼합물의 SE」Nl사진．

위에서 합성한 Li4Ti5O12와 TIOZ의 혼합물에 대해 전기화학적 셀을 제작하여 충방전한 결과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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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OZ 결정상이 많아질수록 l·5V에서의 Li4T始012의

전형적인 전압 평탄면 구간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충방전 곡선에서 나노구조체의 특

징인 고 비표면적에 따른 낮은 초기 충방전 효율이 관찰되며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Li4TisolZ의 이

론용량인 175rllAh/g 으로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전말기에 일정 기울기를 갖고 전

압이 낮아지면서 나노입자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리튬의 탈삽입에 따른

전류 발생 뿐 아니라 커패시터의 거동을 일부 추가적으로 나타내는데 따른 부가적인 용량 발현 현

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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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i4Ti5O12 + TioZ 혼합물의 충방전 dat石I ((a) 0.25M LIOH 24h 수열처리 , (b) l.OM

                  LIOH 24h 수열처리， (c) 0.5M LIOH 48h 수열처리）.

5. 켤 론

  TIOZ를 알칼리 수열처리하고 리튬을 삽입하여 Li4T騙012 를 합성하였다． 상분석 결과， Li4Ti5012

와 TIOZ의 혼함물로 나타났으며 형상은 1차원적으로 정렬된 나노입자의 粧ray 모양을 나타내었다．

비표면적은 92,140 mZ상 수준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리튬을 삽입하는 수열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LiㅇH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열처 리 온도가 높올수록， 그리고 수열처 리 시간이 길수록

Li4T句012의 상대적인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합성한 물질을 전극소재로 적용하여 충방

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형적인 TIOZ와 Li4T15O12의 충방전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으

며 L14Ti5012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1·5V에서의 전압평탄면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고비표면적의 나

노구조체 전극소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높은 비가역 용량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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