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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structure, particle size, morphology of nanofibers and nanoparticles for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4Ti5O12 was investigated. The H2Ti2O5 ·H2O synthesized in hydrothermal treatment from a NaOH treatment on
TiO2 by ion exchange processing with HCl solutions. After the Li4Ti5O12 nanofibers synthesized in hydrothermal treatment of
H2Ti2O5 ·H2O and LiOH ·H2O. The hydrogen titanate precursor prepared by ion exchange processing with 0.1~0.3M HCl solutions
and the final products calcined at 350

o
C~400

o
C. The Li4Ti5O12 nanofibers showed well reversibility during the insertion and extraction

of Li, good cycle performance, high capacity and low electrochemical reaction resistance than nanoparticles. also c-rate exhibited a
discharge capacity of 172 mAh/g at 0.2C and 115mAh/g at 5C, which is the 77%, 67% of that obtained in the process charged,
discharged at 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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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튬이온이차전지는 휴대용 소형 전자기기 응용, 하이

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전원, 풍력, 태양광 전력 저

장 및 전기그리드의 신뢰성과 유효성 개선 등의 응용에

사용 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에너지 저장기술이다.1)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송용 에너지 저장 분야

에선 Ni-MH전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Ni-MH전지는

경량화가 어렵고 높은 출력 밀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용량 및 출력 밀도를 갖는 리튬이온이차전지로의 대

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기존의 리튬이온이차전지에서는 흑연계(graphite) 물질

을 음극재로, LiCoO2, LiMn2O4 등을 양극재로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흑연을 음극재로 사용시 충방전 비가역반응

으로 인한 SEI(solid electrolyte interface)층 형성으로 안정

성이 떨어지고, 용량 및 출력저하가 생겨 그 응용이 제약

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Yufeng tang.

등은 Li4Ti5O12를 이차전지의 음극으로 사용한 연구 결과

를 발표하였고, 그 결과 zero-strain 리튬삽입으로서 리튬

이온 이동성과 충전, 방전과정에서 격자부터의 작은 변화

로 구조상 안전성이 있고, 1.5 V의 안정한 작동전압을 낸

다는 것을 보고하였다.3)

이러한 방법 이외에 cubic spinel Li4Ti5O12의 다양한 입

자크기, 분포 및 형태 조절을 통한 충전용량과 싸이클 특

성 개선에 관한 시도가 이루어 졌다. Jiang. 이 발표한 연

구 결과에선 Li4Ti5O12 나노입자의 큰 비 표면적으로 인

한 전극/전해질 접촉면적의 증가는 Li+ 
수송거리가 감소

되므로서 Li-intercalation 특성이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4)

그런데 Li4Ti5O12 금속산화물을 흑연과 복합하여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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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기존 흑연계 소재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저온 특성

및 작은 부피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많은 연

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흑연과 혼합하여 사용

한 Li4Ti5O12 금속산화물이 용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5)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Junrong Li. 등은 다양한

hydrogen titanate precursor를 이용하여 수열 이온교환 과

정을 통해 1차원 나노구조 spinel Li4Ti5O12 nanotube 및

nanowires를 합성하므로서 높은 비표면적을 갖게 되어 보

다 가역성이 우수하며, 리튬 삽입과정동안 heterogeneous

충전 이동상수와 리튬이온 확산계수에서 전기화학적 충

전 이동운동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나 합성조

건에 따른 나노형상에 대해서는 언급된바 없다.6) 또한 sol-

gel 합성은 nano crystalline을 합성하는데는 우수하나 비

싼 유기금속 전구체를 사용해야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려울수 있어 130~150oC 저온에서 합성이 가능한 수열

법으로 합성을 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금속산화물 중에 전위가

1.5 V로 낮은 상태에서 안정한 작동전압을 가지는 Li4Ti5O12

를 선정하여 nanofibers를 130~150oC 저온에서 수열합성

을 통해 합성 하였을 때 수열합성 조건에 따른 hydrogen

titanate와 Li4Ti5O12의 결정구조, 입자크기, 형태가 어떻게

변화 되는가와 합성된 Li4Ti5O12 nanofibers 등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Li4Ti5O12 fibers는 전보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TiO2,

NaOH 및 LiOH·H2O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7)

Hydrogen titanate fiber precursor는 130oC에서 36시간

수열 이온교환 과정을 통해 합성하였다. 

Li4Ti5O12 fibers는 Hydrogen titanate fiber precursor에

LiOH·H2O를 넣고 교반 시킨 뒤, 130oC에서 36시간 동안

유지 하여 합성하였다. 합성 Li4Ti5O12 fiber는 350, 400,

500oC에서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결정상 유무 및 입자형

상을 관찰하였다. 

리튬이온이차전지에서의 음극 특성은 합성된 최종 fiber

를 활물질로 사용하여 활물질 : PVDF : Super-P를 8:1:1

로 혼합한 뒤, 알루미늄 호일에 casting한 후, coin cell을

제작하여 0.5~3 V까지 cut-off로 설정하고, c-rate를 0.2~5C

범위에서 충, 방전 실험을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TiO2에 NaOH를 혼합하여 130oC에서 36시간

수열합성 한 후 hydrogen titanate precursor로 이온교환 하

기 위하여 0.1 M, 0.3 M 및 0.7 M의 HCl을 첨가하고,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hydrogen titanate precursor로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pH 변화를 확인하여 나타

낸 것이다. HCl 첨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Na+
과 H+

이온교환이 이루어져 pH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 더욱

자세히 언급하면 0.1 M과 0.3 M의 HCl의 경우 aging 시

간이 7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pH가 상승하다가 그 이상에

서는 0.1 M의 경우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0.3 M의 경우는

완만하게 24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0.7 M의 경

우는 3시간 까지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그 이상 시간이 경

과해도 pH는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는 HCl의 양

이 많이 첨가되면 초기에 Na+
과 H+

가 이온교환이 빨리

이루어지나 HCl 양이 적으면 서서히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TiO2에 NaOH를 혼합하여 130oC에서 36시간 수열

Fig. 1. Pattern of specimens prepared from hydrothermal

NaOH treatment on TiO2 at 130
o
C followed by washing

with different HCl mole to pH value.

Fig. 2. SEM images of specimens prepared from hydrothermal NaOH treatment on TiO2 at 130℃ followed by washing with different
HCl mole to pH values of (a) 0.1M HCl (b) 0.3M HCl (c) 0.7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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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한 후 Hydrogen titanate precursor로 이온교환 하기

위하여 0.1 M, 0.3 M 및 0.7 M의 HCl을 첨가 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pH별 aging 미세구조를 관찰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0.1 M과 0.3 M의 HCl을 첨가한 경우는 fiber

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0.7 M의 HCl로 이온교환 시

fiber가 아닌 입자형태로 관찰되었다. 0.1 M HCl로 이온교

환 한 경우가 가장 우수한 mesoporus nanofibers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3은 TiO2에 10M-NaOH를 첨가한 후 130oC에서 36

시간 수열합성 한 precursor를 0.1M HCl로 이온교환을 행

한 후 pH 변화에 따른 결정상을 X-선 회절분석기로 분석

한 pattern을 나타낸 것이다. 10M-NaOH을 첨가하여 수열

합성 한 (a)의 경우는 전형적인 Na2Ti2O5 ·H2O 결정을 나

타내었고, pH가 상승할수록 H2Ti2O5 ·H2O 결정은 그대로

이나 Na+ 
이온과 H+ 

이온의 이온 교환이 활발히 진행되

어 반응생성물인 NaCl의 Intensity가 점점 강하게 나타났

다.8) 그러나 증류수와 에탄올로 세척하면 NaCl이 모두 제

거되고 hydrogen titanate precursor만 존재하였다.

Na2Ti2O5 ·H2O를 HCl로 이온교환한 후 pH에 따른

H2Ti2O5 ·H2O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낸 것이다. 약 산성에서 nanofibers 형상이, 중성에서

는 입자형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온교환 과정

동안 pH에 따라 hydrogen titanate particles / nanotubes /

nanowires / nanofibers로 변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수열에 의한 Li4Ti5O12 nanofibers의 합성은 Na+

의 이온반지름은 0.97 Å로 Ti4+
의 반지름 0.68 Å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sodium titanate nanotubes는 Li4Ti5O12와 같

은 spinel 구조안에 직접적으로 변형 시키는것이 어렵고

hydrogen titanate nanotubes/nanowires precursors로부터 이

온교환 과정에 의해 spinel Li4Ti5O12 nanotubes/nanowires

가 합성될수 있다.6)

Fig. 5는 H2Ti2O5 ·H2O에 LiOH를 첨가하여 수열합성한

후 350, 400 및 500oC에서 열처리를 행한 후 결정상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Li4Ti5O12 결정피크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

났다. 350oC에서 10시간 열처리 한 경우 결정성이 우수

한 Li4Ti5O12 피크가 나타났으나 350oC에서 2시간과 400oC

에서 2시간 열처리한 경우는 Li4Ti5O12 결정화가 높지 않

고 Intensity는 broad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400oC에서 4시

간과 500oC에서 2시간의 경우는 결정성은 우수하나 400oC

에서는 미미하게 500oC에서는 확연하게 TiO2 결정이 생

성되었다.

400oC 이상에서 TiO2 생성은 precursor를 합성하는 과정

에서 Cl-과 Na+ 이온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아 Li+ 
삽입

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함에

따라 비정형으로 존재한 TiO2상이 결정형으로 전이를 일

으켜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350oC~400oC에

Fig. 3. XRD pattern of specimens prepared from hydrothermal

NaOH treatment on TiO2 at 130
o
C followed by washing

with HCl to pH values: (a) before washing with HCl

pH=12, (b) pH=4, (c) pH=4.2, (d) pH=4.4, and (e) after

washing with DI water & ethanol pH=4.4. 

Fig. 4. SEM images of specimens prepared from hydrothermal

NaOH treatment on TiO2 at 130
o
C followed by washing

with HCl to pH values of (a) pH=4 and (b) pH=6.4.

Fig. 5. XRD pattern of after Synthesized from H2Tio2O5 ·H2O

and LiOH·H2O: (a) before heat treatment, (b) after heat

treatment at 350
o
C 2 h, (c) 350

o
C 10h, (d) 400

o
C 2h, (e)

400
o
C 4h, and (f) 500

o
C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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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시간 열처리를 하면 결정성이 우수한 Li4Ti5O12 fiber

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hydrogen titanate precursor를 이용하

여 1,2차 수열법으로 합성한 물질이 Li4Ti5O12인지를 확인

하고자 FT-IR을 이용하여,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3460 cm-1 
부근의 흡수피크는 OH- group

의 존재와 관련이 있으며, 1600 cm-1 
부근은 CO2 vibration,

1500 cm-1~1400 cm-1
는 CH3

2- vibration에 기인한 것이다.9)

650 cm-1
와 480 cm-1

은 Li4Ti5O12의 흡수밴드로 이는 M.W

Raja가 연구 보고한 FT-IR pattern과 일치 하였다.10)

따라서 XRD 분석과 FT-IR에 의하여 Li4Ti5O12가 합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Li4Ti5O12를 합성코자 2차수열을 완료한 후 열

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에 따라 관찰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의 Li4Ti5O12 결정이 생성되는 조건중에서 400oC에

서 2시간 열처리한 경우에서 nanofibers 형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외의 온도나 유지시간에서는 nanofibers를 관

찰할 수가 없었다. Fig. 2와 비교해 보면 lithium titanate

nanofibers는 hydrogen titanate precursor nanofibers의 형

상과 유사하게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열 이

온 교환 과정 동안 hydrogen titanate precursor로 부터

Li+ 이온교환이 잘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다.6) 400oC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면 1D nano structures의 결정화가

잘 이루어지나, 500oC로 열처리 온도를 높인 결과

nanofibers가 응집되면서 형상이 깨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350oC의 저온에서 장시간 열처리를 하면 입자들

이 응집되고 열처리 온도가 높으면 nanofibers 형상이 깨

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음극으로서 Spinel nanofibers

와 nanoparticles Li4Ti5O12의 Li 삽입, 탈리 과정을 알아보

기 위해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a)와 (b)의 CV에서 한 개의 산화, 환원 피크가 관찰되

었다. Li4Ti5O12 nanofibers인 (a)에서 1.5~1.6 V에서 리튬이

삽입되는 환원피크(방전)가, 1.7~1.8 V에서 산화피크(충전)

가 관찰 되었다. Nanoparticles인 (b)에서는 1.4 V에서 환

원피크가 1.8~1.9 V에서 산화피크가 관찰되었는데 환원,

산화 피크는 입자형태와 미세구조에 따라 전압범위가 다

Fig. 6. FT-IR spectra of Li4Ti5O12 nanofibers.

Fig. 7. SEM & TEM & FE-SEM image of Li4Ti5O12 after heat

treatment at (a) SEM: 350
o
C 10 h, (b) TEM: 350

o
C

10 h, (c) SEM: 400
o
C 2 h, (d) FE-SEM: 400

o
C 2 h, (e)

SEM: 500
o
C 2 h, and (f) TEM: 500

o
C 2 h. 

Fig. 8. Cyclic voltammogram of (a) Li4Ti5O12 nanofibers (b) Li4Ti5O12 nanoparticles (c) impedance of Li4Ti5O12 nanofibers &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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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나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1) Yan-jing Hao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Spinel Li4Ti5O12의 방전 피크는

1.5 V에서 충전은 1.7 V에서 이루어지며, 3D Spinel

Li4Ti5O12의 리튬 삽입 피크는 1.54 V, 탈리 피크는 1.58 V

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H Ge의 보고에 의하면

anatase TiO2의 충방전은 1.75~1.95 V에서 이루어지고, Ti4+

이온과 Ti3+ 
이온의 충 방전피크는 1.45 V, 1.75 V로 알려

져 있다.12-14) 본 연구에서는 1.5 V에서 환원 피크가 발생

되는 것으로 보아 Li4Ti5O12 + 3Li+ + 3e- <-> Li7Ti5O12

E=1.5 V 반응이 진행된 Spinel Li4Ti5O12로 되어 있는 것

이 확인되었고, Li7Ti5O12에서 Li이 탈리되는 과정을 1.7 V

에서 확인 되었다. Nanofibers와 nanoparticles의 임피던스

결과를 보면 nanofibers가 훨씬 더 내부저항이 적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nanoparticles

보다 nanofibers에서 비교적 산화 환원 반응의 피크가 뚜

렷하게 나타났고, 입자끼리 밀접하게 연결되어 Li+의 확

산거리를 짧게 만들어 주므로서 확산속도가 향상 되었고

또한 높은 비표면적은 낮은 전류밀도와 방전 과정동안 낮

은 전기화학적 반응저항을 만들어주었다.15)

Fig. 9는 수열합성한 후 Li4Ti5O12 nanofibers와 particles

에 대해 c-rate 특성과 cycle 성능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

이다. 방전전압이 감소함에 따라 방전용량이 증가 하였고,

Li4Ti5O12의 방전 curve는 열처리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리튬이 삽입되는 1.5~1.6 V 영역에서 일정한 방전

전압이 나타났으며, Li4Ti5O12 nanofibers는 0.2 C에서 약

172 mAh/g의 용량값(Li4Ti5O12의 이론상의 용량 175 mAh/g)

을 5 C에서 약 115 mAh/g의 용량값을 나타내었고, Li4Ti5O12

particles은 0.2 C에서 약 200 mAh/g의 용량값을 5 C에서

약 96 mAh/g의 용량값을 나타내었다.12) 사이클 0.2 C에서

Li4Ti5O12의 이론적이 용량값을 초과한 이유는 잔존되어

있던 TiO2의 불순물 때문이라 사료된다.16) 입자의 비표면

적이 작으면 리튬 확산 속도가 낮아지고 용량이 감소하

게 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Cycle 측정은 1~5 cycle에서는 리튬이온의 안정된 삽입

과 탈리를 위해서 0.2 C rate로 시작하였고, 이후 1, 2, 3,

5 C로 사이클 특성을 측정해본 결과 사이클이 반복되면

서 용량값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음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충전 이동 반응이 막히고, 표면 보호막 필름이 성장하였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11) Li4Ti5O12 nanofibers는 5 C에서

0.2 C 대비 충전과 방전 유지율이 각각 약 77%, 67%를

나타 내었고, Li4Ti5O12 nanoparticles는 약 69%, 48%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nanoparticles 보다 nanofibers가 리튬

이온 확산이 쉽게 일어나 전기화학적 활동을 강하게 하

였고, 사이클 특성도 우수하였다. 

4. 결 론

Nano 크기를 갖는 hydrogen titanate precursor(H2Ti2O5 ·

H2O)를 이용하여 lithium titanate(Li4Ti5O12) nanofibers를

합성하였으며 이때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Hydrogen titanate nanofibers는 TiO2와 NaOH 를 이

용해서 약 알카리성에서 수열합성후 0.1 M HCl을 첨가하

여 이온교환 시켜 합성하였다. HCl을 첨가하여 이온교환

시 0.1 M과 0.3 M은 fiber상이었으나 0.7 M HCl은 입자형

상을 나타내었다. 이온교환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pH는

증가하였다.

(2) Li4Ti5O12 nanofibers는 hydrogen titanate와 LiOH·H2O

를 130oC에서 36시간 수열 합성후 열처리함으로써 얻을수

있었다. nanofibers는 350oC, 400oC에서 열처리하므로써 생

성되었으나 350oC에서 단시간 동안이거나 400oC 이상에서

장시간 유지 하였을 경우는 미미한 TiO2 결정과 함께

Li4Ti5O12 결정성이 입자로 생성되었다. 650 cm-1
와 480 cm-1

에서의 흡수 band는 Li4Ti5O12 vibration을 나타내었다.

(3)합성된 Li4Ti5O12 nanofibers는 산화, 환원 피크가 뚜

렷하였고 용량 및 cycle 특성도 우수하였으며 분극저항도

작았다. c-rate특성은 0.2 C에서 약 172 mAh/g, 5 C에서

115 mAh/g 용량 값을 나타내었고, 충,방전 유지율은 77%

와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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