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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Mobile IT 기기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리튬이차전지는 향후 전기자동차, 중대형 에너지저장 시스템 등으로 

그 응용 분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응용 분야 및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용량화가 필수적이며, 기존의 탄소계 

음극을 대체할 수 있는 Si계 음극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i계 음극의 단점인 수명 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의 부피 팽창/수축을 완화시키고 Si 음극의 전도성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전도성 완충상을 적용한 복합 음극 구조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 음극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전도성 완충상으로서 

전기전도성이 높으면서 리튬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TiN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TiN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에너지 밀링, 

습식 합성 등의 방법으로 Si과 복합화한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 복합 구조에서는 Si과 TiN의 균일한 복합화와 원활한 충방전 

반응을 위한 전자/이온 전도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워서 기존 흑연 

음극을 뛰어넘는 용량 및 수명 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Si과 TiN의 균일한 복합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Si과 TiN을 복합화하였다. 먼저, Si과 Ti 분말의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서 비정질의 TiSi2를 형성하고, 이를 NH3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Si, TiN 등이 복합화된 구조를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TiSi2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여 한 번의 열처리에 의해 Si, TiN, TiSi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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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된 구조를 얻고자 하였다.  

Si과 Ti 분말의 고에너지 밀링 및 열처리에 의한 복합 

구조에서는 다양한 조성과 구조 제어 방법을 시도했지만, 의도했던 

TiSi2의 형성 반응 및 Si과 TiN으로의 상분리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Si과 TiN의 균일한 복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TiN에 의한 전도성 완충상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Si과 TiN을 직접 복합화한 음극에 비해 수명 

특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TiSi2분말을 출발 물질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출발 물질의 입경 및 

열처리 조건의 조절을 통해 TiSi2/Si/TiN의 3중층 복합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TiN이 Si 표면에 아일랜드 타입의 코팅층을 형성함으로써 

Si의 부피 팽창/수축을 완화시키고 Si 음극의 전도성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전도성 완충상의 역할을 하여 수명 특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iSi2의 열처리에 의한 TiSi2/Si/TiN복합 음극은 합성 공정이 

간단하고, Si-탄소계 복합 음극에 비해 전극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활물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Si 음극, TiN, 전도성 완충상, 고에너지 밀링, TiSi2 

 

학번 : 2004-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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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말 휴대폰과 인터넷의 보급은 최근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Mobile IT 기기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Mobile IT 기기의 급격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리튬이차전지는 휴대용 

기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2012년 리튬이차전지의 전세계 시장은 20조원 규모로 성장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EV, Electric Vehicle) 및 중대형 에너지저장 

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의 응용분야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화석 연료의 제한된 매장량에 대한 에너지 안보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한가운데에 리튬이차전지가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여러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현재 준비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들은 출력의 변화가 심하고 그 변화를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가지고 

있는 불연속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중대형 ESS의 

도입이 필요하며, 2020년에는 전세계 ESS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이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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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너지의 고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EV의 보급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석유 수요의 급증으로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개발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전세계 

EV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이 35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2]
. 

하지만, 희망적인 시장 전망에 비해 EV의 성능 향상 속도 및 

보급 속도는 느린데, 그 주원인은 바로 EV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유력한 리튬이차전지의 에너지밀도 향상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Nissan Leaf 등의 소형 EV 한 대에는 

스마트폰 약 3000대에 해당하는 리튬이차전지가 장착되어 있지만, 

일충전 주행거리는 150km 수준으로 아직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량의 양극, 음극 활물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중반 최초로 상용화된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은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리튬 음극의 낮은 

충방전 효율 때문에 과량의 리튬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밀도가 충분히 높지 않고 싸이클 수명도 200회 미만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반복되는 충방전에 의해 생성된 수지상 리튬이 

분리막을 뚫고 양극, 음극 사이의 단락을 일으켜 전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은 탄소계 음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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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함으로써 이러한 금속 리튬 음극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1976년 Besenhard는 전기화학적으로 흑연에 리튬을 삽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리튬이차전지 음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이후 흑연의 전기화학적 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해질이 개발됨에 따라 1991년 일본 소니사에 의해 현재의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이 상용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지의 고용량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흑연의 제한된 

용량(372mAh/g)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4]

. 

흑연계 음극을 대체할 수 있는 고용량 음극으로서는 리튬과 

합금을 형성하는 합금계 음극이 가장 유력하다. 그 중에서도 Si, Sn 

등의 4족 원소들이 높은 용량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5]

. 

이러한 합금계 음극은 높은 에너지밀도와 함께 수지상 성장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리튬의 흡장/탈리에 

수반되는 상변화에 의한 큰 부피변화로 인해 입자 분쇄 현상과 

함께 전극의 전자 전도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싸이클 수명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6-9]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리튬과 합금을 

형성하는 Si, Sn 등의 활성상을 마이크론 사이즈 이하의 나노 

도메인으로 크기를 제한하고, 활성상의 부피 팽창/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상(buffer phase)을 활성상과 복합화한 복합 활물질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i계 복합 활물질의 다양한 

종류와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의 부피 팽창/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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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상으로서 리튬과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상이면서, Si의 부족한 

전기전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도성 완충상(conductive buffer 

phase)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TiN은 전기전도성이 높으면서 리튬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성 완충상으로 적합한 

물질이며, 기존에 고에너지 밀링, 습식 합성 등의 방법으로 Si과 

복합화한 연구들이 있었다 
[10, 11]

. 하지만, 기존 복합 구조에서는 Si과 

TiN의 균일한 복합화와 원활한 충방전 반응을 위한 전자/이온 전도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워서 기존 흑연 음극을 뛰어넘는 용량 및 

수명 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Si과 TiN을 복합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Si과 Ti 분말의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서 비정질의 

TiSix 합금상을 형성하고, 이를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Si, TiN, 

TiSi2 등이 복합화된 구조를 얻었다. Si과 Ti의 비율, 밀링 조건, 

열처리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복합 구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능 향상을 시도하였다. 또, 출발 물질로서 TiSi2 분말을 

사용하여 한 번의 열처리로 Si, TiN, TiSi2 등이 복합화된 구조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합성조건의 조절을 통해 TiN이 Si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TiN이 Si 표면을 보호하고, 

기계적으로 팽창을 억제해주는 완충상의 역할을 하여 수명 특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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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리튬이차전지의 원리 및 구성 
 

 

2.1.1 리튬이차전지의 원리 
 

 

리튬이차전지는 크게 양극(cathode), 음극(anode), 

전해질(electrolyte), 분리막(separator)의 4대 소재로 구성된다. 양극은 

방전시 외부 도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뜻하며, 음극은 이와 반대로 음극 활물질이 산화되면서 

도선으로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을 의미한다. 전해질은 전극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리튬이온 이동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로서 리튬 염을 포함하는 유기용액이 주로 사용된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리튬 이온의 

전달을 위해 microporous한 구조를 가진다 
[12]

.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은 

리튬전이금속산화물 양극과 흑연 음극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g. 1에 충전 및 방전 반응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또한, 

양극 및 음극에서의 반쪽셀 반응 및 전체 전지 반응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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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concept of Li rechargeable cel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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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     :  LiMO2 → Li1-xMO2 + xLi
+
 + xe

-
 

· 음극     :  C + xLi + xe
-
 → LixC 

· 전지반응 :  LiMO2 + C → LixC + Li1-xMO2 

 

양극 및 음극 재료는 전위차가 클수록 전지의 전압이 높아지고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전지 전압은 

양극 재료와 음극 재료에 삽입된 리튬의 전기화학적 전위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양극 재료인 LiCoO2 양극과 흑연 음극의 

경우 평균 전위차가 3.8V 정도의 값을 가진다. 

 

 

2.1.2 리튬이차전지 양극 

 

 

리튬이차전지 재료는 고용량, 고출력, 장수명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격이 싸고 환경친화적인 재료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 양극 

재료에 요구되는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높은 방전 전압 :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은 양극 재료는 

전해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4V 내외의 전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5V 이상의 고전압 양극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 중이다. 

2) 고용량 특성 : 낮은 분자량을 가지면서도 많은 양의 리튬 

이온을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할 수 있는 재료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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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출력 특성 : 최근 전동공구, HEV(Hybrid Electric Vehicle) 등의 

고출력 리튬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출력 특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양극 결정 구조 내에서 높은 리튬 확산계수를 

나타내며 전자 전도성이 우수한 재료가 요구된다. 

4) 장수명 특성 : 리튬 이온의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반응 동안 

안정적인 구조를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충방전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구조의 변화가 작은 재료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특성을 만족하는 양극재료로는 구조적으로 Van 

der Waals층 사이로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층상화합물 또는 3차원 

구조의 이온 이동 통로를 가지는 재료가 쓰인다. 대표적인 양극 

재료로는 층상암염구조(α-NaFeO2)인 LiCoO2, 스피넬(spinel) 구조인 

LiMn2O4, 감람석(olivine) 구조인 LiFePO4 등이 있다. 

LiCoO2는 합성이 쉬운 반면 비용, 매장량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신뢰성이 높고 밀도가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부피가 중요한 Moible 

IT 기기용으로는 아직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이다. 최근에는 

용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Co의 일부를 각각 Ni, Mn으로 

치환시킨 이른바 NCM[(Li(Ni,Co,Mn)O2] 소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가격 특성이 중요한 전기자동차용으로는 LiCoO2 대신 NCM 소재가 

주로 고려되고 있다. 

스피넬 구조의 LiMn2O4는 LiCoO2에 비해 이론 용량이 낮지만, 

가격이 낮고 출력특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 최근 전기자동차용에 

많이 쓰이고 있는 양극 재료이다. 

LiFePO4는 원료 물질의 가격이 싸고 olivine 구조로 인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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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재료이다. 하지만, 낮은 전기전도도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입경을 나노화하고 표면에 탄소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2.1.3 리튬이차전지 음극 

 

 

음극에 대해서도 양극과 비슷하게 아래의 네 가지 요구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낮은 방전 전압 :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양극과의 전위차가 커야 하기 때문에 리튬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은 방전 전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열역학적 평형상태에서는 리튬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방전 

전압을 가지는 음극이라 하더라도, 전해질의 부반응으로 형성된 

SEI(Solid Electrolyte Interface)에 의한 과전압 또는 빠른 충방전 

속도에 의한 과전압으로 인해 실제로는 리튬의 석출이 일어나고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지 설계에서 각 

음극 재료의 전압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용량 특성 : 낮은 분자량을 가지면서도 많은 양의 리튬 

이온을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할 수 있는 재료가 유리하다. 

3) 고출력 특성 : 고출력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리튬 

확산계수를 나타내며 전자 전도성이 우수한 재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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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수명 특성 : 리튬 이온의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또는 

alloying-dealloying 반응 동안 안정적인 구조를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충방전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구조의 변화가 작은 재료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alloying-dealloying 반응을 이용하는 합금계 음극에서는 

구조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복합 구조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은 요구특성에 따라 가장 먼저 상용화된 것은 흑연을 

포함한 탄소계 음극이며, 이를 이어서 LTO(Li4Ti5O12) 등의 산화물계 

음극과 Si계, Sn계 등의 다양한 합금계 음극이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다. 

탄소계 음극은 크게 흑연, 하드 카본, 소프트 카본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흑연의 이론 용량은 372mAh/g으로 grapheme 층 

사이에 존재하는 van der Waals 힘에 의해 리튬 이온이 삽입된 

형태이다. 이때 가장 많이 intercalation 된 상태에서 LiC6 상을 

형성한다. 하드 카본과 소프트 카본은 모두 비흑연계 탄소로서 

결정상의 흑연과 달리 내부에 불규칙한 작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로 리튬을 저장할 수 있다. 반면에, 흑연에 비해 수소와 

같은 이종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원소들이 리튬과 

반응하기 때문에 리튬을 탈리할 때 흑연에 비해 전압이 조금 

높아지며, 충방전 시에 전위가 평탄하지 않고,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산화물계 음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LTO는 리튬의 삽입/탈리 

반응 과정에서 격자상수의 변화가 없는 zero-strain lithium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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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로 알려져 있다 
[14, 15]

. 이러한 리튬 삽입 반응은 Li4Ti5O12가 

Li7Ti5O12로 될 때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론용량은 175mAh/g이고, 

리튬 전극에 대해 1.55V의 반응 전위를 가진다. 안전성과 출력 

특성이 뛰어나지만, 흑연 대비 낮은 용량과 높은 전압 값으로 인해 

에너지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안전성, 고출력을 요구하는 

특수한 용도에 한정해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흑연 대비 

높은 용량이 가능한 Co3O4, Cu2O, Mn3O4, Fe2O3, TiO2 등의 다양한 

전이금속 산화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6-19]

. 

합금계 음극은 리튬 금속 음극의 수지상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리튬과 합금이 가능한 금속들을 찾으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합금계 음극은 크게 Si, Sn, Ge 등의 4족 원소와 P, As, Sb, Bi 

등의 5족 원소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량과 가역성 면에서 

4족 원소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Fig. 2와 

Table 1은 다양한 합금계 음극의 이론적인 질량당 용량(gravimetric 

capacity)과 부피당 용량(volumetric capacity)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들 합금계 음극의 이론 용량에 대해서는 최대의 용량을 

보이는 Li22M5 상까지 반응기는 어렵고 Li17M4 (M = Sn, Ge, Pb) 또는 

Li15M4 (M = Si) 상까지만 리튬이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 21]

. 그러나, 합금계 음극은 리튬과의 alloying-dealloying 반응 

과정에 수반되는 상변화에 의한 큰 부피변화로 인해 입자 분쇄 

현상과 함께 전극의 전자 전도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금계 음극 원소 단독으로는 사용이 어렵고, 

다양한 완충상과 복합화를 하거나 충방전 전위를 조절하여 부피 

변화를 억제 또는 흡수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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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vimetric (green) and volumetric (purple) capacities of carbon and 

alloying material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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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heoretical capacities of various materials 

Element Li-M Alloy 

Theoretical capacity 

Gravimetric capacity 

(mAh g
-1

) 

Volumetric capacity 

(mAh cm
-3

) 

C LiC6 372 870 

Si Li22Si5 4198 9785 

Ge Li22Ge5 1620 6818 

Sn Li22Sn5 993 7253 

Pb Li22Pb5 569 6489 

P Li3P 2596 7009 

As Li3As 1074 6140 

Sb Li3Sb 660 4372 

Bi Li3Bi 385 3771 

Al Li9Al4 2235 6035 

Ga Li2Ga 769 4544 

In Li13In13 1012 7395 

Mg Li11Mg3 4077 7094 

Ag Li4Ag 994 10437 

Zn LiZn 410 2927 

Cd Li3Cd 715 6185 

S LiS2 1672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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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리튬이차전지 전해질 

 

 

리튬이차전지는 전지 전압이 높기 때문에 물 분해 반응 때문에 

기존 납축전지, Ni-MH 전지 등과 달리 수계 전해질 대신에 유기계 

전해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리튬이차전지 전해질에 요구되는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높은 내환원성과 내산화성 : 리튬이차전지의 전해질은 낮은 

전위를 나타내는 음극 활물질에 의해 환원분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용매의 환원전위가 음극 전위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높은 

전위를 가지는 양극 활물질에 의해 용매가 산화 분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매의 산화 전위가 양극의 전위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리튬이차전지에서는 Carbonate계 용매를 전해질 용매로 주로 

사용한다. 

2) 높은 이온전도도 : 전해액의 이온전도도는 전지의 충방전 

성능과 급속 방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값을 

가져야 한다. 전해액의 전도도는 유기 용매의 유전율(자유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이온 전도도는 높아짐)과 점도(자유이온의 이동의 

용이성)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분자내 분극이 크고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용매는 극성분자가 가지는 (+)극성부와 (-)극성부 

사이의 정전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점도를 

가지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유전율이 높은 Cyclic 

carbonate계 용매와 점도가 낮은 linear carbonate계 용매를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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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3) 낮은 녹는점 : 낮은 온도에서 전해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이온전도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용매가 무질서한 상태로부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결정 상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점도가 

높아지면 이온의 이동이 제한 되기 때문에 전지의 충방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녹는점이 높은 전해액에 녹는점이 낮은 

linear carbonate계 용매를 혼합하면 공용 조성을 형성함으로써 

녹는점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 전해질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성질은 음극 재료와의 

반응성이다. 전해질은 보통 초기 반응 시 분해되어 음극 재료의 

표면에 부동태막인 SEI 피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 피막은 리튬 

이온전도성이 클수록 좋고 전자 전도성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SEI 

피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전해질이 환원되어 

분해되는 부반응이 일어나므로 반응 초기에 음극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피막이 지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형태와 화학적 성분이 균일하여 전류 전달이 균일해야 한다.  

2) 리튬이온에 대해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져야 한다. 

3) 피막 형성 반응이 다른 전해질 분해 반응 보다 먼저 일어나서 

전극 표면을 미리 덮어 줌으로써 전극 표면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4) 피막의 전해액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초기 몇 싸이클에 SEI 

피막 형성 반응을 완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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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리튬이차전지 분리막 

 

 

분리막 재료로는 전극재료와 전해액의 종류에 따라서 polyamide계 

또는 polypropylene계로 만들어진 부직포, polyolefin계 다공성 필름 등 

다양하다. 특히 리튬이차전지의 경우는 전해액으로서 수용액이 아닌 

유기전해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유기전해액에 안정한 PP, 

PE 또는 PP/PE/PP 3층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필름이 분리막으로 

사용되고 있다. 필름 내 기공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0.01~0.2㎛로서, 

Ni-MH 전지에 사용되는 부직포보다 기공의 크기 및 크기 분포가 

더 작고 좁도록 제조되고 있으며, 전해액에 젖어 있는 미세한 

기공들을 통하여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게 된다. 

좋은 분리막이 갖춰야 할 요구특성은 아래와 같다. 

 

1)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막은 

유기전해액에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친화성과 다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온의 이동경로가 짧아야 하므로 막 두께도 얇을 수록 

좋다. 막 두께가 얇으면 부가적으로 전지에서 분리막이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지의 소형화 및 고용량화에 유리하다. 

2) 전지 조립의 공정성 및 전지의 안전성 관점에서 분리막은 

충분한 인장 강도 및 찌름 강도(puncture strength)를 가져야 한다. 

특히,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전지 내부의 단락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막의 인장 강도 및 찌름 강도가 높아야 한다. 

3) 분리막의 기공 폐쇄(shut-down) 특성 및 내열성이 좋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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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차전지는 전지 내에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 있을 경우, 

전지 내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열손상을 일으키거나 발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돌발적인 이상 온도 흐름에 

대하여 분리막의 기공이 급격하게 폐쇄되어 리튬이온의 이동을 

정지시켜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정지시켜야 한다. 

 

 

2.2 Si계 음극 
 

 

합금계 음극 원소 중에서 Si은 가장 높은 이론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고 원재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료이다. 하지만, Si도 다른 합금계 

음극과 마찬가지로 리튬과의 alloying-dealloying 반응 과정에 

수반되는 상변화에 의한 큰 부피변화로 인해 입자 분쇄 현상과 

함께 전극의 전자 전도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한 

Si을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Si과 다른 금속간의 합금(alloy) 또는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하는 방법, Si과 탄소 재료를 복합화하는 방법, 

SiO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2.2.1 순수 Si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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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의 일반적인 물성에 대해서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리튬과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대해서는 몇 개 그룹에서 연구되었다 
[8, 21, 23-31]

. 

Fig. 3의 Li-Si 상평형도와 마찬가지로 415℃에서 Li-Si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Li12Si7, Li7Si3, Li13Si4, and Li22Si5의 5가지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30, 32]

. 하지만, 고온에서의 Li-Si 반응과는 달리 

상온에서는 Fig. 4와 같이 다양한 금속간화합물이 생성되지 않고, 

0.1V (vs. Li/Li
+
) 근처에서 단 하나의 상전이 반응(two-phase reaction)  

만이 나타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반응 과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1, 25, 28, 33]

. 

 

- During discharge: 

Si(crystalline) +  xLi+ + +xe−  

→ LixSi (amorphous) +  (3.75 − x)Li+ + (3.75 − x)e−

→  Li15Si4 

- During charge: 

Li15Si4(crystalline)       

→ Si (amorphous) +  yLi+ + ye− + Li15Si4(redisual) 

 

위 반응식의 첫 번째 방전 반응에서 결정질의 Si은 비정질의 Li-

Si 합금으로 변하고, 이 비정질 상은 50mV 근처에서 갑자기 Li15Si4 

상으로 결정화된다. 이후 충전 반응에서 결정질 Li15Si4 상은 대부분 

비정질 Si으로 변하고 일부 전기적 네트워크에서 떨어진 Li15Si4 

상은 잔류하게 된다. 이러한 잔류 Li15Si4 상으로 인해 비가역 용량이 

발생하며 초기효율 열화의 주 원인이 된다. 첫 번째 방전 및 충전 

반응은 two-phase reaction이기 때문에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평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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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eneral properties of Si 

Silicon 

Symbol: Si Crystal structure: diamond cubic 

Atomic Number: 14 Oxidation states: 4,3,2,1,-1,-2,-3,-4 

Atomic weight: 28.0855 Electronegativity: 1.9 (Pauling scale) 

Density: 2.3290 g cm
-3

 Electrical resistivity: 10
11 

μΩ·cm 

Phase at R.T.: solid Thermal conductivity: 149 W m-1
 k

-1
 

Melting point: 1687 K Young’s modulus: 185 GPa 

Electron configuration: [Ne] 3s
2
3p

2
 Bulk modulus: 100 GPa 

Band gap: 1.12 eV (300K) CAS registry number: 74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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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nary phase diagram of Li-Si system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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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ltage profiles of Si powder electrodes for the first and second 

discharge/charge cycl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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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및 충전 곡선을 보인다. 이후 싸이클에서는 비정질 Si과 

비정질 Li-Si 합금이 상전이 반응 없이 one-phase reaction을 반복하기 

때문에 방전 및 충전 곡선이 평탄하지 않고 기울기를 가지는 

형태를 보인다. 

Si 분말을 활물질로 사용할 때 주된 수명 열화 원인으로는 

급격한 부피 변화에 의한 전도 네트워크 상실 문제와 Si 입자의 

파쇄 문제이다. 두 가지 문제 모두 Si 입자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며, Si 입자 크기를 150nm 이하로 

제어하면 Si 입자의 파쇄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6, 34, 35]

 

또한, Si의 급격한 부피 변화에 의한 전도 네트워크 상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carbon black 계열의 탄소 도전제 또는 전도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전극을 제조함으로써 수명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26, 36-40]

. 특히, 전도성 고분자의 경우 Si의 부족한 전자전도도를 

보완하고 Si의 부피팽창을 흡수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수명 

성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전도성 고분자를 hydrogel 

형태로 합성하면 전도성 고분자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Si의 

부피 변화를 흡수하기에 더욱 유리하며, 전도성 고분자와 CNT를 

복합화할 경우 전도 네트워크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 다만, 

전도성 고분자는 재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순수 Si 음극의 다른 개선 방향으로는 나노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나노구조체의 종류로는 1D 구조 및 3D 구조가 주로 

쓰이고 있다. 먼저, Si 나노와이어나 나노튜브와 같은 1D 나노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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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1D 나노구조체 사이의 빈 공간이나 나노튜브 내부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Si의 부피 변화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수명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41-48]

. 에칭을 이용하여 1D 구조의 기공 채널을 

형성하는 방법도 1D 나노구조체의 일종으로서 수명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다 
[49]

. Si과 SiO2를 복합화한 후 에칭으로 SiO2를 

제거함으로써 다공성의 3D 나노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 
[50-52]

.   

이렇게 나노구조를 이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리튬이온의 확산 

경로를 줄일 수 있고 기공 구조를 활용하여 Si의 부피 변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비표면적으로 인해 Si과 

전해질의 부반응은 더 커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CVD(Chemical vapor deposion) 등의 진공 공정을 

이용하거나, HF 등을 이용한 에칭 공정을 이용하여 위험하고 공정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노구조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재료 설계 아이디어를 단순한 공정으로 구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Si 음극 상용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2.2 Si-금속 복합계 
 

 

Si-금속 복합계 음극은 크게 금속간화합물과 금속 나노복합체를 

이용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속간화합물 음극으로는 리튬과 반응성이 있는 Mg, Ca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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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금속과 Si의 금속간화합물인 Mg2Si, CaSi2 등에 대한 연구 
[53, 54]

 

가 있었고, 리튬과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금속과 Si의 

금속간화합물인 NiSi, CoSi2, FeSi2 등에 대한 연구 
[29, 55]도 있었다. 

이러한 금속간화합물 음극은 첫 싸이클 이후 형성된 Li2Ca, Ni, Fe 

등의 금속 상이 Si의 부피팽창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i을 단독으로 사용한 음극에 비해서는 수명 성능이 개선되지만, 

여전히 큰 부피 변화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명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 CaSi2와 NiSi에 대한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10.8Li + CaSi2 → Li2Ca + 2Li4.4Si 

xLi
+ 

+ xe
- 
+ NiSi → LixSi + Ni ↔ Ni + Si + xLi

+
 + xe

-
 

 

금속 나노복합체 음극으로는 Ni-Ti계, Ti-Fe-Si계의 합금이나 TiN, 

TiB2와 같은 금속성 화합물을 Si과 복합화하여 나노사이즈의 Si이 

금속성의 비활성 매트릭스에 분산되게 함으로써 Si의 부피팽창을 

매트릭스가 흡수하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0, 56-58]

. 

이러한 금속 나노복합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용융방사(melt 

spinning) 방법 또는 고에너지 밀링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방법 등이 주로 쓰인다. 

용융방사법으로 형성된 Si과 비활성 매트릭스 합금 간의 

복합체의 경우 매트릭스 합금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Si과 리튬의 

반응이 상온에서 최대 용량을 낼 수 있는 Li15Si4 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Li21Si8 상에서 멈추거나 Si 결정에 나노크랙이 발생하기도 

한다 
[58]

. 이러한 경우, Si의 최대 용량이 3579mAh/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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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mAh/g으로 낮아지고, Si의 파쇄로 인해 전해질 분해 반응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2.3 Si-탄소 복합계 
 

 

탄소 재료는 높은 전자 전도성과 함께 리튬이온에 대한 이온 

전도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리튬 흡장/탈리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Si과 함께 복합화할 수 있는 재료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Si과 복합화하는 탄소 재료의 종류 및 복합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탄소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보면 

흑연 
[59, 60]

, 그래핀 
[61-63]

, 탄소나노튜브 
[64, 65]

 등을 Si과 복합화하거나 

열분해 탄소의 형태로 Si 표면에 코팅을 하기도 한다 
[9, 66]

. 또한, 

여기에 비활성의 금속 또는 산화물 등을 추가하여 복합화하기도 

한다 
[67-69]

. 

먼저, Si 입자의 탄소 코팅은 Si 표면에서의 전해질 분해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나노 사이즈의 Si 입자의 응집을 막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 코팅은 sucrose, 

PVA(polyvinylalcohol), 피치 등 다양한 탄소 전구체를 Si 표면에 

코팅한 후 탄화 열처리를 하거나 아세틸렌, 메탄 등의 탄화수소 

기체를 열분해 증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Si 입자와 흑연 입자를 복합화하는 경우, Si 입자는 흑연 모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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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분산되어 Si 입자간의 상호작용이 억제되고, 흑연이 Si의 

부피변화에 대한 기계적 완충 작용과 함께 전극의 전자전도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명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비활성 매트릭스에 비해 흑연과 같이 활성상의 매트릭스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 용량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Si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극의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Si-흑연 복합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고에너지 밀링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밀링 

공정 조건에 따라 Si 및 흑연의 입자 크기, 복합화 정도 및 복합체 

내부의 기공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전지 성능 최적화가 

가능하다. 

 

 

2.2.4 SiO계 
 

 

SiO는 순수 Si에 비해 리튬 흡장/탈리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작고, 

리튬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Li-Si-O 상이 리튬이온 전도성을 

가지면서 부피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상으로 작용하여 수명 

성능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70-73]
. 

SiO 음극은 첫 싸이클 방전에서 리튬이 Si과 반응하고 동시에 

산소와도 반응하여 Li2O를 형성하는데, 이 Li2O 형성 반응이 비가역 

용량으로 작용하여 초기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순수 SiO 대신에 SiO의 불균화 

반응(disproportionation reaction)을 이용한 Si-SiOx-C 복합체 음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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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74-76]

. SiO를 탄소 전구체와 함께 

혼합 및 열처리를 하면 SiO는 불균화 반응에 의해 Si와 SiO2로 

분리되고 동시에 열분해된 탄소와 함께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때, 

나노 크기로 형성된 Si은 비정질 SiOx와 탄소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된다. 

상업적으로는 일본의 Shinetsu 등이 진공 챔버 내에서 고온으로 

Si와 SiO2를 기화시킨 후 SiOx 형태로 증착시키고 동시에 탄소 

코팅까지 실시하는 진공응축법(evaporation)으로 SiOx 재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SiOx 재료를 흑연 음극에 3~5wt% 소량 

첨가하여 전지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77]

. SiOx는 상업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에 최초로 적용된 Si계 음극으로서 

용량은 흑연(360mAh/g)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400mAh/g 

수준이다. 

 

 

2.3 전도성 완충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Si계 음극이 연구되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400mAh/g 수준으로 Si의 높은 

이론용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용량은 

음극 뿐만 아니라 양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200mAh/g 이하의 

양극 용량을 가정했을 때, 단위 질량당 용량은 음극 용량 

1000mAh/g까지 1.5~1.8배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78]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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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계 음극이 리튬이차전지의 용량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000mAh/g 수준의 고용량 Si 음극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은 양으로도 Si의 부피변화를 흡수하고 전극 내의 전도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완충상을 선택하고 이를 Si 상과 

효율적으로 복합화하는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Si계 음극들은 금속, 탄소, 고분자 
[79]

, 세라믹 

재료 등을 Si의 급격한 부피 변화를 흡수하기 위한 완충상으로 사용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Si의 부피 변화 흡수와 

함께 전도 네트워크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속, 탄소와 같은 

전도성 완충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성 화합물인 TiN과 TiSi2를 전도성 완충상으로 

사용하였는데, TiN과 TiSi2 각각에 대해 물리적 성질과 기존의 관련 

연구 내용에 대해 다음에 정리하였다. 

 

 

2.3.1 전도성 완충상으로서의 TiN 
 

 

TiN은 높은 경도와 고온 안정성, 내부식성 등의 장점 때문에 

절삭 공구의 코팅 재료 등으로 많이 쓰이며, Si 기반 반도체 

집적회로에서 반도체와 금속 재료 사이에서 금속의 확산을 막고 

Si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전도성 배리어 재료로도 

쓰인다. TiN은 화학적으로는 세라믹 재료이지만 전자전도성이 

좋아서 금속성 화합물로 분류되며, Table 3에 TiN의 일반적인 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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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general properties of TiN 
[80]

 

TiN (Titanium Nitride) 

Formula weight: 61.874 g mol
-1

 Crystal structure: Cubic, NaCl-type 

Density: 5.22 g cm
-3

 Vickers hardness: 18-21 GPa 

Phase at R.T.: solid Modulus of elasticity: 251 GPa 

Melting point: 3203 K Electrical resistivity: 30~70 μΩ·cm 

CAS number: 25583-20-4 Thermal conductivity: 19.2 W m-1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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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TiN은 높은 전도성과 함께 리튬 및 실리콘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리튬에 대해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Si 음극의 전도성 완충상으로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TiN이 Si 음극의 전도성 완충상으로 쓰인 연구는 Kumta 등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10]

, Si과 TiN을 1:2의 비율로 혼합하고 

고에너지 밀링을 이용한 기계적 합금화법으로 나노복합체를 

합성하였다.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은 약 500mAh/g에서 

약 300mAh/g으로 감소하였으며 수명특성은 증가하였다. Si과 TiN의 

혼합 비율로부터 계산한 이론 용량은 1000mAh/g 이상이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용량을 보여 주고 있으며, 더욱이 밀링 시간에 따라 

용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Si의 일부가 TiN 매트릭스에 완벽하게 파묻혀서 Si이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81]

.  

또한, Si과 TiN 타겟을 이용한 펄스 레이저 증착법(PLD, pulsed 

laser deposition)으로 Si/TiN 복합 박막을 제조하거나 
[82]

, TiCl4를 

Na으로 환원하여 Si 분말 표면에 TiN 나노입자를 코팅한 연구가 

있었다 
[11]

. Si/TiN 복합 박막은 1250mAh/g의 용량과 80%@40회의 

수명을 보였으며, TiN 코팅된 Si 분말은 3200mAh/g의 용량과 

15%@50회의 수명을 보였다. 둘 다 높은 용량에 비해 수명특성이 

부족한데, Si과 TiN의 나노복합체 구조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Si 음극 외에도 산화물계 음극인 LTO 
[83]

, MnO 
[84]

 및 탄소계 

음극인 그래핀 
[85]에 TiN을 복합화 또는 표면 코팅하여 고율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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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부반응 억제를 통해 초기효율 특성을 개선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N이 가지는 전도성 완충상으로서의 

다양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3.2 전도성 완충상으로서의 TiSi2 

 

 

TiSi2는 전자전도도가 높고 열적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Si 기반 

반도체 집적회로에서 표면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TiSi2는 화학적으로는 세라믹 재료이지만 전자 

전도성이 좋아서 금속성 화합물로 분류된다. TiSi, Ti5Si3, TiSi2 등 

다양한 종류의 titanium silicide 중에서도 TiSi2는 전자전도도가 가장 

높고 열적 안정성이 좋아서 반도체 공정 중에도 Si과 기계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TiSi2의 물리적 특성은 

Si 음극의 완충상으로 TiSi2가 쓰일 때 복합화 공정 및 충방전 

도중에도 계면 안정성 및 전자 전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에 TiSi2의 일반적인 물성을 정리하였다. 

TiSi2는 리튬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TiN과 달리 일부 리튬과의 

반응성이 보고되고 있다. Netz 등에 의하면 TiSi2는 10mAh/g 정도의 

용량을 가지며, Zhou 등에 의하면 층상구조를 가지는 준안정상인 

C49 상의 경우는 943mAh/g의 용량을 보인다 
[86-90]

. 그러나, C49 상은 

TiCl4와 SiH4를 이용한 화합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으로 

합성할 때만 나타나며, 일반적인 경우의 안정상인 C54 상은 리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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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general properties of TiSi2 
[91]

 

TiSi2 (Titanium Disilicide) 

Formula weight: 104.038 g mol
-1

 Crystal structure: Orthorhombic 

Density: 4.02 g cm
-3

 (C54 – stable, C49 - metastable) 

Phase at R.T.: solid Electrical resistivity(C54): 13~25 μΩ·cm 

Melting point: 1743 K Electrical resistivity(C49): 50~70 μΩ·cm 

CAS number: 12039-83-7 Mohs hardness: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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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거의 반응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TiSi2를 Si 음극의 전도성 완충상으로 활용하여 Si-금속 복합 

음극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는 최근까지 몇 차례 있었다 
[92-94]

. Fig. 

5의 Si-Ti 이성분계 평형상태도 
[95]를 보면 Si 함량 67% 이상에서 

Si과 TiSi2의 공정(共晶, eutectic)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i과 TiSi2의 공정 반응을 이용하여 용융방사법으로 공정 

조성인 Si 함량 84% 부근의 조성을 급냉 응고하여 분말을 제조할 

경우 Si 함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 조직의 Si과 TiSi2의 복합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고에너지 밀링으로 흑연과 복합화하고 

추가로 탄소를 코팅할 경우 TiSi2와 흑연의 전도성 완충상 효과로 

인해 수명특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93]

. 이때 Si의 함량은 

공정 조성 보다 조금 낮은 84%의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600mAh/g의 용량과 80%@40회의 수명을 나타내었다.  

또한, Si 분말 표면에 TiSi2를 주성분으로 하는 TixSiy 코팅층을 

형성함으로써 고율특성을 향상시키고 부반응 억제를 통해 초기효율 

특성을 개선한 연구 결과도 있다 
[96]

. 

 

 

2.3.3 TiSi2의 질화 반응 
 

 

Fig. 6의 Ti-Si-N 시스템의 1100℃ 등온상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TiSi2는 1000℃ 이상 질소 분위기에서 2단계의 질화 반응을 거쳐 

각각 TiN과 Si3N4로 상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7, 98]

. TiSi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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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ase diagram of the Si-T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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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culated Ti–Si–N isothermal section at 13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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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모두 Si 음극의 좋은 전도성 완충상으로 쓰일 수 있지만, 

Si3N4의 경우는 활성상인 Si을 소모하여 비활성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Si 음극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Maille 등 
[99]은 세라믹 복합재료의 충전제로 쓰이는 TiSi2의 질소 

분위기에서의 고온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열처리 온도, 유지 시간, 

TiSi2 입자 크기 등에 따른 TiSi2의 상변화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TiSi2의 질화반응은 아래의 2단계로 진행된다. 

 

 2TiSi2(s) + N2(g) → 2TiN(s) + 4Si(s)   (ΔW/W0 = 13.5%)  (1) 

 3Si(s) + 2N2(g) → Si3N4(s)           (ΔW/W0 = 66.5%)  (2) 

 

2㎛ 입경의 TiSi2 분말을 질소 분위기에서 각각 1100, 1200, 1300℃ 

온도로 5시간 열처리할 경우, 1100℃에서는 10% 미만의 질량 증가를 

보여 위의 (1) 반응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1200℃와 1300℃에서는 15% 

이상의 질량 증가를 보여 (1) 반응이 완료되고 (2) 반응까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TiSi2 분말의 입경을 45㎛, 2㎛, 0.5㎛로 

변화시키고, 1100℃에서 5시간 열처리하였을 때, 입경이 작아짐에 

따라 질량 증가가 커졌으며, 0.5㎛ 입경의 경우 13.5% 이상의 질량 

증가를 보여서 (1) 반응이 완료되고 (2) 반응까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입경 45㎛의 경우에는 상변화로 생성된 TiN, Si과 함께 

미반응한 TiSi2가 공존하는데, 이때 입자 표면에 TiN이 존재하고 그 

안쪽에 Si이 존재하며, 제일 안쪽에는 미반응한 TiSi2가 남아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7 

 

TiSi2의 질화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면 TiSi2/Si/TiN의 3중층 코어-

셸(core-shell)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구조를 Si 음극에 

적용한다면 TiN이 Si의 표면을 감싸고 있어서 Si 표면에서의 전해질 

부반응을 억제하고, 코어의 TiSi2와 셸의 TiN이 Si의 부피 

팽창/수축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Si 음극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기계적 합금화법(mechanical alloying) 
 

 

기계적 합금화법은 분말 형태의 출발 물질로부터 냉간 단접과 

파괴를 거듭하면서 거시적으로 균일한 상을 제조하는 건식 합성 

방법이다. 이 기술은 1960년 International Nickel Company (INCO)에서 

니켈계와 철계의 초합금 제조시 산화물 분산강화와 석출경화에 

이용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100]

.  

실제 합성 방법은 경도가 높은 스테인레스, 텅스텐 카바이드(WC), 

지르코니아(ZrO2) 재질의 볼과 스테인레스 용기를 사용하여 높은 

속도로 밀링을 하여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분쇄 목적의 볼 밀링, 

비드밀 등과 달리 높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고에너지 

밀링이라고도 불린다. 밀링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산소나 질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비활성 분위기에서 용기를 조립하며, 최종 

산물의 물성은 분쇄 매체의 종류, 분위기, 볼과 분말의 무게비, 분쇄 

시간, 공정 온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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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합금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반복되는 파괴와 냉간 

단접으로 인해 입자와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하며, 이와 동시에 재료 

내부에 공공, 전위, 결정립계 등의 격자 결함이 생성되고 재료의 

온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확산 거리는 짧아지고 상호 

확산계수 값은 커져 고온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상온에서 

합금상이이나 준안정상을 제조할 수 있다. 

기계적 합금화법은 비정질상, 초미립상, 나노결정립상 등 

전기화학 분야, 특히 전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응용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Ni-MH 전지의 금속수소화물(metal hydride) 음극으로 사용하는 

Mg-Ni계 합금의 경우 기계적 합금화법으로 합성할 때 수소 흡장 

온도를 기존의 300℃에서 80℃로 낮출 수 있다. 기계적 

합금화법으로 제조된 Mg-Ni계 합금 분말은 나노결정립상 또는 

초미립상이기 때문에 수소 흡장 반응 속도를 높이며, 볼 밀링에 

의한 점결함(point defect) 등의 입자내 결함을 형성시켜 수소 흡장 

반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104]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음극 활물질 및 고체이온전도체의 

제조에도 적용된 예가 있다[105-108]
. Si계 음극에 있어서는 Si-금속 

복합계 및 Si-탄소 복합계의 재료를 합성하기 위해 고에너지 밀링을 

이용한 기계적 합금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Si-흑연 복합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Si-흑연 복합계의 고에너지 밀링을 이용한 합성에 

있어서, 음극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밀링 시간이다. 

밀링 시간이 너무 길면 흑연의 결정성이 저하되어 비가역 용량이 

증가할 수 있고, 계면에 SiC 화합물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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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i과 흑연 사이에 반응을 억제하는 확산 

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PAN 등의 고분자 입자를 첨가하기도 

한다 
[109]

. 반면에, 밀링 시간이 너무 짧으면 Si과 흑연 사이의 

접촉성이 저하되며 Si의 분포가 불균일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밀링 조건의 최적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i과 Ti의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 비정질의 TiSix 

합금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합금화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TiSi2의 열처리를 통해 Si, TiN, TiSi2 등의 복합 구조를 얻을 때에도 

복합체의 입경을 조절하기 위해 출발 물질인 TiSi2를 고에너지 

밀링으로 미리 분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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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활물질의 제조 
 

 

본 연구에서 Si 음극에 전도성 완충상으로서 TiN 또는 TiSi2를 

도입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Si과 Ti 분말의 

고에너지 밀링에 의한 기계적 합금화를 통해서 비정질의 TiSix 

합금상을 형성하고, 이를 NH3 및 N2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Si, TiN, 

TiSi2 등이 복합화된 구조를 얻었다. 또, 출발 물질로서 TiSi2 분말을 

사용하여 한 번의 열처리로 Si, TiN, TiSi2 등이 복합화된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 각각에 대해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3.1.1 Si, Ti의 기계적 합금화에 의한 Si-Ti계 복합 음극 
 

 

Si 분말 (4um, Kojundo)과 Ti 분말 (325 mesh, Alfa Aesar)을 

양론비로 1:1 혹은 2:1로 각각 섞고 마노 유발에서 잘 혼합한 후 

여기에 혼합 분말 무게의 10배가 되도록 직경 ½ 인치와 ¼ 인치 

스테인리스 볼을 준비한 다음 혼합 분말과 함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원통형 용기에 넣었다. Vibratory mill (SPEX mill)을 이용하여 

고에너지 기계적 합금화를 수행하였으며, 산소 혹은 수분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용기는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러브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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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조립하였다. 1시간의 기계적 합금화 과정을 거친 샘플 1g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1100℃의 온도로 5시간 동안 NH3 분위기 

아래에서 열처리 하였다. TiSi2를 선택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부식제(etchant)로 NH4F (40 vol.% in H2O) 와 HF (49 vol.% in H2O)가 6 : 

1 의 비율로 혼합된 BOE(Buffered Oxide Etchant)를 사용하였다. 에칭 

반응은 10분간 실시하였으며, 증류수로 부식제를 세척한 후, 

아스피레이터(aspirator)와 여과지를 사용하여 분말을 필터링하였다. 

 

 

3.1.2 TiSi2의 열처리에 의한 Si-Ti계 복합 음극 
 

 

TiSi2 분말 (325 mesh, LTS chemical)과 분말 무게의 10배가 되도록 

직경 ½ 인치와 ¼ 인치 스테인리스 볼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원통형 용기에 넣고 Vibratory mill (SPEX mill)을 이용하여 고에너지 

기계적 합금화를 수행하였다. 산소 혹은 수분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용기는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러브 박스 안에서 

조립하였다. 30 분의 기계적 합금화 과정을 거친 샘플 1g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1100℃의 온도로 1, 3, 5 시간 동안 N2 

분위기 아래에서 열처리 하였다. 실리콘 에칭 실험을 위하여 1M 

NaOH 용액을 부식 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10분, 30분, 1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아스피레이터와 

여과지를 이용하여 분말을 회수하였다. 분말에 탄소 코팅을 하기 

위하여 CA(Cellulose acetate, Aldrich)와 DN(2,3-Dihydroxy-naphtha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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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ch)을 전구체로 사용하여 습식 코팅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전구체를 에탄올에 완전히 녹인 용액에 코팅할 분말을 넣고 마노 

유발에서 10~20분 가량 잘 섞어주었다. CA를 전구체로 사용한 경우 

600℃에서 12시간 동안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였다. DN을 

전구체로 사용한 경우에는 분당 10℃의 승온 속도로 300℃까지 

올린 후 300℃에서 2시간 열처리한 후 다시 700℃까지 승온하고, 

700℃ 2시간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DN을 전구체로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아르곤과 질소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3.2 분말 X-선 회절 분석(XRD) 
 

 

기계적 합금화법으로 제조된 시료와 열처리 및 에칭을 거친 

시료들의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시행하였다. 

Philips 사의 XPert PRO를 사용하여 가속전압 40 keV, 전류 40 mA, 

scanning speed 10 deg/min의 조건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3 열분석(Thermal Analysis) 
 

 

TiSi2를 출발물질로 하는 Si-Ti계 복합 음극의 합성에 있어서, 

TiSi2의 질화 반응 및 상분리 반응의 적정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N2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면서 질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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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기기는 METTLER TOLEDO TGA/DSC1 이었으며, 150ul의 

알루미나 재질의 팬을 사용하였다. 분석 조건은 분당 10℃의 속도로 

승온한 후 1100℃ 및 1100℃에서 10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질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3.4 주사전자현미경(SEM) 
 

 

합성 시료의 표면 및 단면을 관찰하고 원소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 관찰을 위해서는 

합성된 분말을 에폭시로 몰딩하고 분말이 표면에 드러날 때까지 

연마한 후 Seiko 사의 SMI-2200 장비를 이용하여 박막형태의 

시편으로 FIB(Focused Ion Beam) 가공을 하였다. 준비된 샘플을 

Hitachi 사의 S-5500 주사전자현미경 장비로 이동시켜서 가속전압 

30kV, 전류 25uA 조건으로 단면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동시에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mapping을 통해 원소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3.5 전극 제조 
 

 

활물질과 함께 전극 형성을 위해서 사용한 도전제와 바인더는 

각각 Ketjen Black EC-300JD(1400m
2
/g, Mitsubishi Chemica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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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Poly(amide imide))이다. 먼저 활물질과 도전제를 8:1의 무게비로 

마노 유발에서 10분간 잘 혼합하였다. 여기에 도전제와 같은 양의 

바인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인더 용액(6.5 wt.% PAI in NMP) 을 

추가하여 10분간 다시 혼합하였다. 이렇게 하여 슬러리 형태가 된 

전극물질을 에탄올로 세척한 구리 호일(foil) 위에 닥터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120㎛ 두께로 코팅하였다. 이렇게 코팅된 전극은 80℃ 

대류식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롤프레스로 압착한 후 200℃ 

진공 오븐에서 다시 한번 건조시켰다. 

 

 

3.6 실험용 셀 제조 
 

 

충방전 실험용 전극 호일을 지름 1cm인 원으로 펀칭하여 셀을 

조립하였다. 2032 type의 코인셀을 사용하였으며 리튬 호일을 대극 

및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분리막으로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Celgard 2320을, 전해액으로는 1.3M의 LiPF6 가 녹아있는 2:6:2의 

부피비로 혼합된 EC:DEC:FEC 용액 (Panax Etec)을 사용하였다. 

 

 

3.7 전지 특성 평가 
 

 

충방전 실험은 Toyo 사의 충방전 시험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셀 조립 후 전극과 분리막에 전해액이 충분히 스며들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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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2시간 동안 담지하였다. 그 후 0.01 ~ 1.5 V (vs. Li/Li
+
) 의 

전압 범위에서 정전류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며, 리튬의 흡장 

(lithiation)이 일어나는 방전(discharge) 시에는 CC/CV (Constant Current 

/ Constant Voltage) 모드로 리튬의 탈리(delithiation)가 일어나는 충전 

(charge) 시에는 CC 모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극 포메이션 

(formation) 및 고율특성 측정을 위해 방전 및 충전 속도를 Table 5와 

같은 조건으로 변화시켰으며, 1C 속도는 1100 mAh/g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CV 구간에서는 0.05C 에 해당하는 전류 값에서 

컷오프하였다. 고율 특성은 0.2C 충전 용량 대비 0.5C 방전 용량의 

비로 계산하였으며, 수명 특성은 0.5C로 방전 및 충전하는 5싸이클 

이후의 결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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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charge/charge protocol 

Cycle 1
st
 2

nd
 3

rd
 4

th
 5

th 
~ 

Discharge (CC/CV) 0.1C 0.2C 0.2C 0.2C 0.5C 

Charge (CC) 0.1C 0.2C 2C 0.2C 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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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Si, Ti의 기계적 합금화에 의한 Si-Ti계 복합 음극 
 

 

Fig. 7의 합성 반응 모식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과 Ti 분말을 

출발 물질로 하여 기계적 합금화, 열처리, 에칭 등의 공정을 적절히 

사용하면 Si, TiN, TiSix, 기공이 복합화된 Si-Ti계 복합 음극을 합성할 

수 있다. 각 합성 단계별로 예측되는 복합상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Si과 Ti 분말을 혼합하고 고에너지 밀링에 의한 기계적 

합금화법으로 복합화할 경우 비정질의 TiSix 합금상과 미반응한 Si, 

Ti 등의 복합체가 형성된다. 이를 다시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면 

TiSix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TiSi2의 질화반응에 의해 

Si, TiN 상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Si/TiN/TiSix의 복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복합체 음극에 추가적으로 BOE 에칭을 하면, TiSix 상을 

선택적으로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Si/TiN/기공의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출발 물질인 Si과 Ti의 비율을 조절하여 최종 복합상 

음극의 용량도 제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Si/Ti 비율(Si/Ti=2/1, Si/Ti=1/1)에 대해 

밀링 조건, 열처리 조건 등을 변화시키면서 Si-Ti계 복합 음극을 

합성하고 그 전기화학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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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of synthesis process of Si-Ti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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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Si/Ti = 2/1 
 

 

4.1.1.1 XRD 분석 
 

 

화학양론적으로 TiSi2가 형성될 수 있는 Si/Ti=2/1 비율에 대해 

1시간 동안 고에너지 밀링으로 복합화시키고, NH3 분위기에서 

1100℃, 5시간 열처리 한 후 BOE 용액에서 10분 에칭하였다. 각 

합성 단계별 시료에 대한 XRD 분석결과는 Fig. 8과 같다.  

1시간의 밀링을 통해 TiSi2의 결정상 피크는 확인되지 않으며, Si 

및 Ti의 피크가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Si과 Ti의 

반응이 완벽하지 않으며, Si과 Ti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TiSi2상이 

결정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시료를 NH3 분위기에서 1100℃, 5시간 열처리한 경우 Ti의 

피크는 없어지고, Si과 TiN의 피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TiN 피크는 

미반응한 밀링 시료에 남아있는 미반응 Ti이 NH3와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Si 피크가 증가한 것은 TiSi2의 

질화반응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밀링 시료의 XRD에서 TiSi2의 피크가 관찰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 비정질의 TiSi2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열처리 

과정에서 TiSi2의 질화반응으로 각각 Si과 TiN으로 상분리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밀링 시료는 비정질 TiSi2와 미반응 Si, 

Ti의 복합체로 판단되며, 열처리 시료는 Si, TiN과 일부 미반응 

TiSi2의 복합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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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milled, (b) heat-treated and (c) etched 

sample for Si/Ti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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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처리 시료에 남아있는 소량의 TiSi2를 에칭하여 복합체 

내에 기공을 도입하기 위해 BOE 용액에서 10분 에칭한 경우, 당초 

기대와 달리 TiSi2의 피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Si의 피크만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Fig. 8에서 BOE 용액에 반응하지 않는 TiN 

피크와 Si 피크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좀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TiSi2가 예상 외로 잘 제거되지 않은 것은 TiSi2 

피크의 크기로부터 알 수 있듯이 TiSi2의 양이 작고, 열처리 과정 

중에 TiSi2 의 질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Si, TiN이 TiSi2 표면에 

코팅층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BOE 용액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필터링 과정 등에서 미세 

입자의 Si이 일부 제거되면서 Si의 피크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4.1.1.2 전지 특성 평가 
 

 

Fig. 9의 (a), (b), (c)는 각각 밀링 시료, 열처리 시료, 에칭 시료를 

코인셀로 평가한 초기 두 싸이클의 충방전 곡선이다. XRD 분석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밀링 시료는 Si이 거의 없기 때문에 

174.6mAh/g의 낮은 초기용량을 보인다. 열처리 시료는 Si의 피크가 

커지면서 용량이 늘어나지만 에칭 후 다시 용량이 줄어든다.  

열처리 시료의 초기용량은 1492mAh/g이었으며, 충방전 효율은 

80.8%였다. 반면에, 에칭 시료의 경우는 초기용량 320mAh/g, 충방전 

효율 54.7%로서 열처리 시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량 및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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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oltage profiles of the first two cycles, (a) milled, (b) heat-treated and 

(c) etched sample for Si/Ti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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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용량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BOE 에칭 및 필터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Si의 함량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ig. 10은 열처리 시료의 수명 평가 결과로서 0.5C 방전/충전 

싸이클 결과이다. 수명 평가의 첫 싸이클 용량은 0.1C 초기 용량인 

1492mAh/g 보다는 낮은 1411mAh/g이며, 45싸이클 후 626mAh/g으로 

낮아졌다. 용량유지율로 계산하면 45싸이클 후 초기용량의 44.4% 

로서 열악한 수명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TiSi2의 상분리에 

의한 Si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Ti와 반응하지 않은 미반응 Si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용량은 커질 수 있지만, Si 음극이 

가지고 있는 부피 팽창/수축에 의한 Si 입자 파괴 및 전도 네트워크 

상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반응 Si이 없도록 출발물질에 과량의 

Ti을 넣어줌으로써 밀링 후 TiSi2와 미반응 Ti이 남도록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실험 조건으로 Si/Ti = 1/1 조건을 

선택하였다. 

 

 

4.1.2 Si/Ti = 1/1 
 

 

4.1.2.1 XRD 분석 
 

 

Si/Ti = 2/1 에 비해 Si/Ti = 1/1 조건에서는 Ti이 과량으로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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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ycle performance of the heat-treated sample (Si/Ti = 2/1) 

  



  55 

 

때문에 밀링 과정에서 Si은 모두 비정질의 TiSi2로 반응하고 미반응 

Ti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1의 XRD 분석 결과에서 밀링 

시료는 특별한 결정상의 피크 없이 대부분 비정질 TiSi2나 Ti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료를 NH3 분위기에서 1100℃, 5시간 열처리한 경우 TiSi2의 

질화반응으로 형성된 Si과 TiN의 피크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미반응한 TiSi2도 열처리에 의해 결정화되면서 피크가 커짐을 알 수 

있다. Fig. 8의 Si/Ti = 2/1 시료의 XRD 결과와 비교해 보면, TiSi2의 

피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Si과 TiN 피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Fig. 8의 Si/Ti = 2/1 시료에 비해 Si/Ti = 1/1 

시료는 Si에 비해 TiN의 피크가 더 커졌다.  

밀링 시료와 열처리의 시료의 XRD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Si/Ti = 

1/1 시료는 Si/Ti = 2/1 시료에 비해 비정질 TiSi2 형성 반응이 좀더 

잘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열처리 후에는 Si/Ti = 2/1 시료에 비해 

Si 양은 줄어들고 TiN과 미반응 TiSi2 양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열처리 시료를 BOE 용액에 10분 에칭한 경우, 당초 의도한 

대로 TiSi2의 피크는 거의 사라지고, Si과 TiN의 피크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Si/Ti = 2/1 시료와는 달리 Si/Ti = 1/1 시료에서는 

TiSi2가 의도한대로 잘 제거된 것은 열처리 시료에 존재하는 TiSi2의 

양이 충분히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Si/Ti = 1/1 시료의 

경우는 밀링 시료에 미반응 Si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Si이 

TiSi2의 질화반응에 의한 상분리에 의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필터링 과정 등에서 Si이 제거되는 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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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milled, (b) heat-treated and (c) etched 

sample for Si/Ti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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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SEM 분석 
 

 

Fig. 12에 열처리 시료와 에칭 시료에 대해 분말 형상을 SEM으로 

분석하였다. 열처리 시료 및 에칭 시료 둘 다 0.5~1㎛ 크기의 

일차입자가 뭉쳐져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XRD 분석 결과로는 

에칭 후 TiSi2의 양이 많이 줄어들지만, 에칭 전후에 형상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iSi2가 표면 보다는 주로 입자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에칭에 의해 입자 내부의 TiSi2가 

제거되더라도 입자의 형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입자 내부의 미세 구조 및 원소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각 공정 단계별로 단면 시료를 준비하여 SEM 분석과 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밀링 시료를 보면 비정질 TiSi2로 예상되는 

비교적 균일한 조성의 일차입자들이 뭉쳐서 이차입자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차입자 사이에 기공도 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시료는 TiSi2 및 미반응 Ti의 질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TiN이 질소와 반응하지 않은 TiSi2와 섞여 있으며 그 사이의 계면에 

소량의 Si이 존재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Maille 등 

[99]이 주장한 TiSi2의 질화반응과 유사하지만, TiSi2의 질화에 의한 

상분리 반응이 소량만 이루어졌으며, TiN의 대부분은 과량의 Ti의 

질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iSi2의 상분리 반응이 

예상보다 적게 일어난 것은 TiSi2를 둘러싸고 있는 Ti이 먼저 질소와 

반응하면서 TiSi2의 질화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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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urface SEM images of (a,b) heat-treated and (c,d) etched sample for 

Si/Ti = 1/1 

 

 

  

(a) 

(c) 

(b) 

(d) 



  59 

 

 

 

 

 

 

 

Fig. 13.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a) milled, (b) heat-treated and (c) 

etched sample for Si/Ti = 1/1 and (d) EDS mapping image of etch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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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i은 TiSi2/Si/TiN의 복합 입자 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Ti과 

반응하지 않고 복합 입자 밖에 존재하는 양도 꽤 많이 관찰된다. 

이것은 과량의 Ti을 넣어서 Si을 모두 TiSi2로 반응시키고자 한 본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합 입자 내에는 과량의 

Ti에 의해 TiN이 많이 포함되고, Si은 대부분 복합 입자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에칭 시료는 열처리 시료와 비슷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EDS 분석 결과와 같이 비교하여 보면 TiSi2가 에칭되어 기공 형태로 

존재하고, TiSi2와 TiN의 계면에 존재했던 Si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i은 복합 입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1.2.3 전지 특성 평가 
 

 

Fig. 14의 (a), (b), (c)는 각각 밀링 시료, 열처리 시료, 에칭 시료를 

코인셀로 평가한 초기 두 싸이클의 충방전 곡선이다. 또한, Table 6에 

Si/Ti = 2/1 조건과 Si/Ti = 1/1 조건을 비교하여 각 단계별 시료의 

코인셀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밀링 시료는 XRD 분석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Si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비정질의 TiSi2이기 때문에 97.8mAh/g의 낮은 

초기용량과 28.8%의 낮은 초기효율 값을 보인다. 열처리 시료는 

초기용량 572mAh/g, 초기효율 64.7%로서 Si/Ti = 2/1 조건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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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ltage profiles of the first two cycles, (a) milled, (b) heat-treated and 

(c) etched sample for Si/Ti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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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between two different 

Si/Ti ratio materials (Si/Ti = 2/1 vs. Si/Ti = 1/1) 

 

Initial 

Capacity 

(mAh/g) 

Initial 

Efficiency 

(%) 

Rate 

capability 

(%, 2C/0.2C) 

Capacity 

retention 

(%) 

Si/Ti 

(2/1) 

Milled 174.6 33.6 82.4 - 

Heat-treated 1492.1 80.8 91.9 44.4%@45
th
 

Etched 320.5 54.7 108.9 - 

Si/Ti 

(1/1) 

Milled 97.8 28.8 73.4 - 

Heat-treated 572.0 64.7 96.9 72.0%@100
th
 

Etched 855.4 71.6 97.3 60.0%@100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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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및 효율이 감소하였다. XRD 분석 결과에서 Si/Ti = 1/1 시료는 

Si/Ti = 2/1 시료에 비해 Si의 양은 줄어들고 TiN과 미반응 TiSi2의 

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용량 및 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칭 시료는 초기용량 855mAh/g, 초기효율 

71.6%로서 열처리 시료에 비해 용량 및 효율이 증가하였다. XRD 

분석 결과에서 에칭 후 TiSi2의 피크는 거의 사라지고, Si과 TiN의 

피크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용량 및 효율을 떨어뜨리는 TiSi2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에칭 후에 용량 및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 15는 열처리 시료 및 에칭 시료의 수명 평가 결과인데, 에칭 

후 초기용량은 증가했지만 용량 유지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TiSi2가 에칭에 의해 제거되면서 복합구조의 

안정성이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충방전에 따른 

Si의 수축/팽창 과정에서 복합 구조를 이루는 Si, TiN 등이 모두 

쉽게 변형하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TiSi2의 에칭에 의해 형성된 

기공 구조가 무너진 것으로 해석된다. 

 

 

4.2 TiSi2의 열처리에 의한 Si-Ti계 복합 음극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i, Ti의 기계적 합금화에 의한 Si-

Ti계 복합 음극은 기대했던 것보다 TiSi2 상의 형성 및 질화 반응이 

작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Si의 대부분이 TiSi2/Si/TiN의 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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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ycle performances of heat-treated and etched sample for Si/Ti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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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Si은 급격한 

부피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상이 없기 때문에 수명 특성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iSi2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고, TiSi2의 질화 및 상분리 반응을 최적화하여 복합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Fig. 16은 TiSi2를 출발 물질로 한 합성 반응 모식도이다. 먼저, 

수십 ㎛ 크기의 TiSi2를 수 ㎛ 크기로 분쇄하고, 이를 열처리하여 

TiSi2의 질화 및 상분리 반응을 통해 TiSi2/Si/TiN의 복합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TiN은 입자의 표면에 아일랜드 형태로 

형성되고 Si은 코어의 미반응 TiSi2와 입자 표면의 TiN 사이에 

형성되어 TiSi2/Si/TiN의 3중층 형태를 이루게 된다. 활성상인 Si의 

양쪽에 TiN, TiSi2 두 종류의 전도성 완충상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상분리 반응에 의해 형성된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Si과 

전도성 완충상 사이의 결합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처리 조건에 따라 TiSi2의 상분리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복합 

구조의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2.1 TiSi2/Si/TiN 3중층 구조 형성 및 특성 평가 
 

 

4.2.1.1 TGA 분석 
 

 

TiSi2의 질화 및 상분리 반응에 필요한 적정 열처리 조건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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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chematic diagram of synthesis process of TiSi2/Ti/TiN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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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GA results of the pristine sample at (a) 1100℃, (b) 1200℃ and the 

milled sample at (c) 1100℃, (d)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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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TGA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7의 (a)와 (b)는 325 mesh TiSi2 

분말을 분당 10℃의 속도로 승온한 후 각각 1100℃와 1200℃에서 

10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질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1100℃와 

1200℃에서 각각 6.7%와 9.2%의 질량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Fig. 17의 (c)와 (d)는 325 mesh TiSi2 분말을 SPEX mill에서 

30분 밀링한 분말 시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TGA 분석한 결과인데, 

325 mesh TiSi2 분말과 달리 1100℃와 1200℃에서 각각 33.4%와 

39.8%의 높은 질량 증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밀링 시료의 경우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TiSi2의 질화 반응이 잘 일어나며, TiSi2의 질화 반응이 표면으로부터 

먼저 진행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00℃와 1200℃ 

열처리 온도에 따른 질화 반응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iSi2의 질화 반응을 촉진하고 동시에 과도한 질화 반응에 

의한 Si3N4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밀링 시료를 사용하고 

1100℃의 온도에서 적정한 열처리 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1.2 XRD 분석 
 

 

TGA 분석 결과로부터, 밀링 시료에 대해 (1100℃, 5시간, N2 

분위기) 조건으로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Fig. 18의 (a), (b), (c)는 각각 

초기 시료, 밀링 시료, 열처리 시료의 XRD 분석 결과이다.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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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pristine, (b) milled and (c) heat-

treat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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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분석 결과 TiSi2외에도 불순물로 Si이 관찰되며, 30분의 밀링 

후에는 Si 피크가 거의 없어졌다. 열처리 후에는 TiSi2의 질화 및 

상분리 반응에 의해 TiSi2의 피크는 감소하고, Si 및 TiN 피크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1.3 SEM 분석 
 

 

Fig. 19은 초기 시료, 밀링 시료, 열처리 시료의 SEM 분석 

결과이다. 초기에 수십 ㎛ 크기를 보이던 TiSi2는 밀링 후에 수 ㎛로 

입경이 줄어들고, 열처리 후에는 비슷한 입경을 유지한다. 또한, 

열처리 후에는 열처리 전에 비해 입자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표면에 형성된 TiN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Fig. 20은 열처리 시료의 단면 SEM 사진 및 EDS mapping 

결과이다. 에폭시 몰딩 후 FIB 가공을 통해 입자 단면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입자 외부에 각진 아일랜드 형태의 결정립이 관찰되고 

중심에는 또 다른 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DS mapping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입자 외부의 각진 결정립이 TiN이며, 입자 

중심에는 TiSi2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iN 상과 TiSi2 상 

사이에는 Si 상이 존재한다. 결국 Si, Ti의 기계적 합금화 방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TiSi2/Si/TiN의 3중층 복합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입자 전체 크기는 2㎛ 정도이며, TiN은 200~400nm,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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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urface SEM images of (a) pristine, (b) milled and (c) heat-treated 

sample 

  

(b) 

(c) 

(a) 



  72 

 

 

Fig. 20.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a) heat-treated TiSi2 and EDS 

mapping images of (b) N, (c) Ti, (d) Si element and (e) composite 

  

(b) 

(d) 

(a) 

(e)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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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TiSi2는 단면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500nm 

정도로 예측된다. Si 층의 두께는 1㎛ 정도로 관찰되며, 부피 변화에 

의한 Si 입자 파쇄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150nm 
[26, 34, 35]

 

보다는 훨씬 크다. 하지만, Si이 TiSi2의 상분리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Si 층이 TiN, TiSi2 상과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3 상을 

인위적으로 복합화한 경우 보다 부피 변화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iN 상이 연속적인 코팅 층이 아니라 

아일랜드 타입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Si의 부피 변화에 의한 TiN 

상의 파쇄 및 Si 상으로부터의 탈리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1.4 전지 특성 평가 
 

 

Fig. 21은 TiSi2 초기 시료, 밀링 시료, 열처리 시료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서 순수 Si 음극 및 Si과 TiN의 복합 음극의 전지 특성을 

평가한 초기 2싸이클의 전압 곡선이다. TiSi2 초기 시료도 192mAh/g  

의 초기용량을 보이는데 이는 TiSi2 내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Si에 

의한 용량이 대부분이고 일부 TiSi2 자체의 용량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 싸이클 방전 곡선에서 0V 근처의 전압 평탄 

영역이 결정질 Si에 의한 방전 영역으로 판단되며, 1.0~0V 구간의 

전압 감소 영역은 TiSi2 또는 카본블랙 도전제에 의한 것으로서 이 

부분이 주로 비가역 용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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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Voltage profiles of the first two cycles, (a) pristine, (b) milled and (c) 

heat-treated, (d) bare Si and (e) Si-TiN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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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시료는 초기 시료에 비해 초기용량이 161mAh/g으로 

감소하고, 초기효율도 41.4%로 감소하였는데, 이의 원인은 XRD 

분석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밀링 후에 결정질 Si의 피크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결정질 Si에 의한 0V 근처의 전압 

평탄 영역이 감소하고 초기용량 및 초기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처리 시료는 XRD 분석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TiSi2의 

상분리에 의해 형성된 Si에 의해 초기용량이 1445mAh/g으로 크게 

늘어났다. Fig.21 (d)의 순수 Si 음극의 충방전 곡선과 비교하여 보면, 

첫 싸이클 방전 곡선의 0V 근처의 전압 평탄 영역과 충전 곡선의 

0.5V 근처의 전압 평탄 영역이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TiSi2의 상분리에 의해 형성된 Si 상이 결정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Fig.21 (e)의 Si과 TiN의 기계적 합금화에 의한 

복합 음극의 경우에는 첫 싸이클 방전 및 충전 곡선에서 전압 평탄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Si과 TiN의 기계적 합금화 

과정에서 결정질의 Si이 비정질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첫 싸이클 방전 곡선에서 1.0~0V 구간의 전압 감소 영역은 

250mAh/g 정도로 순수 Si 음극과 비슷한데, 초기효율은 순수 Si 

음극의 72.3% 보다 높은 81.3%의 값을 보였다. 이것은 열처리 

시료의 경우 미반응 TiSi2에 의한 비가역 반응이 초기효율 감소의 

주원인이지만, 순수 Si 음극의 경우에는 첫 싸이클 방전에 의한 

리튬 합금화 반응 이후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 탈리하면서 Si 입자의 

파쇄 및 전기적 고립화에 의해 비가역 반응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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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N 복합 음극은 Si과 TiN 분말을 TiSi2의 상분리 반응이 100% 

진행될 때의 Si/TiN 비율인 1:2의 비율로 섞고 SPEX mill로 30분 

동안 기계적 합금화를 실시하여 합성하였다. 실제 TiSi2 열처리 

시료는 상분리 반응이 100% 진행되지 않고 일부 미반응 TiSi2가 

남기 때문에 초기용량 면에서는 Si-TiN 복합 음극이 126mAh/g 정도 

높고, 초기효율은 유사한 값을 보인다. 

Fig. 22는 수명 평가 곡선이며, Table 6에 각 단계별 시료와 비교 

시료의 코인셀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열처리 시료와 Si-TiN 복합 

음극의 수명 특성을 비교하면, 100회 용량 유지율이 각각  50.9%와 

35.3%로서 TiSi2의 열처리에 의한 TiSi2/Si/TiN 복합 구조가 기계적 

합금화에 의한 Si-TiN 복합 음극 보다는 구조적 안정성이 더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i-TiN 복합 음극은 초기 20싸이클 

이내에 급격히 용량이 감소하는 Si계 음극의 전형적인 수명 곡선을 

보이는 반면에 열처리 시료는 급격한 용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처리 시료의 경우 Si-TiN 복합 음극에 비해 부피 변화에 

의한 Si 파쇄 및 고립화 현상이 줄어들고, 전극 내의 활물질 재배열 

등의 과정이 단축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Table 7의 고율 특성 

결과를 비교하면, 열처리 시료의 경우 Si-TiN 복합 음극에 비해 

훨씬 높은 94%의 값을 보이는데, Si이 전도성 완충상인 TiN 및 

TiSi2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충방전 과정에서도 전도 

네트워크를 잘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도 네트워크 유지 

특성은 수명 성능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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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ycle performances of various Si a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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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between TiSi2-related 

anodes and reference Si anodes 

 

Initial 

Capacity 

(mAh/g) 

Initial 

Efficiency 

(%) 

Rate 

capability 

(%, 2C/0.2C) 

Capacity 

retention 

(%@100
th

) 

TiSi2 

System 

Pristine 192 46.7 114 28.6 

Milled 161 41.4 57.5 55.5 

Heat-treated 1445 81.3 93.8 50.9 

Bare Si 2250 72.3 2.8 5.8 

Si-TiN composite 1571 81.5 82.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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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열처리 시간 변화 
 

 

TiSi2의 질화 및 상분리 반응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열처리 

시간을 1시간, 3시간, 5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상변화를 관찰하고 

전지특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Fig. 23의 XRD 분석 결과를 보면, 열처리 시간이 1시간, 

3시간, 5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결정상 피크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39
o
 부근의 TiSi2 (311) 피크의 크기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5시간까지도 TiSi2의 상분리 반응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4, 25 및 Table 8의 전지특성 평가 결과를 보면, 열처리 시간 

증가에 따라 초기용량이 1352, 1393, 1445mAh/g으로 증가하며, 

초기효율 및 충방전 곡선의 형상 면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용량의 증가는 XRD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iSi2의 상분리 반응이 지속되어 Si이 조금씩 더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율 특성과 수명 특성에서는 3시간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으로 5시간, 1시간의 순서이다.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분리 반응이 진행되면 Si의 양은 늘어나지만 TiSi2/Si/TiN 

복합 구조의 안정성이 나빠지고 전도 네트워크 유지 특성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부터 TiSi2/Si/TiN 

구조의 안정성에 가장 좋은 열처리 조건은 1100℃, 3시간, N2 분위기 

열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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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pristine, (b) milled, (c) 1h, (d) 3h and 

(e) 5h heat-treat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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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Voltage profiles of the first two cycles, (a) 1h, (b) 3h and (c) 5h heat-

treat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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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ycle performances according to heat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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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ccording to heat 

treatment time 

Heat 

treatment 

time 

Initial 

Capacity 

(mAh/g) 

Initial 

Efficiency 

(%) 

Rate 

capability 

(%, 2C/0.2C) 

Capacity 

retention 

(%@100
th

) 

1h 1352 81.4 91.2 45.3 

3h 1393 81.4 96.0 56.0 

5h 1445 81.3 93.8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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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탄소 코팅 
 

 

TiSi2/Si/TiN 복합 음극의 수명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 코팅을 

도입하였다. 4.2.1.4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Si2/Si/TiN 복합 

음극의 수명 특성은 초기 20싸이클 이내의 용량 감소 현상이 

심하지 않지만, 이후 싸이클에서 꾸준히 용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수명 감소가 주로 Si 표면에서의 전해질 분해 

반응에 의한 저항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i 층 표면에 

형성된 TiN 상이 일부 전해질 분해 반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일랜드 타입으로 코팅된 TiN 상이 보호하지 못하는 Si 표면은 

탄소 코팅으로 추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탄소 코팅 전구체로는 CA(Cellulose acetate)와 DN(2,3-Dihydroxy-

naphthalene)을 사용하였으며 습식 코팅 및 열처리를 통해 탄소 

코팅을 실시하였다. Fig. 26 및 Table 9의 전지특성 평가 결과를 보면, 

DN을 전구체로 사용하고 N2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경우 가장 높은 

용량과 수명특성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탄소 코팅에 의해 고율 

특성과 수명 특성이 개선되고 초기효율이 감소하는데, (DN, N2
)
 

조건에서는 초기효율의 감소가 거의 없이 고율 특성 및 수명 

특성이 개선되었다. 이것은 DN이 Si 표면의 산화층에 존재하는 OH-

bond와 탈수 반응을 일으키면서 강하게 결합하고, 이후 탄화 

과정에서 얇고 튼튼한 탄소 코팅 층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0,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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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ycle performances according to various carbon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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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ccording to various 

carbon coatings 

Carbon 

coating 

Initial 

Capacity 

(mAh/g) 

Initial 

Efficiency 

(%) 

Rate 

capability 

(%, 2C/0.2C) 

Capacity 

retention 

(%@100
th

) 

No coating 1393 81.4 96 56.0 

CA, Ar 1311 78 97 60.2 

DN, N2 1422 81 97.5 62.5 

DN, Ar 1396 78 98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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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NaOH 에칭 
 

 

TiSi2/Si/TiN 복합 음극의 수명 성능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NaOH를 이용한 Si 에칭을 도입하였다. Fig. 20의 TiSi2/Si/TiN 입자 

단면 SEM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 층의 두께가 1㎛ 내외로 

크기 때문에, 에칭을 통해 Si 일부를 제거하고 Si 층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수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27은 에칭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상 변화를 관찰한 XRD 

결과이다. 10분 에칭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30분 에칭부터 Si 

상이 조금 줄어들다가 1시간 에칭에서는 대부분의 Si 상이 사라졌다.  

Fig. 28의 SEM 분석 결과에서도 30분 에칭부터 TiSi2/Si/TiN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1시간 에칭 시료에서는 입자가 완전히 

파쇄된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Fig. 29, 30 및 Table 10의 전지특성 평가 결과를 보면, 10분 에칭의 

경우 에칭 전에 비해 초기용량, 초기효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고율특성이 96.0%에서 94.3%로 낮아졌고, 수명 특성도 나빠졌다. 

또한, 30분 에칭에서는 용량이 1199mAh/g으로 많이 낮아졌으며, 

1시간 에칭의 경우는 거의 용량 발현이 되지 않았다.  

XRD, SEM 분석을 통해 상변화 및 형상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10분 에칭의 경우에도 수명 특성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Si의 

에칭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Si과 TiN의 계면 등을 따라서 

국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Si 층이 부피 변화에 의해 쉽게 

파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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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X-ray diffraction patterns according to NaOH etching time, (a) bare, 

(b) 10min, (c) 30min and (d)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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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urface SEM images according to NaOH etching time, (a) bare, (b) 

10min, (c) 30min and (d)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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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Voltage profiles of the first two cycles according to NaOH etching 

time, (a) 10min, (b) 30min and (c)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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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ycle performances according to NaOH et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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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ccording NaOH 

etching time 

Etching time 

Initial 

Capacity 

(mAh/g) 

Initial 

Efficiency 

(%) 

Rate 

capability 

(%, 2C/0.2C) 

Capacity 

retention 

(%@100
th

) 

No etching 1393 81.4 96.0 56.0 

10 min 1411 81.3 94.3 50.2 

30 min 1199 78.9 95.3 49.1 

1h 66 20.5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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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Si 음극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전도성 완충상으로서 TiN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복합화 방법 

및 구조 제어 방법으로 Si-TiN계 복합 물질을 합성하였고, 이들에 

대한 분석 및 전지성능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i과 Ti 분말의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서 비정질의 TiSi2를 

형성하고, 이를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Si, TiN 등이 복합화된 

구조를 얻고자 하였다. 화학양론적으로 TiSi2가 형성될 수 있는 

Si/Ti=2/1 비율에 대한 실험 결과, 밀링을 통해 소량의 Si과 Ti이 

반응하여 비정질 TiSi2를 형성하였으며, 열처리 후에는 TiSi2가 

상분리하여 Si, TiN을 형성하였다. 열처리 후 최종 산물은 Si, TiN과 

일부 미반응 TiSi2의 복합체로 분석되었다. 전지성능 평가 결과, 

초기용량은 1492mAh/g으로 높았지만 수명특성은 44.4%@45회로 

열악하였다. 초기부터 Ti와 반응하지 않은 미반응 Si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용량은 커질 수 있지만, Si 음극이 가지고 있는 

부피 팽창/수축에 의한 Si 입자 파괴 및 전도 네트워크 상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밀링에 의한 TiSi2 합성을 늘리기 위해 Ti 함량을 높여 

Si/Ti=1/1 비율로 고에너지 밀링 및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XRD 분석 

결과 밀링에 의한 비정질 TiSi2 형성 반응이 늘어나서 열처리 



  95 

 

후에는 Si/Ti = 2/1 시료에 비해 Si 양은 줄어들고 TiN과 미반응 TiSi2 

양은 늘어났다. SEM 분석 결과 TiN이 미반응 TiSi2와 섞여 있으며 

그 사이의 계면에 TiSi2의 상분리에 의한 소량의 Si이 존재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TiSi2/Si/TiN의 복합 입자 내에 존재하는 

Si 보다도 복합 입자 밖에 존재하는 Si이 더 많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과량의 Ti을 넣어서 Si을 모두 TiSi2로 반응시키고자 한 본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합 입자 내에는 과량의 

Ti에 의해 TiN이 많이 포함되고, Si은 대부분 복합 입자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 소재의 전지 성능 평가 

결과 Si/Ti = 2/1 시료에 비해 용량 및 효율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BOE 에칭을 통해 TiSi2를 제거한 경우 초기용량과 효율이 각각 

855mAh/g, 71.6%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값을 보였다.  

 

3. Si과 Ti 분말의 고에너지 밀링을 통한 TiSi2 상의 형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TiSi2를 직접 출발 물질로 사용하여 한 번의 

열처리로 Si, TiN, TiSi2의 복합 구조를 얻고자 하였다. XRD 및 SEM 

분석 결과를 통해 입자 중심으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TiSi2, Si, 

TiN이 존재하는 3중층 복합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Si이 TiSi2의 

상분리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Si 층이 TiN, TiSi2 상과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3 상을 인위적으로 복합화한 경우 보다 부피 

변화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 성능 

평가 결과 TiSi2/Si/TiN 복합 음극이 Si과 TiN을 직접 복합화한 음극 

보다 훨씬 높은 고율 특성과 수명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Si과 Ti의 고에너지밀링 및 열처리에 의한 소재 보다 훨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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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수명특성을 보였다. 이것은 TiSi2/Si/TiN 복합 음극의 Si이 

전도성 완충상인 TiN 및 TiSi2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충방전 

과정에서도 전도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TiSi2/Si/TiN 복합 음극의 전지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열처리 조건 변화, 탄소 코팅 등을 실시하였다. 열처리 시간 조절을 

통해 Si 함량을 제어하였으며, 탄소 코팅을 통해 Si 표면에서의 

전해질 부반응을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기용량과 수명특성을 

각각 1422mAh/g과 62.5%@100회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TiSi2의 

열처리에 의한 TiSi2/Si/TiN 복합 음극은 합성 공정이 간단하고, Si-

탄소계 복합 음극에 비해 전극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명 특성만 조금 더 개선한다면 실제 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활물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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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ly Conductive TiN Coating of Si Nanocomposite for 

Li-ion Batteries 

 

Jin-Hwan Park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mand of lithium-ion batteries has been increased due to various 

mobile IT appliances and now their applications are expanding to 

electric vehicles and energy storage systems. According to the 

increased needs for high capacity battery from market, Si-based anode 

materials have been one of the most interested research areas, because 

conventional carbon-based anode could not satisfy the needs of market. 

Especially Si-based anode materials including conductive buffer phases 

have been intensively studied in order to alleviate severe volume 

change according to alloying-dealloying of Si and also to maintain the 

conductive network of Si anode during charge/discharge cycles. 

In this thesis, TiN was introduced as a conductive buffer phase. TiN 

is a good conductive buffer phase because of high conductivity and 

inertness to lithium. Previous researches applying TiN to Si-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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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were limited to Si-TiN composite anode using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or precipitation method.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were not better than graphite anode because of difficulties of 

the formation of homogeneous composite structure and conductive 

network using previous synthesis methods.  

Two synthesis methods were tried for the homogeneous Si-TiN 

composite formation. The first method used Si and Ti powder as 

starting materials.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of Si and Ti powder 

gave amorphous TiSi2 and then heat treatment of the amorphous TiSi2 

at NH3 atmosphere gave composite of Si, TiN, and others. The second 

method used TiSi2 powder as a starting material. Through heat 

treatment of TiSi2, composite of Si, TiN, and TiSi2 were obtained. 

The first method couldn’t give homogeneous composite of Si and 

TiN and the cycle performance was worse than the simple composite of 

Si and TiN through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method using heat treatment of TiSi2 gave TiSi2/Si/TiN 3-

layer composite structure. TiN coating formed on the surface of Si 

played as a nice conductive buffer phase and gave improved cycl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imple composite of Si and TiN.    

 

Keywords : Si anode, TiN, conductive buffer phase,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TiSi2    

 

Student : 2004-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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