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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LiMn
2
O

4
 제조에서 Mn 원료로 사용되는 CMD를 seed 첨가법을 사용하여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Seed

의 열처리 온도가 CMD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로부터 제조되는 LiMn
2
O

4
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제조한 시료의 물성평가는 X-선 회절 분석법(XRD),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MnCO
3
를 3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seed로 사용할 경우 γ-MnO

2
 상의 CMD가 얻어졌으며, 그 CMD를 LMO

제조에 사용할 경우 전기화학적 특성이 비교적 우수한 LMO가 얻어졌다.

Abstract – A series of Mn compound were prepared by seed-assisted method. The seed used in this reaction was man-

ufactured by calcination of MnCO
3
 at various temperatures and effects of the calcination temperature on seed-assisted

reaction were investigated. With increase of the calcination temperature, CMD (γ-MnO
2
) was recovered after seed-

assisted reactions
. 
LMO used as cathode active material in the Li-ion batteries were synthesized from Mn source

obtained in the seed-assisted reaction and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rate capability, cycle life performance and spe-

cific capacity) of the LMO were investigated. The LMO synthesized from the CMD which is obtained by the reaction

with seed prepared by calcination of MnCO
3
 more than 350 oC shown good electrochemical properties. 

Key words: Li-ion Battery, Chemical Manganese Dioxide, Lithium Manganese Oxide, Electrochemical Properties

1. 서 론

최근 들어 LiMn2O4 (Lithium Manganese Oxide; LMO)는 하이

브리드 전기 자동차나 중장비의 전원 공급 장치 등과 같은 고출력

의 리튬이차전지의 양극재 물질로서 주목받고 있다[1-3]. LMO는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면에서 비교적 좋은 특성을 보이므로 고출력

전원용 리튬이차전지의 양극재에 좋은 후보로서 평가받고 있으나

[4-6], LiCoO2 (Lithium Cobalt Oxide; LCO) 등과 같은 다른 양극

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전지용량을 가지며, 특히, 하이브리

드 전기 자동차 전원용 전지에 양극재로서 적용되었을 때 고온에서

의 짧은 수명 특성과 낮은 전기 저장 특성이 치명적인 결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러한 LMO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면에 다양

한 금속산화물을 코팅하거나 Mn 사이트에 금속 성분을 치환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10]. LMO의 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에는 LMO의 합성에 Mn 원료로 사용되는 Mn 전구체를

조절하여 LMO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포

함된다[11-13].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LMO의 대부분은 전기화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MnO2 (Electrolytic Manganese Dioxide; EMD)를

전구체로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다[14,15]. 그러나 최근에는 화학적인 처

리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MnO2 (Chemical Manganese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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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를 전구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16,17], 실질적

으로, 이러한 CMD를 이용하여 제조된 LMO를 양극재로 사용하였

을 때 리튬이차전지의 전지특성이 보다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CMD의 특징은 EMD 보다 입자의 크기 및 모양 그리고 Mn의

산화수를 조절하기 용이하다는데 있다[16]. 이러한 CMD의 제조 방

법에는 MnCO3를 열처리하여 제조하는 고상법 그리고 졸-겔, 침전

법과 같이 다양한 Mn 염의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하는 액상법 등이

있다. 하지만, 고상법은 EMD에서와 같이 생성물 입자의 크기와 모

양 그리고 Mn의 산화수를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액상법

은 긴 반응시간 때문에 대량의 양산공정에는 적합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한다. 기존에 제안되어 있는 상업용 공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CMD 합성반응에 MnCO3를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MnO2를 Seed로 첨가하여, seed 상에서의 MnO2 결정성장을 유도

함으로써 CMD의 생성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18].

MnO2의 seed 작용에 의해, 상기의 반응에서는 비교적 낮은 산농도와

반응온도 그리고 짧은 반응 시간에도 높은 수율로 CMD를 제조할

수 있다. MnCO3의 열처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seed에는 Mn2+ 화합

물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Mn 이온들은 황산처리에 의해 MnSO4로

용출된다. 이것은 다시 수용액상에서 Mn2+로 해리되어, 첨가되는

산화제에 의해 Mn4+로 산화되며, 이렇게 생성된 Mn4+는 seed 상에

서 MnO2로 전환되어 고순도의 CMD가 얻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eed를 이용한 CMD 합성 공정에서, seed 제조 과

정에서의 열처리 온도가 CMD 합성반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각 온도에서 제조된 seed를 이용하여 합성된 Mn 화

합물들을 LMO 합성의 전구체로서 적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LMO의

결정상과 형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된 LMO를 양극재로 사용

하여 코인셀을 만든 후, 충 ·방전 및 고온수명을 측정하여 LMO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Seed 첨가법에 의한 CMD 합성 및 그 CMD를 이용한 LMO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seed 첨가법을 이용하여 CMD를 제조하였다.

Seed 제조에 사용된 MnCO3는 (주)한창에서 제공받은 공업용을 사

용하였으며, 그 외의 원료들은 시약급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MnCO3를 공기중에서 열처리하여 seed를 제조하였다. 승온속도 5 oC/

min 로 각각 250, 300, 350, 400 oC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다. 400 oC

에서의 열처리에서는 1시간 이외에 10시간 열처리 조건도 수행하

였다. 다음으로 CMD 합성을 위한 액상반응을 수행하였다. MnSO4

(8.93 g)과 NaClO3 (17 g) 그리고 상기에서 얻어진 seed (13.3 g)을

50 mL 증류수에 동시에 투입하여 균일한 용액이 얻어질 때까지

교반하여 solution 1을 얻었다. 이와는 별도로, MnCO3 (4.4 g)을

2 M의 H2SO4 50 mL 용액에 용해시켜 solution 2를 제조하였다. 얻

어진 각각의 용액 solution 1과 solution 2를 고압반응기에 동시에 투입

한 후 95 oC에서 30분간 반응을 실시하였다. 반응 종료 후에는 반

응기의 온도를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반응기의 밑부분에 침전된 반

응물을 회수하여 원심분리기에서 상등액의 pH가 7이 될 때까지 수

회에 걸쳐 세척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분말을 80 oC 오븐에서 하루

동안 건조하여 생성물로 회수하였다. 

상기에서 얻어진 Mn 화합물을 LMO의 Mn 전구체로서 사용하였

다. Li2CO3와 위에서 얻어진 각각의 생성물을 Li과 Mn의 몰 비가

1.07 : 2가 되도록 소량의 acetone과 함께 섞은 후 30분간 유발하였

다. 그 후, 2 oC/min으로 승온하여 900 oC에서 12시간 동안 소성하

여 LMO를 제조하였다. 

본고에서는 seed를 첨가하여 얻어진 각각의 시료는 MnCO3 의 열

처리온도를 M 뒤에 기술하여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MnCO3를

300 oC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seed를 사용하여 합성된 경우는 M-

300으로 표시하였다. LMO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seed의 열처

리 온도를 LMO 뒤에 기술하여 표시하였다.

2-2. 생성물의 특성화

얻어진 각각의 시료의 결정구조는 CuKα 선을 이용한 X-ray 회

절 분석기(XRD, Rigaku D/Max-2500/PC, Japan)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시료의 형상은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FE-SEM, S-8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2-3. 전지의 충 ·방전 및 고온수명특성 측정

제조된 LMO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코인셀(CR201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극은 상기에서 제조된 LMO를 양극활물질로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LMO, Super-P carbon black, polyvinylidene fluoride

(PVdF)를 무게비가 8:1:1이 되도록 혼합하여 슬러리로 제조한 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바코팅하였다. 전해질은 1.0 M의 LiPF6가 존재

하는 ethylene carbonate/ethylmethyl carbonate (EC/EMC) (1/1 vol%)

용액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셀의 충 ·방전사이클은 3.0과 4.3 V 사이에서 측정되었으

며, 측정온도는 각각 상온과 60 oC였다. 또한, 비용량은 0.1 C로 측

정되었으며, 고온수명특성은 60 oC에서 0.5 C로 측정하였다. 전지

의 율특성은 충전시의 전류밀도를 0.1 C로 고정하고 방전전류밀도를

0.1에서 10 C로 변화시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본 연구에서 CMD 합성의 전구체로 사용된 MnCO3와

이를 각각의 온도에서 1 h 소성한 후 얻어진 시료의 XRD 패턴을

Fig. 1. XRD patterns of the MnCO
3
 (a) and the products obtained by

calcination of the MnCO
3
 at: (b) 250 oC; (c) 300 oC; (d) 350 oC;

(e) 400 oC; each in air for 1 h and (f) 400 oC in air for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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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전구체는 전형적인 trigonal의 MnCO3의 결정구조를 보

였다. 250과 300 oC에서의 열처리에서는 다른 상으로의 상전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피크 강도의 감소와 피크 edge 부분의 넓어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MnCO3

결정이 무정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nCO3 및 240, 300 o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결정자 크기를 MnCO3의 주 피크인 104면

(약 2θ=31.3o)을 이용하여 scherrer 식으로 계산한 결과, 각각 86.7,

63.4, 58.9 nm로 결정자의 크기가 열처리에 의해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한편, 열처리를 350 oC 이상의 온도에서 수행할 경우, MnCO3

이외의 결정상이 확인되었다. 350 oC에서 열처리한 경우, MnCO3

의 주 피크인 104면의 회절패턴이 관찰되었으나, γ-MnO2의 회절

패턴도 확인되었다. 400 oC에서 열처리한 시료는 MnCO3의 회절패

턴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γ-MnO2와 무정형으로 이루어

진 XRD 패턴이 관찰되었다. 또한 400 oC에서의 열처리시간을 10 h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생성물의 결정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상과 같은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소성온도 증가에 의한 공기 중에

서의 MnCO3 상전이 결과와 일치한다[19-21]. MnCO3는 공기 중, 약

300~400 oC 사이에서 MnO2로 아래의 반응식에 의해 상전이 한다. 

MnCO3 + (1/2)O2 → MnO2 + CO2 

위에서 얻어진 각각의 시료를 CMD 합성 반응에 첨가하여, 반응

중, CMD의 결정성장에 seed로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CMD

합성 반응 후 얻어진 생성물의 XRD 패턴을 Fig. 2에 도시하였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MnCO3를 seed로 사용할 경우, MnCO3의 결정

자 크기는 감소하였지만(25.8 nm) CMD (γ-MnO2)의 생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 250 oC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에는 MnCO3와 같이

CMD의 생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MnCO3 이외의 화합물들

(Mn3O4, MnOOH)의 생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300 oC 이상의 열처

리를 한 후 반응에 첨가한 seed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CMD의 XRD

회절패턴이 확인되었으며, 온도의 증가에 의한 XRD 회절패턴상에

서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열처리에 의한

MnCO3 내에서의 Mn 산화수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MnCO3에서는 Mn이 Mn2+로 존재하고, MnCO3의 열처리에 의해

Mn2+는 Mn4+로 산화되어 MnO2로 전환된다. 이러한 Mn4+들이 본

반응에서 CMD 생성에 핵으로 작용함으로써 CMD가 생성된다.

Fig.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MnCO3가 무

정형으로 전이 됨으로 인하여 시료에는 다양한 산화수(Mn2+, Mn3+)

를 가지는 Mn 이온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250 oC에서 열처리한

시료를 반응에 첨가하였을 때에는 다양한 Mn 화합물이 생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300 oC 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MnCO3가

부분적으로 γ-MnO2로 상전이 함으로 인하여 Mn4+의 Mn 이온들이

비교적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 CMD 합성반응에

서 seed로 작용하여 CMD가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300 oC에서 열

처리한 시료는 γ-MnO2 상의 회절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저온

에서 열처리된 다른 시료와 비교하여 CMD 생성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도의 Mn4+가 생성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CMD 합성에 seed로 사용하기 위한 MnCO3의 열처리 온도는 최소

한 300 oC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에 SEM 관찰을 통하여 얻어진 반응생성물의 형상을 나타

내었다. 반응 후 얻어지는 생성물은 seed 상에 수십 nm 크기의 로

드형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XRD 패턴 결과에

얻어진 결과와 같이 seed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로

드형상의 CMD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반응에서 얻어진 생성물을 전구체로 사용하여

Fig. 2. XRD patterns of the CMD obtained by seed-assisted reac-

tion for 30 min: (a) CMD-raw; (b) CMD-250; (c) CMD-300;

(d) CMD-350; (e)CMD-400; and (f) CMD-400-10.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 (a) CMD-raw; (b) CMD-250;

(c) CMD-300; (d) CMD-350; (e)CMD-400; and (f) CMD-400-10.

Fig. 4. XRD patterns of the LiMn
2
O

4
 obtained from CMD synthesized

by seed-assisted reaction: (a) LMO-raw; (b) LMO-250; (c)

LMO-300; (d) LMO-350; (e) LMO-400; and (f) LMO-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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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n2O4 (LMO)를 제조하여 그 전지 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4와

5에 각각의 생성물에 Li 원료를 첨가하여 얻어진 LMO의 XRD 패

턴과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CMD 이외

의 결정상으로 이루어진 seed를 사용한 경우, LMO 이외에 무정형

으로 보여지는 XRD 회절패턴이 약 2θ=22o에서 관찰되었다. 반면,

CMD를 seed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순도의 LMO 회절패턴이 얻어

졌다. 결정자크기를 계산해본 결과, LMO-raw, LMO-250, LMO-

300는 각각 116.6, 116.2, 154.1 nm 로서 각각 611.7, 717.3, 717.3

nm인 LMO-350, LMO-400, LMO-400-10와 비교하여 작은 값을 보

였다. 한편 각 시료의 격자 상수는 8.230, 8.265, 8.256, 8.238, 8.247,

8.23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MnO2는, 다양한

LMO의 Mn 원료 중, LMO 제조에 가장 적당한 원료로 알려져 있

다[18,22]. 본 연구 결과에서도 MnO2 결정상을 가지는 CMD를 전

구체로 사용할 경우 고순도의 LMO가 합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얻

어진 LMO의 SEM 이미지를 보면 XRD 패턴상에서 큰 결정자 크

기를 보이는 시료가 전형적인 팔면체 구조의 LMO 형상을 형성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작은 결정자 크기를 보이는 시

료의 경우는, 팔면체 형상의 입자들이 확인은 되지만, 비교적 명확

하지 않은 형태의 입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LMO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율특성 및 고온

수명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Fig. 6 과 7에 나타내었다. LMO-

250과 LMO-300은 초기용량이 각각 95.7, 100.0 mAhg−1으로 비교

적 낮은 값을 보이며 율특성 또한 0.1C→10C에서 각각 63, 72%로

낮은 유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MO-250와 LMO-300 내에

Mn이 동일한 산화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즉 Li/Mn의 비가 불균

일 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고온(60 oC) 에서의 50 cycle

후의 용량유지율은 LMO-raw가 85% 가장 낮은 고온수명을 보이고

있다. 이는 LMO의 결정자 크기가 다른 시료에 비해 작기 때문에,

Mn이 전해질로 용출되는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료의 전기화학적 특성 결과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 (a) LMO-raw; (b) LMO-250;

(c) LMO-300; (d) LMO-350; (e) LMO-400; and (f) LMO-

400-10.
 

Fig. 6. Rate capability of : (a) LMO-raw; (b) LMO-250; (c) LMO-300; (d) LMO-350; (e) LMO-400; and (f) LMO-400-10.
 

Fig. 7. Cycle life performance at 60 oC of Li-ion batteries assembled

with LMO obtained from the CMD of thi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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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MO의 제조에 전구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CMD를

seed를 사용하여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seed로 사용되어지는

MnCO3를 열처리하여, 열처리조건이 CMD 합성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얻어진 각각의 seed를 전구체로 사

용하여 LMO를 제조한 후 그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MnCO3를 3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CMD 합성 반응에

seed로 첨가하였을 때 γ-MnO2 상을 가지는 CMD가 얻어졌으며, 그

이하의 열처리온도에서 얻어진 seed를 첨가한 경우에는 Mn2+와

Mn3+의 Mn 화합물이 생성되었다. 또한 LMO 제조에서는 γ-MnO2

상을 가지는 CMD를 전구체로 사용할 경우 고순도의 LMO가 합성

되었으며, 전기화학적 특성에서도 다른 시료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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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i-ion batteries assembled with LMO obtained from the CMD of this experiments

LMO-raw LMO-250 LMO-300 LMO-350 LMO-400 LMO-400-10

Initial discharge capasity (mAhg−1, (0.1C) 104.1 95.7 100.0 103.8 107.3 103.0

Rate capability (%) (0.1C→10C) 78 63 72 84 85 81

Cycle life performance (%) (60 oC) 85 89 88 92 8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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