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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는 실리카 템플레이트과 침전법에 의해 합성되었다. 합성한

LiMn2O4는 나노사이즈의 1차입자를 가지며 다공성 중공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실리카 템플레이

트의 제거는 NaOH를 이용하여 화학적 에칭법이 사용되었다. NaOH의 농도를 높여줌에 따라

망간산화물 입자 크기가 증가 하며 다공성의 중공구가 형성되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합

성된 LiMn2O4는 Fd3m의 공간 그룹을 가지는 스피넬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을 높여주었을 경우 합성된 LiMn2O4는 1차입자의 크기는 감소한다. 실

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1 : 9 이상인 경우에서 마이크론 단위의 정방정계의 LiMn2O4가 합성되었다.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32형태의 코인셀을 제작하

여 충/방전 테스트를 하였다. 나노사이즈의 1차입자를 가진 시료의 경우에는 마이크론 사이즈의

1차입자를 가진 시료보다 용량은 낮았지만 용량유지율은 향상되는 것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 LiMn2O4 with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was synthesized by precipitation

method with silica template. The synthesized LiMn2O4 has nanosized first particle and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Silica template was removed by chemical etching method using NaOH

solution. When the concentration of NaOH solution was increased, first particle size of manganese

oxide was decrease and confirmed mesoporous hollow shpere shape. X-ray diffraction(XRD)

patterns revealed that the synthesized samples has spinel structure with Fd3m space group. In

case the ratio of silica and maganese salt increased, the size of first particles was decreased.

The tetragoanal LiMn2O4 with micron size was synthesized at ratio of silica and manganese

salt over 1 : 9. The prepared samples were assembled as cathode materials of Li-ion battery with

2032 type coin cell and their electrochemical properties are examined by charge-discharge and

cyclic performanc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show that the nano-size particles had lower

capacity than micron-size particles. But, cyclic performance of nano-size particles had better

than that of micron-siz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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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리튬이차전지는 노트북, 휴대폰 등의 휴대용

디지털기기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등에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1,2) 리튬이차전

지는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에서 양극의 특성이 전지전체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양극의 종류와 그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양극

소재는 층상구조와 스피넬 구조 그리고 올리빈 구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층상구조는 LiMO2(M = Co,

Ni, Mn, 기타 등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LiCoO2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LiCoO2의 경우 합성이 쉽고 구조적 안정성이

좋아 수명 특성이 좋으며 높은 전압평탄구간을 갖고

있다. 하지만 Co의 가격이 높아 제조단가가 높고 강한

독성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3) 환경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대체하기 위하여 스피넬 구

조의 LiMn2O4와 올리빈 구조의 LiFePO4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올리빈 구조는 안정적인 구조로 수백사

이클이 지나도 용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나, 방전

전압이 3.4 V로 낮고 전기전도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4)

이에 비해 스피넬구조의 LiMn2O4의 경우에는 가격적,

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iMn2O4의 단점으로는 가역용

량이 120 mAh/g으로 LiCoO2보다 낮고 사이클 진행에

따라 용량의 감소가 발생하며, 특히 고온에서 수명 특

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명

특성의 저하의 원인으로 Jahn-Teller 뒤틀림 현상과

전해액 내에 망간의 용출 그리고 구조적 불안정이 있다.

스피넬 구조에서는 Mn3+와 Mn4+가 존재하는데 Mn4+의

경우 입방구조를 나타내고 Mn3+는 정방정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피넬 구조에서 망간 이온에 의해 입방

구조에서 정방정계의 구조로 변하는 것이 Jahn-Teller

뒤틀림이다. Jahn-Teller 뒤틀림에 의한 구조적 불안정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활물질의 수축과 팽창이 반

복되면서 미세 변형과 구조의 붕괴들이 발생하여 전

극의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5)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피넬 구조의 물질을

나노화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나노화는 나노 입자,

나노선, 중공구, 다공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6-9) 이

중에서 다공성 중공형태의 물질들은 큰 표면적을 가

지고 있어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질 수 있고 리튬의 삽입/

탈리되는 경로가 짧아지며, 많은 기공은 전해액에서의

리튬이온의 흐름을 좋게하며, 리튬 삽입/탈리시 일어나는

부피 팽창의 버퍼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망간

의 용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단점도 있다.10) 이러한

단점은 고결정성을 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보

고되고 있다. 고결정성은 결정학 구조의 안정성의 증

대로 인해 충방전시 수명특성이 증대를 야기시킨다.11)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나노

입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를 합성

하고, 이의 미세구조 및 결정성을 XRD, FE-SE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방전 용량 측정과 수명특성

측정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특성도 알아보았다.

2. 실 험

본 실험에서는 하드 템플레이트(hard template)로 실

리카를 활용하여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를 합성

하였으며, 실험변수를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로 하기

위하여 반응온도, 반응기의 회전속도, 암모니아, 열처리

온도 등 다른 합성변수들은 고정시켜 제조하였다. 실리

카의 합성은 Stöber법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12) 먼저

준비한 실리카 1 g을 증류수 100 ml에 넣고 초음파분산기

(NXP-1505P; 60 Hz)를 이용하여 2시간 동안 분산시켜

실리카 콜로이드를 얻는다. 교반기(Eurostar; Ika)를 이

용하여 실리카 콜로이드를 1000RPM으로 교반시키고,

MnSO4·H2O(Samchun Chemical, 99+%)을 150 ml의 증

류수에 용해시킨 용액과 NH4OH(Daejung Chemical,

25~28%)가 혼합된 150 ml의 용액을 용액공급기(BT100-

1L; Longer pump)를 이용하여 0.5 ml/min의 속도로

각각 첨가하였다. 이때 항온조를 이용하여 반응온도를

50oC로 유지시켜 주었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은

1 : (3~9)로 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은 필터링 후 증

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하여 분말을 얻고, 이를

70oC 오븐에서 10시간을 건조시켜 실리카-망간수산화

물을 얻었다. 얻어진 실리카-망간산화물은 1.5oC/min

으로 400oC까지 승온하고 3시간을 유지시켜 소결시켜

주었다. 소결시킨 실리카-망간산화물을 NaOH(0.1, 0.5,

1 M)에서 2일동안 담그어 화학적에칭법으로 실리카를

제거시켜 다공성 중공형태의 망간산화물을 얻은 후,

LiOH·H2O(Aldrich; 98%)와 화학량론적으로 혼합하여

450oC에서 5시간 하소시킨 후 800oC에서 5시간 소결

시켜 중공구의 LiMn2O4를 얻었다. 합성된 다공성 중

공형태의 LiMn2O4의 미세구조 및 결정성의 관찰을 위해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pra-40 & JSM-6500F) 및 XRD (X-Ray Diffraction,

Rigaku-Ultra-X)이 사용되었다.

전기화학적 특성을 위해 양극 활물질과 도전재

(Super P), 결합제(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PVdF)를

85 : 7.5 : 7.5의 중량 비로 N-methyl-2-pyrrolidone에 혼

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준비된 슬러리를 닥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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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호일에 균일하게 도포하

고, 100oC에서 2시간 이상 건조하여 양극을 제조하였

다. 리튬 호일을 음극으로 하며, 다공성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막을 분리막(separator)으로 사용하고 전

해액으로는 에틸렌카보네이트(EC), 디에틸렌카보네이

트(DEC), 에틸메틸카보네이트(EMC)가 부피비로 3 : 2 : 5

로 혼합된 용매에 LiPF6가 1.5 M의 농도로 용해되어 있

는 액체 전해액(TECHNO SEMICHEM)을 사용하여

아르곤 기체가 채워진 진공 글러브 박스에서 전지 제조

공정에 따라 2032 코인셀을 제조하였다. 전기화학적 특

성은 위와 같이 제조된 코인 셀을 WonAtech사의 충

방전기를 이용하여 3.0 V에서 4.3 V까지 실온에서 0.1C

로 충전 및 방전 용량측정과 0.1C로 충전 후 1C로 방전

하여 50 cycle의 수명특성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다공성 중공형태를 갖는 LiMn2O4의 합성

과정이다. Stöber법에 의해 합성된 실리카의 표면에는 실

란올(Si-OH)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친수성 상태이다. 물

속에 녹아 있는 Mn 이온은 친수성의 실리카의 표면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NH4OH는 부분적으로 NH4+와

OH−로 해리되는데, 여기서 해리된 2OH−와 Mn2+는 이

온결합을 하여 Mn(OH)2가 형성되어 실리카의 표면에서

침전된다. 그리고 실리카를 화학적 에칭법을 통해 제거

하여 망간산화물을 얻고, 리튬과 반응시켜 다공성 중공

형태를 갖는 LiMn2O4를 얻을 수 있다.

다공성 중공형태를 갖는 LiMn2O4를 합성하는 과정에

따라 형상의 변화를 FE-SEM 관찰을 통해 알아 보았다.

Fig. 2는 다공성 중공형태를 갖는 LiMn2O4 합성 과정 중

의 FE-SEM 이미지이다. Stöber법에 의해 합성된 실리카

(a)는 350~400 nm 부근의 매끈한 표면의 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실리카 표면에 망간수산화물을

침전시킨 시료 (b)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실리카가 덥

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합성한 망간 수산화물은

나노급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시

료를 400oC로 열처리 하여 망간수산화물을 산화물로

형성 시킨 후 NaOH로 실리카를 제거한 전구체 (c)는

중공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차입자는 50~100 n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400oC에서의 열처리 과정을

지남에 따라 나노급의 입자들이 성장을 한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실리카의 표면을 잘 둘러싸고 있던 입자들이

성장하면서 세공을 형성하게 되고 이 세공은 NaOH용액

이 더욱 잘 침투하여 실리카를 녹여내는 역할을 하게 된

다. 리튬과 혼합후 열처리한 시료 (d)의 경우는 다공성

중공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온에서 리튬과 열처리하

는 과정에서 입자는 더욱 성장하여 100~150 nm의 크

기로 성장하였고 전구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세공

은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공형태와

입자간의 세공은 전해액의 침투력을 높여주나 나노급의

입자크기등으로 인해 리튬 삽입/탈리 시의 활성사이트의

증가는 전해액과의 부반응 증가에 따라 수명특성이 감

소하게 되며 나노입자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저항이 증

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공성 중공형태를 갖는 LiMn2O4를 합성하기 위해

실리카를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침

전법을 사용하면 pH 조절을 위하여 NaOH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NaOH는 실리카를 에칭시켜 제거 시키기

때문에 NH4OH만을 이용하여 망간이온을 침전 시켰다.

실리카의 제거시 NaOH와 HF를 이용하는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3,14) HF의 경우에는 망간수산화물 또한

제거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망간의 경우 다양한 상의 MnO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의 변화에 민감하다. 침전된 실리카-망간수산화물을

건조하여 NaOH용액에 담그게 되면 실리카는 제거되지만

망간산화물의 경우에는 입자형태에서 판형으로 변하게

된다. 실리카-망간수산화물을 400oC로 하소시켜 망간

수산화물을 망간산화물의 안정한 상태로 형성 시키는

동시에 불순물 또한 제거시켜 주었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synthetic method of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LiMn2O4 using silica

template.

Fig. 2. FE-SEM images of (a) SiO2 template, (b) after

precipitation method, (c) after calcinations and NaOH

treatment, and (d)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LiMn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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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의 농도(0.1, 0.5, 1.0 M)를 조절하여 실리카를

제거하였다. NaOH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 NaOH

용액에 담그는 시간, 용액의 양, 시료의 양 등은 고정하

였다. Fig. 3은 NaOH의 농도에 따른 실리카를 제거한

중공형태의 망간산화물의 FE-SEM 이미지이다. 세가지

시료 모두 구형의 형태는 유지 하고 있으며, 열처리를 통

한 산화물로 형성시킨 후 NaOH용액에서 실리카를 제거

시킨 뒤에 대부분의 망간산화물이 입자형태를 가지고 있

지만 부분적으로 판상을 가지고 있다. 0.1 M의 NaOH

용액을 사용한 시료 (a ,b)의 내부에는 실리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지만 실리카의 표면부터 에칭되어 실리

카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0.5 M의 NaOH

용액을 사용한 시료 (c ,d)의 경우에는 내부에 실리카가

완전히 제거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간산화물의 형태를 가

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M의 NaOH

용액을 사용한 시료 (e, f)의 경우에는 실리카가 잘 제거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간산화물 사이에 세공이 존재하여

전해액간의 반응 사이트를 증대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된

다. 넓은 표면적의 LiMn2O4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1.0 M

의 NaOH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공성 중공형태를 갖는 LiMn2O4를 합성하는 과정에

따라 결정의 변화를 XRD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Fig. 4는 다공성 중공형태를 갖는 LiMn2O4 합성 과정 중

의 X-선 회전 패턴이다. Stöber법으로 준비된 실리카의 경

우에는 20~25o 사이에서의 완만한 피크로 보아 비결

정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망간수산화

물을 침전시킨 후에는 비결정질의 실리카를 함유하고

30~35o 사이에서 Mn(OH)2의 피크가 나타난다. 이 피크가

매우 완만한 것을 보아 결정성이 매우 낮고 FE-SEM

결과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0oC로 열처리 한 후 NaOH로 에칭한 시료는 Mn3O4의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망간의 산화수는 3개의

2+가 1개의 2+와 2개의 3+상태로 산화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망간의 가장 안정한 산화상태의 2+에서

3+로 산화수로의 증가는 NaOH용액에서 실리카를 제거

하는 과정에서 과량의 OH−와 Mn2+가 반응하거나 400oC

에서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 결과를 FE-SEM 이미지와 비교하여

보면 NaOH용액을 통해 에칭한 후에 입자 형태의 망

간산화물과 판상의 망간산화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판상의 망간 산화물이 MnO2로 여겨진다.

이후 리튬과 화학량론적으로 혼합하여 열처리한 시료에

Fig. 3. FE-SEM images of silica template remove concentration of NaOH. (a, d) 0.1 M, (b, e) 0.5 M, and (c, f) 1.0 M.

Fig. 4. XRD patterns of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LiMn2O4 using silica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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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Fd3m의 공간그룹을 갖는 스피넬의 LiMn2O4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합성의 조건 중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을 1 : (3.0, 4.5, 6.0, 7.5, 9.0)로 변화시

켰으며 이에 따라 NH4OH의 첨가량 또한 조절하였다.

Fig. 5는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에 따른 LiMn2O4의

FE-SEM이미지이다. 망간염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LiMn2O4

의 1차입자의 크기는 줄어 들고 입자 수는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침전법에서 입자의 크기는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기 때문

이다. 금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포화 정도가

높아져 많은 수의 핵이 생성된다. 상대적으로 묽은 용

액에선 큰입자가 생성된다. 그리고,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의 경우 일반적인 침전법으로 합성한 LiMn2O4

(Fig. 5(f))보다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공의 존재가 열처리 시 입자성장을 억제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1 : 9(Fig. 5(e))의 경우 나노급의 1차 입자도 존재하지만

마이크론 단위의 1차 입자도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의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1 : 9 이하에서 합성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에 따라 합성한 다공성 중

공형태의 LiMn2O4를 2032형 코인셀로 제작하여 전기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Fig. 6은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를 0.1CC-0.05CV으로 충전한 후 0.1C로 방

전한 그래프이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1 : 9인 시

료의 경우에는 98 mAh/g의 용량이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전압이 4.1 V 이하에서 시작되고 약 4 V에서 변곡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3.8 V 이후에도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를 FE-SEM 이미지의 결

과에서 유추하면 1 : 9의 비율의 경우에는 1차입자의 크

기가 마이크론과 나노급의 두 종류가 존재하여 상대적으

로 나노급의 1차입자의 경우에는 리튬의 삽입/탈리가 빠

른 반면 마이크론의 입자는 리튬의 삽입/탈리가 상대적

으로 느리다. 이 때문에 충전시 전지에 과전압이 걸려 방

전전압이 낮아 진 것으로 여겨진다. 스피넬의 LiMn2O4의

Fig. 5. FE-SEM images of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LiMn2O4. Ratio of silica and manganese salt is (a) 1 : 3.0, (b)

1 : 4.5, (c) 1 : 6.0, (d) 1 : 7.5, and (e) 1 : 9. (f) is bulk LiMn2O4.

Fig. 6. Potential behaviors of lithium secondary battery

with mesoporous hollow sphere shape LiMn2O4. Ratio of

silica and manganese salt is (a) 1 : 3.0, (b) 1 : 4.5, (c) 1 : 6.0,

(d) 1 : 7.5, and (e) 1 : 9 during the 1st discharge and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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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8a 사면체 자리에 리튬이온이 위치 하게 되는

데, 리튬이온의 약 50%가 탈리될 때까지는 주로 Mn의

평균 산화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50% 이상의 리튬

이온이 탈리 될 경우에는 Mn의 평균 산화수 뿐만 아

니라 리튬이온의 탈리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의 증가와

함께 8a 사면체 자리에 남아있는 나머지 리튬이온들의

재정렬에 의한 영향도 받게 되어 4.0~4.1 V 영역에서 두

개의 평탄전위가 나타난다. 모든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는 스피넬 구조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20 mAh/g보다 낮은 용량을 나타

냈다. 다공성 중공형태 및 입자간의 세공에 의한 전해액

의 침투로 인해 충/방전시 활성사이트의 증가로 인해 많

은 용량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나노입자간의 접촉이 증

가하여 저항의 증가 또는 전자전도도가 떨어짐에 의한

용량감소가 더 큰 것이라 사료된다. 양전극의 제조시

활물질, 도전재, 그리고 바인더 중 활물질의 양을 줄이고

도전재의 양을 늘려 전자전도도를 높여줌으로 용량의

구현은 이루어 지겠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단

점이 있을 것이다.

Fig. 7은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에 따라 합성한 다공

성 중공형태의 LiMn2O4의 수명 특성 그래프 이다. 0.1C-

0.05CV로 충전하여 1C로 방전하였다. 방전용량은 1C로

방전하였기 때문에 0.1C보다 낮은 용량을 구현하였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1 : 9인 경우 20.1%의 용량

감소가 일어난다. 하지만 나노사이즈의 입자크기를 가진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의 경우에는 용량감소가 거

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Jahn-

Teller 뒤틀림으로 인한 용량감소는 Mn4+에서의 입방

구조가 Mn3+에 기인하는 정방정계의 구조로 변이하면서

일어하는 현상인데 나노사이즈의 입자의 경우에는 입

방구조를 가지는 입자임을 FE-SEM 이미지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론의 입자는 정방정계

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Jahn-Teller 뒤틀림에 의한 용량

감소가 일어나는 Mn3+가 존재하고, 이는 전기화학적 반

응 중에 전해액으로 용출되어 수명특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이 1 : 6.0 또는

1 : 7.5의 경우에는 50사이클이 지난 후에도 89.2%의

용량유지율을 보이고 있어 나노 사이즈의 1차 입자들의

충방전시 부피변화에 의한 용량감소가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를 합성하기 위해 실리

카를 템플레이트로 사용하여 스피넬 물질을 침전법으로

합성하였다. 실리카 템플레이트는 0.5 M의 NaOH에서

2일 담근 경우 완전히 제거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고, 농도를 높여 1.0 M의 NaOH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제거할 경우 중공 형태에서 세공이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LiMn2O4는 1차입자가 나노사이

즈를 가지고 직경이 600~700 nm의 크기를 가지며 사

이사이 세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실리카를 제거하여 얻은 다공성

중공형태의 LiMn2O4는 Fd3m의 공간그룹을 갖는 스

피넬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을 조절하였을 경우 1차입자의 크기가 조절되었는데

망간염의 비율의 높아 질수록 얻어지는 LiMn2O4의 1차

입자의 크기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리카와 망

간염의 비율이 1 : 9를 넘어가게 되면 나노사이즈의 1차

입자와 마이크론 사이즈의 1차입자가 얻어졌다. 충/방전

그래프를 통하여 실리카와 망간염의 비율을 달리한 그

래프에서는 망간염의 비율이 낮을수록 낮은 용량을 나

타내었다. 망간염의 비율이 낮아 1차입자가 크고 중공의

세공이 많이 존재하여 나노입자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저항의 증가 또는 전자전도도가 떨어짐에 의한 용량감소

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명 특성은 나노사이

즈의 1차입자를 가지는 시료의 경우 마이크론 사이즈의

1차입자를 가지는 것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론 사이즈의 1차입자는 정방정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명특성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는 것을 수명 특

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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