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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나노구조계 고에너지 용량 물질

요약

나노구조계 물질은 리튬과 같은 알카리 금속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금속과 반응할 수 있다. 그러한 물질은 약 900 mAh/g

내지 1,500 mAh/g 의 가역 용량을 나타낸다. 물질의 높은 용량으로 인해 배터리 전극 물질과 같은 수많은 용도에서 관심

의 대상이 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나노구조, 용량물질, 게르마늄, 이종, 알카리 금속

명세서

기술분야

연방 지원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선언

본 발명의 적어도 몇가지 측면은 계약 번호 제 N00014-98-1-0597 호에 따른 정부지원으로 완성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발명에서 특정 권리를 가질 것이다.

배경기술

참조 문헌에 기재된 설명은 특정 화합물,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참조 문헌들은 그러한 화합물, 장치 및 방법

이 적용 가능한 법 규정에 따라 종래 기술로서 권한 갖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휴대용 전자장치로부터 우주선용 전력 공급 장치에 걸친 넓은 용도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감에 따라, 고에

너지 밀도를 가지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요구가 오래 동안 있어 왔다.

물질의 에너지 밀도는 그 물질과 가역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자-제공 (donating) 원자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정량화될 수

있다. 그러한 측정값을 얻는 하나의 방법은 전기화학 전지(cell)를 구성하는 것이다. 상기 전지는 전해액을 수용하는 컨테

이너, 전자-제공 물질(예를 들어, 알카리 금속)로 만들어진 하나의 전극, 용량이 측정될 물질(예를 들어, 실리콘 나노구조-

계 물질)로 만들어진 다른 전극, 및 상기 전극들에 연결된 전기 회로를 포함한다. 전기-제공 물질의 원자들에서 산화 반응

이 일어나 제공 물질의 이온과 자유 전자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온들은 반대쪽 전극에 의해 흡수되고, 자유 전자들은 전기

회로를 통해 이동한다. 전자-제공 물질의 각 원자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의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회로를 통해 전

달되는 전자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조사 대상이 되는 물질로 전달되는 이온의 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화는 물질

의 비용량(specific capacity)이며, 물질의 그램당 밀리암페어-시간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을 수용하기 위

한 그라파이트의 최대 비용량(가역 용량)은 약 372 mAh/g 으로 보고되어 있다. 방출되는 각(every) 전자에 대해 하나의

리튬 이온이 그라파이트 전극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비용량은 전극 물질의 화학량론(stoichiometry)과 관련하여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라파이트에 대해, 포화 상태는 LiC6 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Li 이온은 그래핀

(graphene) 층들 사이에 위치된다. 예를 들어, 1998년 발행된 Advanced Materials 제 10 권, 0, "725-762"에 기재된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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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M. Winter)등의 재충전가능한 리튬 배터리용 삽입 전극 물질(Insertion Electrode Materials for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및 1995년 10월 27일 발행된 Science 지의 제 270 권에 기재된 제이.알.댄(J.R. Dahn) 등의 탄소질

물질내의 리튬 삽입 메카니즘(Mechanisms for Lithium Insertion in Carbonaceous Materials)을 참조할 수 있다.

리튬 삽입된 그라파이트 및 기타 탄소질 물질은 최근의 Li-이온 배터리용 전극으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

어, 1994년 발행된 Solid State Ionics 제 3 및 4 권, 넘버 69 에 기재되고 엠.에스. 위팅햄(M.S. Wittingham)이 편집한 재

충전가능한 Li 배터리에서의 최근 진보(Recent Advances in rechargeable Li Batteries); 및 1994년 발행된 Elsevier 에

기재된 지.피스토리아(G. Pistoria)의 리튬 배터리: 신물질, 개발 및 전망(Lithium Batteries: New Materials,

Development and Perspectives)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배터리 물질의 에너지 용량은 그라파이트내의 LiC6 Li

의 포화 농도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전극 물질의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전극 물질로서 다른 탄소계 물질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무질서한

(disorder) 탄소(연성 및 강성 탄소) 물질은 그라파이트로부터 얻어지는 가역적인 리튬 저장 용량 보다 더 큰 용량을 나타

냈다(예를 들어, 1995년 10월 27일 발행된 Science 지의 제 270 권에 기재된 제이.알.댄(J.R. Dahn) 등의 탄소질 물질내

의 리튬 삽입 메카니즘(Mechanisms for Lithium Insertion in Carbonaceous Materials 참조). 단일 벽 탄소 나노튜브 번

들은 1000 mAh/g의 큰 가역 Li 저장 용량을 가지나, 큰 전압 이력(hysteresis)도 가진다.

리튬 합금이 Li-계 배터리용 양극 물질로서 가능한지 실험되었다. Si 및 Ge 는 Li22Si5 또는 Li22Ge5 까지의 조성을 가지

는 Li 부유(Li-rich) 합금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합금들을 고온 용융 염(salt) 배터리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다(1977년 발행된 J. Electrochem. Soc 제 124 권, 넘버 8, 1207-1214에 기재된 알.엔. 시펄쓰(R.N.

Seefurth) 및 알.에이. 샤르마(R.A. Sharma)의 리튬-실리콘 전극으로부터 리튬 이용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lithium utilization from a lithium-silicon electrode 참조). 그러나, Li 의 Si 또는 Ge와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고온(350℃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탄소 및 실리콘-함유 전구체(precursor)의 열분해는 Li 저장 용량이 강화된(500-600 mAh/g) 물질을 생산한다(예를 들

어, 1995년 발행된 Mat. Res. Soc. Proc. 제 393 권 305-313 면에 기재된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으로서의 실리콘을 포

함하는 탄소질 물질(Carbonaceous materials containing silicon as anodes for lithium-ion cells 참조).

개선된 에너지 저장 용량 및 에너지 전달 특성을 갖는 다른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성질을 갖는 물질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러나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요구가 있어 왔다. 배터리 전극 및 기타 고에너지 용도에서 유용한

개선된 특성을 갖는 물질에 대한 요구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달성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은 이종(foreign species)과 가역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노구조로 이루어진 물질을 포함한다. 상기 물

질은 적어도 900 mAh/g의 가역적 용량을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실리콘 막대(rod) 또는 와이어(wire)-형 나노구조 및 삽입된 리튬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물질은 적어도 1000 mAh/g의 가역적 용량을 가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물품은 전기 전도성 기판, 및 전술한 물질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기판상에 증착된 필름을

포함한다. 그러한 물품은 배터리용 전극 형태를 취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레이저 제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실리콘 나노구조의 투과전자현미경(TEM) 사진.

도 2 는 리튬 저장을 위해 사용된 실리콘 나노구조의 분말 X선 회절 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3 은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구조의 라만(Raman)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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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는 본 발명의 게르마늄 나노구조의 라만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나노구조-피복된 기판의 단면도.

도 6 은 본 발명의 전극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화학 전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7 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실리콘 나노구조 물질의 충전-방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8 은 제 1 방전 싸이클의 여러 단계들에서 실리콘 나노구조를 포함하는 전극으로부터 수집된 라만 스펙트라 및 분말 X

선 회절을 도시한 그래프.

도 9 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게르마늄 나노구조 물질의 충전-방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실시예

나노구조 포함 물질은 대상 물질의 레이저 제거, 용액 합성(solution synthesis) 또는 화학적 증착과 같이 소위 당업자에게

알려진 수많은 기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나노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기술이 본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나노구조의 제조에 관해

이하에서 간단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해 수많은 나노구조 물질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실리콘(Si), 게르마늄(Ge) 및 알루미늄(Al), 실리콘 산화물,

및 게르마늄 산화물로 형성된 나노구조가 특히 예상된다.

통상적인 레이저 제거 기술에 따라, 목표물이 챔버내에 위치된다. 바람직하게, 목표물은 철(Fe) 또는 금(Au)과 같은 적절

한 촉매를 포함한다. 챔버는 비워지고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다. 목표물은 가열되고, 펄스화된 레이저와 같

은 적절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제거(ablate)된다.

목표물이 제거됨에 따라, 나노구조-함유 물질이 증발된 목표물로부터 회수된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기술에 따라 형성되는 나노구조 물질은 나노미터 스케일 크기의 케이지-형(cage-like) 구형 입자 또

는 막대/와이어 형상 물체이다.

예를 들어, 실리콘 나노구조는 1 nm 내지 50 nm 의 지름 및 0.5 내지 10 ㎛ 의 길이를 갖는 막대 또는 와이어 유사 형상이

다. 도 1 은 레이저 제거 기술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나노구조의 TEM 현미경 사진이다. 도 2 는 이러한 실리콘 나노구조의

X선 회절 패턴(pattern)이다. FeSi2 정점(peak)은 Si 목표물내의 Fe 촉매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또한, 나노구조 물체의

외측 표면은 통상적으로 실리콘 산화물의 얇은 층으로 덮여있다.

나노구조는 그러한 나노구조가 유도되는 벌크(bulk) 물질 또는 수염결정(wiskers)과 같은 물질의 다른 형태보다 표면대

체적 비(ratio)가 분명히 크다(예를 들어, Si 수염결정의 합성과 관련하여 알.에스.와그너(R.S. Wagner) 및 더블류.씨. 엘

리스(W.C. Ellis)가 기재한 1964년 발행, Appl. Phys. Lett. 제 4 권 89 면 참조).

나노구조는 벌크 물질보다 반응적이며 그 보다 낮은 용융 온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Si, Ge, 및 Al 과 같은 여러 가지 물

질로 형성된 나노구조는 리튬과 같은 알카리 금속과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증대된 능력 및 증대된 반응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도 3 은 벌크 물질과 그 벌크 물질로부터 형성된 나노구조 사이의 다른 상이점을 나타낸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벌크 결정 Si 로부터의 스펙트럼은 나노구조 Si의 스펙트럼과 비교된다. 나노구조 Si 에 대한 특징적인 Si sp3 연신

모드(stretching mode)는 벌크 결정 Si 의 모드로부터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되었다.

실리콘 나노구조 제조를 위한 하나의 적절한 기술은 1998년 발행된 Science 지의 279, 208-221 에 기재된 에이.엠. 모랄

레스(A.M. Morales) 및 씨.엠. 리버(C.M. Fliver)의 결정 반도체 나노와이어의 합성을 위한 레이저 제거 방법(A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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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ation Method for the Synthesis of Crystalline Semiconductor Nanowires); 및 1998년 발행된 Appl. Phys. Lett.

지의 72, 15, 1835-1837에 기재된 와이. 에프. 장(Y.F. Zhang)등의 고온에서 레이저 제거에 의해 마련된 실리콘 나노와

이어(Silicon nanowire prepared by laser ablation at high temperature)에 설명되어 있다.

유사하게, 도 4 에는 나노구조 Ge 에 대한 특징적인 Ge sp3 연신 모드가 벌크 결정 Ge 의 연신 모드로부터 약간 아래쪽으

로 이동된 것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나노구조 Ge 는 레이저 제거 방법(예를 들어, 1998년에 발행된 모랄레스 및 리버의 Science 지 제 279권 208-211)을 이

용하여 합성되었다. Ge 및 Fe(10 원자%)로 구성된 목표물이 아르곤의 일정한 유동하에서 약 900 ℃에서 펄스화된

Nd:YAG 레이저 에 의해 제거된다. 전자 현미경 측정에 의해, 합성된 물질이 5 nm 내지 30 nm 의 평균 지름 및 미크론 길

이의 Ge 나노와이어와, 1 nm 내지 50 nm 의 평균 지름의 나노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나노구조 물질의 다른 이점은, 그 물질이 기판 물질상에 필름으로서 보다 용이하게 피복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화된 나노구조 물질의 샘플은 용액-피복되어 적절한 기판상의 피복(12)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나노구조-계 물질은 종래의 탄소-계 물질이 가지는 것 보다 큰 리튬 저장 비용량을 가진다.

상기 배경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화학 전지 실험에서, 리튬 이온은 방전 중에 리튬 전극으로부터 나노구조 물질

전극으로 이동한다. 리튬 이온은 나노구조 물질의 넓은 표면적내로 용이하게 수용된다. 본 발명에 따라 리튬 이온이 나노

구조 물질내로 수용될 때, 300 °K 정도의 온도에서도 뚜렷한 리튬-나노구조 물질 상(phase)이 형성되며, 그에 따라 "합금

"을 형성한다. 이러한 반응은 물질이 전하(예를 들어, 리튬 이온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저장 메카니즘으로서 작용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나노구조 물질은 증가된 반응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거시적인 실리콘은 리튬과 반응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400℃ 정도의 온도까지 가열되어야 하는 반면(예를 들어, 1977년 발행된 J. Electrochem. Soc 제

124 권, 넘버 8, 1207-1214에 기재된 알.엔. 시펄쓰(R.N. Seefurth) 및 알.에이. 샤르마(R.A. Sharma)의 리튬-실리콘 전

극으로부터 리튬 이용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lithium utilization from a lithium-silicon electrode 및 1981년 발

행된 J. of Solid State. Chem. 37, 271-278에 기재된 씨.제이. 웬(C.J. Wen) 및 알.에이. 허긴스(R.A. Huggins)의 리튬-

실리콘 시스템내의 중간 상에서의 화학적 확산(Chemical diffusion in intermediate phase in the lithium-silicon

system 참조),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구조 물질은 상온 또는 그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리튬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한다.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구조 물질의 알카리 금속, 특히 리튬과 같은 이종을 수용하는 능력 또는 에너지 밀도는 상기 배경기

술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기화학 전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구조-계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화학 전지는 도 6 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전지는 리튬 호일(foil) 전극(20) 및 제 2 전극으로서의 나노구조 필름(12)이 피복된 스테인레스 스틸 기판(10)으로 구성된

다. 전해액에 잠겨진 폴리프로필렌 필터가 두개의 전극 사이에 배치된다. 전극들에 대해 가압되는 두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플런저(24, 26)에 의해 전기적 접촉부가 형성된다. 전류 공급원(28)은 플런저들에 연결된다. 그 후에 상기 전지는 방전되

고 충전된다.

본 발명의 나노구조-리튬 물질은 통상적인 물질보다 상당히 큰 용량을 갖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구조 리

튬 물질은 제 1 방전 싸이클에서 1500 mAh/g 의 용량을 나타내며, 적어도 900 mAh/g 정도로부터 적어도 약 1000 mAh/

g 의 가역 용량을 나타내고, 500 mAh/g 이하의 비가역 용량을 나타낸다. 0.1V 이하의 본질적으로 일정한 전압에서 리튬

방전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리튬은 0.5V 이하에서 나노구조 실리콘 전극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도 7 에는 약 1300 mAh/g의 전체 용량을 나타내는 리튬이 완전히 첨가된(lithiated) 실리콘 나노구조 샘플에 대한 전압-

용량을 도시하였다. 2차 방전 후에 나타나는 용량으로서 규정되는 가역 부분은 약 800 mAh/g 이다. 도 7 에 삽입된 도면

은 물질의 용량 대 충-방전 싸이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도 8 은 1차 방전 싸이클의 여러 단계에서 Si 나노구조 전극으로부

터 수집된 라만 스펙트라 데이터 및 X선 회절을 나타낸다.

나노구조 Si 로부터의 X선 및 라만 세기(intensities)는 Li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완전히 리튬이 첨가된 상태(스

펙트라 a, b, 및 c)에서는 사라진다. 1차 충전의 단부(스펙트럼 d)에서 전극의 라만 스펙트럼내에 다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Si sp3 연신 모드(stretching mode)는 Li의 추출 후에 sp3 Si 의 회복을 나타낸다. 삽입된 도면은 Si(111) 및 FeSi2 정점

(FeSi2 는 Li와 반응하지 않고 내부 기준으로서 사용된다)의 적분된 X선 세기 비율 및 동일 전지로부터의 용량 데이터 대

전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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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는 150℃ 에서의 진공 소둔 후에, 나노구조 Ge 및 Ge 산화물을 함유하는 샘플로부터의 2차-싸이클 충-방전 데이터

를 도시한다. 그 데이터는 300K 에서 50 mA/g 속도를 사용하여 정전류(galvanostatic) 모드하에서 수집되었다. 가역적인

Li 용량은 1500 mAh/g 이다(전체 샘플 중량으로 평균화되고, 그 값은 전체 용량을 Fe 촉매를 제외한 나노구조 Ge 의 중

량으로 평균화한 경우 보다 클 것이다). Li 삽입 및 추출 중에 뚜렷한 전압 계단부가 존재한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적 변수는, 충전 및 방전 속도(rate)가 어떻게 물질의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전기 차량과 같은

몇몇 용도에서, 전극 물질은 고속 충전 및 방전 조건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용량은 속도 증가에 따라

감소된다. 본 발명의 나노구조-리튬 물질은 충전/방전이 고속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높은 용량을 나타낸다.

다른 중요한 기능상의 변수는 Li 와 관련한 전기화학적 포텐셜(potential)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Si 나노구조계 물질내로

리튬을 삽입하는 것은 0.1V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리튬 추출은 대부분 0.5V 이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지 전압의

감소 없이도, 현재의 Li-이온 배터리내의 탄소계 음극을 나노구조 실리콘계 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라, 물질의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나노구조 물질의 Li 저장 용량을 추가로 증대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

일한 배치(batch)로부터의 나노구조 Si 샘플들을 5 x 10-6 토르(torr) 진공하에서 상이한 온도(200-900℃)로 소둔한다.

그 샘플들의 충/방전 특성은 전술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되었다. 전체 방전 및 가역적인 Li 용량이 ~ 600℃ 까지

는 소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고, 그 후에 소둔 온도가 더욱 증가하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둔은 나노

구조 Si의 표면상에서 화학적 종(chemical species)을 제거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화학적 종 및 산화물 피복은 또

한 수소 프라즈마와 같은 다른 처리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나노구조-계 물질의 우수한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과 조합된 뛰어난 용량, 및 필름 형성의 용이성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예를 들어, 고에너지 밀도 Li-이온 배터리), 높은 전류율(current rate) 용도에 사용되는 배터리 및, 얇은-필

름 배터리용 전극 물질로서 매력적이게 만든다.

비록,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그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하의 청구범위의 내용

으로부터 당업자는 변형 및 개량 실시예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나노구조계의 용량 물질 분야에 이용가능하며, 물질의 고용량으로 인해 배터리 전극 물질과 같은 수많은 용도에

서 이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콘, 실리콘 산화물, 게르마늄, 게르마늄 산화물 및 알루미늄 중 하나 이상의 나노구조와, 알카리 금속을 포함하는 나노

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에 있어서,

상기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은 900 mAh/g ~ 1,500 mAh/g의 알카리 금속의 가역 저장 용량 및 500 mAh/g 미만

의 알카리 금속의 비가역 저장 용량을 가지는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은 실리콘계이고, 상기 나노구조는 실리콘 나노구조를 포함하는 나

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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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구조는 하나 이상의 막대, 와이어 유사 형태, 또는 구형 입자를 포함하는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막대 또는 와이어 유사 형태는 약 1 nm 내지 50 nm 의 지름과 약 0.5 ㎛ 내지 10 ㎛의 길이를 가지

는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카리 금속은 리튬을 포함하는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역 용량은 1,000 mAh/g 이상인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은 게르마늄계이고, 상기 나노구조는 게르마늄 나노구조를 포함하

는 나노구조의 고에너지 용량 물질.

청구항 8.

게르마늄 나노구조를 포함하는 전하 저장 물질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 물질은 900 mAh/g ~ 1,500 mAh/g의 가역 저장 용량 및 200 mAh/g 미만의 비가역 용량을 가지는 전하

저장 물질.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 물질은 1,000 mAh/g 이상의 가역 용량을 가지는 전하 저장 물질.

청구항 10.

게르마늄과 게르마늄 산화물 나노구조 및 알카리 금속을 포함하는 게르마늄계 전하 저장 물질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 물질은 1,000 mAh/g ~ 1,500 mAh/g 의 가역 용량을 갖는 게르마늄계 전하 저장 물질.

청구항 11.

게르마늄계 나노구조의 전하 저장 물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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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질은 약 300°K 의 온도에서 알카리 금속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상기 물질은 상온에서 측정하였을

때 1,000 mAh/g 이상의 가역 용량을 갖는 게르마늄계 나노구조 전하 저장 물질.

청구항 12.

전극에 있어서,

전기 전도성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필름을 포함하며,

상기 필름은 청구항 제 10 항에 기재된 전하 저장 물질을 포함하는 전극.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전기 전도성 금속을 포함하는 전극.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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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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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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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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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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