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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인 LIXMYMN-2-YO4 분말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의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은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구연산(citric acid)을 사용하고, 
금속전구체로 리튬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Al, Co, Li 또는 
Ni)의 질산염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하기 구조식으로 표시된다.

LixMyMn2-yO4

상기식에서 M은 Al, Co, Li 또는 Ni이고 x는 0.9~1.1 이며 0〈y〈0.2이다.

본 발명의 리튬 이차전지용 양그활물질은 킬레이트제로서의 구연산과 금속전구체로서의 리튬 질산염 및/
또는 초산연,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의 질산염을 혼합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히전식 
증발기(rotary evaporator)에서 50℃의 온도로 탈수시키고; 진공 건조기에서 70℃의 온도로 탈수시켜 비
결정 겔(gel) 전구체를 제조하고; 그리고 상기 겔 전구체를 전기조에서 500 ~ 900℃의 온도로 5 ~ 24 시
간동안 하소(calcination)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제조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화물질인LixMyMn2-yO4분말 및 제조방법 .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LixMyMn2-yO4 분말 제조 공정도이다 

제2도는 겔 전구체로부터 세라믹스로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TG 곡선(승온속도 5℃/min)을 나타낸 그림이
다.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스피넬 구조를 갖는 (a)LiCo 0.05Mn1.95O4.(b)Li1.05Co0.1Mn1.9O 4 및 Li0.95Co0.2Mn1.8O4의 

X-선 회절분석결과를 나타낸그림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스피넬 구조를 갖는 LixM0.05Mn1.9504 (x=0.9~1.1) (a) M=A1,(b)M=Li, (c)M=Ni 및 

(d) M=Mn 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5도는 (a)LiCo 0.05Mn1.95O4.(b)Li1.05Co0.1Mn1.9O4 및 Li0.95Co0.2Mn1.8O4를 양극(cathode)으로 이용한 리튬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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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의 충방전에 따른 용량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6도는 LixM0.05Mn1.9504 (x=0.9~1.1) (a) M=A1,(b)M=Li 및 (c)M=Ni을 양극(cathode)으로 이용한 리튬 이차

전지의 충방전에 따른 방전용량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7도는 (a) LixMn204 (x=0.9∼1.1) 와 (b) LixNiO.05Mnl.9504를 양극(cathode)으로 한 리튬 이차 전지의 정전

류 충방전 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로 사용되고 스피넬 구조를 갖는 LixMyMn2-yO4(여기서 M은 Al, 

Co, Li 또는 Ni이고, x는 0.9∼1.1이며, 0〈y〈0.2이다) 및 이 양극활불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
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리튬 이온 전지 및 리튬 폴리머 전지용 양극활물질인 LixMyMn2-yO4 분말을 구연산 

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전기화학적 특성을 탄소 전지 또는 Li/유기전해질/LixMyMn2-yO4 전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양극활물질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및 종래기술]

리튬 이차 전지는 카본 또는 Li 금속/전해액(유기전해질 또는 고분자전해질)/산화물 양극으로 구성되는데 
양극재료로 LixCo02 , LixNi02 , LixMn20 4  등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현재 상업화된 양극재료는 LixCoO2인데 

전지의 제조단가중 이 양극재료의 가격이 약 1/3에 달하므로 값싼 양극재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망간은 
매장량이 많아 가격이 코발트에 비해 1/20 정도밖에 안되므로 양극 재료로 망간산화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중 스피넬 구조를 갖는 LixMn204는 제조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외에 전

지의 작동 전압이 높으며, 다른 산화물 보다 열적안정성이 우수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공해의 유발정도가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LixMn204는 충방전을 거듭함에 따라 지속적인 용량 감소의 문제를 지니

고 있어 이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진지가 충·방전됨에 따라 양극재료의 결정구조가 
파괴되거나 상변이가 유발되고 망간이온이 전해액으로 용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축되고 있다. 본 발명에
서 상기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스피넬 격자를 이루고 있는 Mn이온의 일부(20% 이
내)

를 Al, Co, Li 또는 Ni의 다른 금속 이온으로 치환하므로써 결정구조의 파괴와 용해를 억제할 수 있어 양
극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발견하여 이루어 진 것 이다.

LixMyMn2-yO4의 가장 일반적인 제법으로는 고상반응법인데 이 방법은 각 구성원소의 탄산염, 산화물과 수산

화물을 원료로 하여 이들 분말을 혼합, 소성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 제조하는데 이 방법은 균일한 상
을 가진 분말 합성이 어렵고 분말입자의 크기를 일정하게 제어하기가 곤란하며 높은 온도에서 오랜시간동
안 제조해야 하며 치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양의 금속이온을 이용하므로 이로 인한 초기 방전용량
의 저하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서 액상반응법의 일종인 구연산법은 균일한 상을 가지는 분말 합성이 
용이하고 비교적 낮은 소성온도 및 짧은 시간에 제조가 가능하며 조성비의 제어가 용이하며 비교적 적은 
양의 금속이온 치환으로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로 구연산(citric acid)을 사용하고, 금속 전구체로 리튬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Al, Co, Li 또는 Ni)의 질산염을 사
용하여 균일한 상을 갖는 LixMyMn2-yO4 분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구연산법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금속 이온 치환으로도 용량 감소를 억제할 수 있
는 LixMyMn2-yO4 (M=Al, Co, Li, Ni, x=0.9∼1.1, y〈0.2) 분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액상 반응법의 일종인 구연산법을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소성온도 및 짧은 
시간내에 제조가 가능하고 금속이온의 조성비의 제어가 용이한 LixMyMn2-yO4 분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교적 적은 양의 금속이온 치환으로도 초기방전용량을 저하시키지 않는 
LixMyMn2-yO4 분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은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로 구연산(citric acid)을 사용하
고, 금속 전구체로 리튬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Al, Co, 
Li 또는 Ni)의 질산염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하기 구조식으로 표시된다:

LixMyMn2-yO4

상기 식에서 M은 Al, Co, Li 또는 Ni이고, x는 0.9∼1.1이며, 0〈y〈0.2이다.

본 발명의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은 킬레이트제로서의 구연산과 금속전구체로서의 리튬 질산염 및/
또는 초산염,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의 질산염을 혼합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회전식 
증발기(rotary evaporator)에서 50℃의 온도로 탈수시키고; 진공 건조기에서 70℃의 온도로 탈수시켜 비
결정 겔(gel) 전구체를 제조하고; 그리고 상기 겔 전구체를 전기조에서 500∼900℃의 온도로 5∼24 시간 
동안 하소(calcination) 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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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상세한 내용을 하기에 설명한다.

[발명의 구체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은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로 구연산(citric acid)을 사용하
고, 금속 전구체로 리튬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Al, Co, Li 
또는 Ni)의 질산염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하기 구조식으로 표시된다:

LixMyMn2-yO4

상기식에서 M은 Al, Co, Li 또는 Ni이고, x는 0.9∼1.1이며, 0〈y〈0.2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리튬(Li)의  출발물질로는 LiN03 와 Li(CH3C02 )가  있고,  망간(Mn)의  출발물질로는 

Mn(NO3)2와 Mn(CH3C02)2가 있다. 다른 금속의 질산염으로는 Al2(NO3)3 · xH20가 있다.

상기 각각의 출발물질은 칭량한 후 증류수에 녹이고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다. 모든 성분이 완전히 용
해된 것을 확인한 후, 회전식 진공건조기에서 물을 서서히 제거해 졸(sol)을 얻은 다음 진공오븐에서 더 
건조시켜 겔(gel)화 시킨다. 이를 500∼900℃의 온도범위에서 5∼24시간 열처리하면 분말상태의 LixMyMn2-

yO4 (M=Al, Co, Li, Ni,x=0.9∼1.1, 0〈y〈0.2)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전기로의 승온 및 감온속도는 1∼5

℃/min으로 하였다.

본 발명의 양극활물질을 양극으로 하고, 카본(MCMB 또는 흑연) 또는 리튬(Li) 금속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
질과 함께 전지를 구성한다. 여기서 사용된 전해질로는 IM LiC104/polycarbonate + dimethylether (1:1), 

1M LiPF6/ethylene carbonate + diethylcarbonate (1:1 및 2:1), 1M LiPF6/ethylene carbonate + dimethyl 

carbonate  (2:1),  및  1M LiBF4 /ethylene  carbonate  +  diethyl  Carbonate  (1:1)가  있다.  양극  판은 

LixMyNn2-yO4 (M=Al, CO, Li, Ni, x=0.9∼1.1, 0〈V〈0.2) : Ketjen black : PTFE (73:20:7)를 무게비로 칭

량하여 분산시킨 후 집전체에 결합시켜 제작하였다.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의하여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며,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 목적
을 위한 것이며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한정되는 보호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활물질 LixMyMN2-yO4 제조

[실시예 1]

LiN03 1.4g Mn(NO3)2 · 6H20 11.4g 및 Co(NO3)2 · 6H2O 0.3g을 증류수에 녹인 다음, 위 용액에 구연산 14g

을 녹이고 잘 섞었다. 용액을 충분히 섞어준 다음 회전식 진공건조기에서 물을 증발시켜 고체상태의 생성
물을 얻고, 얻어진 고체 생성물을 진공오븐에서 더 건조시켰다. 이를 전기로에서 800℃ 에서 8시간 동안 
반응시켜 분말을 얻었다. 얻어진 분말을 아세톤으로 세척을 한 뒤 400mesh 채에서 걸러 불순물을 제거하
였다. 생성된 분말의 화학분석 결과 조성이 LiCo0.05Mn1.9504임을 확인하였고,X-선 회절분석 결과 스피넬 구

조를 제3도(a)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망간 전구체로 사용된 Mn(N03)2 · 6H20 11.4g 대신 Mn(CH3C02)2 · 4H20 9.3g을 이용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분말을 얻었고, 화학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스피넬 
구조의 Lil.05Co0.1Mnl.904 임을  확인하였다. Lil.05Co0.1Mnl.904 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제3도(b)에  도시 

하였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 리튬 전구체로 사용된 LiN03 14g 대신 LiCH3C02 · 4H20 1.9g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

시예  1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분말을  얻었고,  화학  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스피넬  구조의 
LiO.95CoO.2Mnl.804임을 확인하였다. LiO.95CoO.2Mnl.804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제3도(C)에 도시하였다.

[실시예 4]

실시예 1에서 사용된 CO(NO3)2 · 6H2O 0.3g 대신 Al2(NO3)3 · 9H20 0.4g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과 등일한 과정을 거쳐 분말을 얻었고, 화학 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LiAl0.05Mn1.9504임을 확인하

였다 LiAl0.05Mn1.9504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제4도(3)에 도시하였다.

[실시예 5]

실시예 1에서 사용된 LiN03의 양을 1.5g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분말을 

얻었고, 화학 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Li1.05Mn1.9504임을 확인하였다. Li1.05Mn1.9504의 X-선 회절분석 결

과를 제4 도(b)에 도시 하였다.

[실시예 6]

실시예 1에서 사용된 Co(NO3)2 · 6H2O 0.3g 대신 Ni(NO3)2 · 6H20 0.3g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분말을 얻었고, 화학 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LiNi0.05Mn1.9504임을 확인하

였다.LiNi0.05Mn1.9504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제4도(c)에 도시하였다

[비교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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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서 사용된 Mn(NO3)2 · 6H2O의 양을 11,7g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과정

을 거쳐 분말을 얻었고, 화학 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LiMn204임을 확인하였다. LiMn204의 X-선 회절분

석 결과를 제4도(d)에 도시 하였다. 

양극활물질 LixMyMn2-yO4 의 리튬 이차 전지에의 이용:

[실시예 7]

실시예 1로부터 얻어진 LixMyMn2-yO 4  (x=0.9∼1.1, 0〈y〈0.2)를 양극 재료로 사용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구성하여  정전류(C/2)로  충방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음극으로  리튬금속을  사용하였고,  ethylene 
carbonate와 diethyl carbonate가 부피비로 1 : 1인 용매에 1M LiBF4가 녹아있는 전해질을 사용하였다. 

LixCOyMn2-yO4 (x=0.9∼1.1, 0〈y〈0.2)를 양극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의 충방전 수행결과 사이클 수에 따른 

방전  용량  변화를  제5도에  도시하였다.  제5도에서  (a)는  Co의  조성비인  y가  0.05이고,  (b)는  y가 
0.1이고, (c)는 y가 0.2 이다.

[실시예 8]

실시예 4, 5 및 6으로부터 얻어진 LixMyMn2-yO4(M=Al, Li, Ni, x=0.9∼1.1, 0〈y〈0.2)를 양극 재료로 사용

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구성하였고,  충방전  실험은  실시예  7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LixMyMn2-

yO4(M=ALLl, Ni, x=0.9~1.1, 0〈r〈0.2)를 양극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의 충방전 수행결과 사이클 수에 따

른 방전 용량변화를 제6도에 도시하였다. 제6도에서 (a)는 금속(M)이 Al이고, (b)는 Ni이며, (c)는 Li이
다. 

[실시예 9]

비교실시예 1로부터 얻어진 LiMn204를 양극 재료로 사용하여 리튬 이차 전지를 구성하였고, 충방전 실험은 

실시예 7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실시예 9로부터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LiNi0.05Mn1.9504와 충방

전 횟수에 따라 용량에 대한 전위의 변화를 제7도에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실시예 10]

실시예  4에서  얻어진 LiAl0.05Mn1.9504 를  양극재료로 사용하고 음극  재료로  리튬  금속  대신  카본 (MCMB-

28)을 사용하여 실시예 7과 동일한 조건에서 충방전 실험을 한 결과 초기 용량은 130 mAhg
-1
이었고 200회 

충방전시 용량은 115 mAhg
-1
이 었다.

[실시예 11]

     실시예 4에서 얻어진 LiAl0.05Mn1.9504를 양극재료로 사용하고 실시예7에서 사용한 전해질 대신 에틸렌 

카보네이트 : 프로필렌 카보네이트가 부피비로 1 : 1인 용매 1M LiPF6가 녹아있는 전해질을 사용하여 실시

예 7과 동일한 조건에서 충방전 실험을 한 결과 초기 용량은 135 mAhg
-1
였고, 400회 충방전시 용량은 110 

mAhg
-1 
이었다. 

[실시예 12]

실시예 6에서 얻어진 LiAl0.05Mn1.9504를 양극재료로 사용하고 실시예 7에서 사용한 전해질 대신 에틸렌 카

보네이트 : 디메틸 카보네이트가 부피비로 1 : 1인 용매에 1M LiPF6가 녹아있는 전해질을 사용하여 실시예 

8과 동일한 조건에서 충방전 실험을 한 결과 초기 용량이 127 mAhg
-1
 이었고 200회 충방전시 용량은 120 

mAhg
-1
이었다.

본 발명의 양극활물질은 액상 반응법의 일종인 구연산법을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소성 온도 및 짧은 
시간내에 제조가 가능하고 금속 이온의 조성비의 제어가 용이하며, 비교적 적은 양의 금속 이온 치환으로
도 초기 방전용량을 저하시키지 않는 발명의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으
며, 이러한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로 구연산(citric acid)을 사용하고, 금속 전구체로 리튬 질산염 및/또는 초
산염,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Al, Co, Li 또는 Ni)의 질산염을 사용하여 제조되고, 
하기 구조식으로 표시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LixMyMn2-yO4

상기식에서 M은 Al, Co, Li 또는 Ni이고, x는 0.9∼1.1이며 0〈y〈0,2 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금속의 질산염은 Al(NO3)3·xH20,LiN03, Co(NO3) ·XH20 및 Ni(NO3)2·xH2O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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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킬레이트제로서의 구연산과 금속전구체로서의 리튬 질산염 및/또는 초산연, 망간 질산염 및/또는 초산염, 
및 다른 금속의 질산염을 혼합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회전식 증발기(rotary evaporator)에서 50℃의 온도
로 탈수시키고; 진공 건조기에서 70℃의 온도로 탈수시켜 비결정 겔(gel) 전구체를 제조하고; 그리고 상
기 겔 전구체를 전기조에서 500~900℃의 온도로 5~24 시간동안 하소(calcination) 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기 구조식으로 표시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LixMyMn2-yO4

상기식에서 M은 Al, Co, Li 또는 Ni이고, x는 0.9∼1.1이며 0〈y〈0,2 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금속의 질산염은 Al2(N03)3·xH20, LiN03 Co(NO3)·xH2O 및 Ni(NO3)2·xH20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소 단계에서의 전기로의 승온 및 감온 속도가 1~5℃/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
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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