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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 및 이를 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전해액은 고리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 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에틸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둘 이상의 선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프로필 아세테이트 및 리튬염을 포함한다. 이 전해액을 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는 용량, 수명, 저온 특성이 모두 우수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프로필 아세테이트,리튬이차전지,전해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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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및 비교예의 리튬 이차 전지의 충방전 사이클에 따른 용량을 나타낸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 이용 분야]

본 발명은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 및 이를 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고용량의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할 수 있는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종래기술]

최근 첨단 전자 산업의 발달로 전자 장비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케 됨에 따라 휴대용 전자 기기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휴대용 전자 기기의 전원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리튬 이차 전지의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리튬 이차 전지의 음극(anode) 활물질로서 리튬 금속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리튬 금속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
지의 충방전 과정중 리튬 금속의 표면에 덴드라이트(dendrite)가 형성되어 전지 단락 및 전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음극 활물질로 리튬 금속에서 탄소재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양극 재료
로는 리튬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LiCoO 2 , LiMn2 O4 , LiNiO 2 , LiNi 1-x Cox O2 , LiMnO 2 등의 
복합 금속 산화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상기 양극 활물질중 LiMn 2 O4 , LiMnO 2 등의 Mn계 활물질은 합성하기도 쉽고, 
값이 비교적 싸며, 환경에 대한 오염도 적으나, 용량이 작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LiCoO 2 는 양호한 전기 전도
도와 높은 전지 전압 그리고 우수한 전극 특성을 보이며, 현재 소니사등에서 상업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극 
활물질이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LiNiO 2 는 상술한 양극 활물질 중 비교적 값이 싸며, 가장 높은 방전 용량의 
전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합성하기가 어렵고 높은 방전 용량 등으로 전지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있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리튬 이차 전지는 양극과 전해액, 음극과 전해액 등의 복합적인 반응에 의하여 특성이 나타나기 때
문에 적절한 전해액의 사용이 또한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용량의 전지를 만들
기 위해서는 고밀도의 음극 재질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전해액에 사용되는 유기 용매의 조성은 2성분계(Sony, 미국 특허 제 5,437,945 호)로 구성되었다. 최근에
는 전지의 저온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는 점이 낮은 제 3 용매를 사용한 3성분계 (Matsushita, 미국 특허 제 5,
474,862 호) 유기 용매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유기 용매로 완벽하게 전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
문에 목적에 맞는 용매계를 구성하게 된다.

    
특히,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 전해액과 음극 활물질로 쓰여지는 탄소와의 표면 반응성이 전지의 수명과 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전해액 조성을 개발하는데에는 양극 활물질과 전해액보다 음극 활물질과 
전해액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저온 특성이 우수하나, 흑연계 음극 활물질과 반응성이 매우 큰 프로
필렌 카보네이트(Sony 미국 특허 제 5,437,945 호)와 음극 활물질과 반응성은 적으나, 저온 특성이 나쁜 에틸렌 카보
네이트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틸렌 카보네이트는 흑연계 음극 활물질과 반응성은 적으나, 점성이 크고 
용융점이 약 36℃이어서 저온 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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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저온 특성이 우수한 고용량의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할 수 있는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전해액을 사용한 고용량의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고리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 프로필 카보네이트, 에
틸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메틸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둘 이상의 선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프로필 아세
테이트; 및 리튬염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리튬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양극; 리튬 이온이 혼입되거나 혼합되지 않은 탄소를 포함하는 음극 및 상
술한 전해액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은 제 1 성분계 용매로 고리형 카보네이트 화합물과 제 2 및 제 3 성분계 용매로 디
에틸 카보네이트, 메틸 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메틸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둘 
이상의 선형 카보네이트(chain carbonate) 화합물을 포함하며, 제 4 성분계 용매로 프로필 아세테이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은 또한 리튬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제 1 성분으로 사용한 고리형 카보네이트는 고리형이면 어떠한 카보네이트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
인 예로는 흑연계 음극활물질과 반응하지 않으며, 유전율이 높은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해
액에 포함된 고리형 카보네이트의 함량은 20-60 부피%이다. 고리형 카보네이트의 함량이 20 부피% 미만인 경우에는 
전해액의 유전율이 저하되어, 다량의 리튬염을 용해시킬 수 없고, 60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리형 카보네이트의 
어는 점이 높아 전지의 저온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 제 2 및 제 3 성분계 용매로 사용한 선형 카보네이트 화합물은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 프로필 카보네이
트,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에틸 카보네이트 중에서 두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30-77.5 
부피%이다. 선형 카보네이트의 함량이 30 부피% 미만인 경우에는 고리형 카보네이트의 높는 점도와 어는 점을 저하시
키는 효과가 미흡하고, 77.5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도 및 어는 점 저하 효과가 너무 증대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선형 카보네이트로 사용한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 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에틸 카보네이트의 점도는 25℃에서 각각 0.6, 0.9, 0.7 0.7 cP로서, 디메틸 카보네이트의 점도가 가
장 낮으므로, 제 1 성분으로 사용한 에틸렌 카보네이트의 고점도를 보완하는데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디메틸 카보네
이트, 메틸 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에틸 카보네이트의 어는 점은 각각 3℃, -43℃, -15℃, -
43℃로서,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와 디에틸 카보네이트가 에틸렌 카보네이트의 높은 어는 점을 저하시키는데 더욱 바람
직하다.
    

    
본 발명에서 제 4 성분으로 사용한 프로필 아세테이트는 점도가 낮고(25℃에서 0.6 cP) 어는 점이 매우 낮은(-93℃) 
화합물로서, 프로필 아세테이트를 전해액에 첨가함에 따라 매우 우수한 저온 특성을 갖는 리튬 이차 전지를 제조할 수 
있었다. 프로필 아세테이트의 함량은 2.5-30 부피%로서 프로필 아세테이트의 함량이 2.5 부피% 미만인 경우에는 프
로필 아세테이트를 첨가함에 따른 저온 특성을 얻을 수 없으며, 30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
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3 -



등록특허 10-0322449

 
본 발명의 전해액에 포함된 리튬염은 리튬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LiPF6 , lithium hexafluorophosphate), 리튬 테
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LiBF4 , lithium tetrafluoroborate), 리튬 헥사플루오로아제네이트(LiAsF 6 , lithium fluoro
asenate), 리튬 퍼콜레이트(LiClO 4 , lithium perchlorate)와 리튬 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CF 3 SO3 Li, lithium 
trifluoromethanesulfonat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리튬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해액은 상기 
리튬염을 0.5-2.0M의 농도로 포함한다. 리튬염의 농도가 0.5M 미만인 경우에는 양극 및 음극사이에서 리튬이온의 이
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적고, 2.0M을 사용하면 충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전해액을 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의 음극 활물질은 메조페이스(mesophase) 구형 입자를 사용하여 이를 탄화 
단계(carbonizing)를 거쳐 제조한 탄소 물질이거나, 섬유형 메조페이스 피치(mesophase pitch fiber)를 사용하여 이
를 탄호 단계 및 흑연화 단계를 거쳐 제조한 섬유형 흑연(graphite fiber)이다. 이 음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섬유형 흑
연은 X-선 회절 분석시 d 002 층간 거리(interplanar distance)가 3.35-3.38A이고, Lc(crystallite size)가 15∼2
5nm이고, 시차열 분석시 700도 이상에서 발열 피크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전해액을 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로는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
표적인 예로 LiCoO2 , LiNi 1-x Cox My O2 (x는 0-0.2이고, y는 0.001-0.02이며, M은 Mg, Ca, Sr, Ba 및 La로 이루
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원소이다) 또는 LiMn x O2 (x=1,2)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기재한다. 그러나 하기한 실시예 및 비교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일 뿐 
본 발명이 하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2 및 비교예 1-3)

LiNi0.9 Co0.1 Sr0.002 O2 활물질로 양극을 구성하고 인조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18650 리튬 이온 전지를 제조하
였다. 상기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액은 하기 표 1과 같다.

상기 실시예 1-2 및 비교예 1-3의 방법으로 제조된 리튬 이온 전지의 저온 특성과 방전 용량 그리고 수명 특성을 측
정하여 그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 EC는 에틸렌 카보네이트이고, DMC는 디메틸 카보네이트이며, 
PC는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PA는 프로필 아세테이트를 나타낸다.

[표 1]
    전해액 1M LiPF6 수명 특성(300회)/초기% 초기 방전 용량[mAh] 저온 특성 (-20℃) 상온 대비(%)
실시예 1 EC/DMC/EMC/PA(50/15/25/10) 88.2 2030 80
실시예 2 EC/DMC/DEC/PA(50/15/25/10) 88.6 1975 85
비교예 1 EC/DMC(50/50) 88.6 2051 20
비교예 2 EC/DMC/PC(45/45/10) 68.8 1848 60
비교예 3 EC/DMC/PA(40/30/30) 67.3 2030 85

상기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교예 1의 경우에는 초기 방전 용량과 수명이 우수하나 저온 특성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비교예 2의 경우에는 방전 용량, 수명, 저온 특성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비교예 3의 경우에는 저온 특성은 
우수하지만 방전 용량, 수명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실시예 1 및 2는 수명 및 초기 방전 용량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예 1-2의 리튬 이온 전지는 
저온 특성도 모두 80% 이상의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프로필 아세테이트는 점도가 낮고 유전율
도 제 2, 제 3 성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어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시예 1 및 2의 리튬 이차 
전지는 수명 및 초기 방전 용량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1 성분인 에틸렌 카보네이트의 고점도와 높은 어는 
점을 제 2 및 제 3 성분의 적절합 혼합으로 보완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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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프로필 아세테이트는 어는 점이 매우 낮으므로, 저온 특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우수하
지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비교예 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 1 성분인 에틸렌 카보네이트의 고점도와 높은 어는 점의 단점을 제 2, 제 3 성분의 적절
한 혼합으로 보완하고, 소량의 제 4 성분으로(프로필 아세테이트) 높은 어는 점을 보완하여 용량, 수명, 저온 특성 모두 
우수한 전지를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상기 실시예 1-2 및 비교예 1-3의 리튬 이차 전지의 충방전 실험을 실시하여, 사이클 수에 따른 방전 용량을 도 
1에 나타내었다. 도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해액을 에틸렌 카보네이트와 30% 미만의 프로필 아세테이트에 선형 카보
네이트의 두가지 혼합물을 사용한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리튬 이차 전지는 300회에서 수명 감소가 초기 방전 용량 
대비 88.2∼88.6%인 반면에 비교에 1 및 2의 전지는 67.3∼68.8%였다.

또한 저온 특성은 에틸렌 카보네이트/디메틸 카보네이트(1/1), 에틸렌 카보네이트/디메틸 카보네이트/프로필 카보네이
트(45/45/10)에서 20-60%이던 것이 80-85%의 높은 값을 얻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전해액은 LiCoO 2 , LiNi 1-x Cox My O2 , LiMnx O2 (x=1, 2) 중에서 특히, LiNi 1-x Cox

My O2 활물질을 사용한 전지에 사용하는 경우, 용량, 수명, 저온 특성이 우수한 전지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포함하는 고리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20 내지 60 부피%;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메에틸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둘 이상의 선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30 내지 77.5 부피%;

프로필 아세테이트 2.5 내지 30 부피%; 및

리튬염

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튬염은 리튬 헥사플로로포스페이트(LiPF 6 ), 리튬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LiBF4 ), 리튬 헥
사플루오로아세네이트(LiAsF6 ), 리튬 퍼클로레이트(LiClO 4 ) 및 리튬 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CF3 SO3 Li)로 이
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인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튬염의 농도는 0.5-2.0M인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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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리튬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양극;

리튬 이온이 혼입되거나 혼합되지 않은 탄소를 포함하는 음극;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포함하는 고리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20 내지 60 부피%;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프로필 카보네
이트, 에틸메틸 카보네이트 및 디에틸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둘 이상의 선형 카보네이트 화합물 30 
내지 77.5 부피%; 프로필 아세테이트 2.5 내지 30 부피%; 및 리튬염

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전해액

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음극 활물질은 메조페이스 구형 입자를 사용하여 이를 탄화단계를 거쳐 제조한 물질이거나, 섬
유형 메조페이스 피치를 사용하여 이를 탄화 단계 및 흑연화 단계를 거쳐 제조한 섬유형 흑연으로서, X-선 회절 분석
시 d002 층간 거리가 3.35-3.38A이고, Lc가 20nm이고, 시차열 분석시 700도 이상에서 발열 피크를 갖는 것인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 활물질은 LiCoO 2 , LiNi 1-x Cox My O2 (x는 0-0.2이고, y는 0.001-0.02이며, M은 M
g, Ca, Sr, Ba 및 La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원소이다) 및 LiMn x O2 (x=1, 2)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리튬염은 리튬 헥사플로로포스페이트(LiPF 6 ), 리튬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LiBF4 ), 리튬 헥
사플루오로아세네이트(LiAsF6 ), 리튬 퍼클로레이트(LiClO 4 ) 및 리튬 트리플루오로메탄설포네이트(CF3 SO3 Li)로 이
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인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리튬염의 농도는 0.5-2.0M인 리튬 이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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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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