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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튬 이차 전지

요약

본 발명은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제1 전극, 제2 전극 및 그 사이에 개재된 세퍼레이터를 포함하는 전극조립체;

상기 전극조립체를 수용하는 캔; 및 상기 전극조립체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캔의 내측면을 향하여 적어도 하나의 돌기

가 형성되어 있는 절연 케이스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리튬 이차 전지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의 절연 케이스의 사시도.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절연 케이스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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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내지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의 절연 케이스의 평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를 나타낸 분리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70: 절연 케이스 171: 절연 케이스의 본체부

173, 174: 절연 케이스의 단측변 지지부

175, 176: 절연 케이스의 장측변 지지부

177: 절연 케이스의 전극탭 인출구

178: 절연 케이스의 전해액 유입구

179: 절연 케이스의 전극탭 인출 홈

180a, 180b, 180c, 180d: 절연 케이스의 돌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지에 삽입되는 절연 케이스의 유동을 방지하여 전지의 안

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서 이들의 구동 전원으로서 사용되는 전지의 소형화

및 고용량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리튬 이차 전지는 작동 전압이 3.7V 이상으로서, 휴대용 전자 기기의

전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니켈-카드뮴 전지나, 니켈-수소 전지보다 3배나 높고, 단위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측

면에서 급속하게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리튬 이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양극 및 음극에서 삽입(intercalation)/탈리(deintercalation)될 때의 산화, 환원 반응에 의

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리튬 이차 전지는 리튬 이온의 가역적인 삽입/탈리 가능한 물질을 양극과 음극의 활물질로

사용하고,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유기 전해액 또는 폴리머 전해액을 충전시켜 제조한다.

리튬 이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로는 리튬코발트 산화물(LiCoO2), 리튬니켈 산화물(LiNiO2), 리튬망간 산화물(LiMnO2) 등

의 리튬함유 금속산화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리튬 이차 전지의 음극 활물질로는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을 사용하였으

나, 리튬 금속을 사용할 경우 덴드라이트(dendrite)의 형성으로 인한 전지 단락에 의해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리튬 금속 대

신 비정질 탄소 또는 결정질 탄소 등의 탄소계 물질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리튬 이차 전지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형상으로는 원통형과, 각형과, 파우치형을 들 수 있다.

도 1은 종래의 리튬 이차 전지를 나타낸 분리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리튬 이차 전지는 제1 전극(13), 제2 전극(15) 및 세퍼레이터(14)로 구성되는 전극조립체(12)를 전해액

과 함께 캔(10)에 수납하고, 이 캔(10)의 상단부를 캡조립체(20)로 밀봉함으로써 형성된다.

상기 캡조립체(20)는 캡플레이트(40)와 절연플레이트(50)와 터미널플레이트(60) 및 전극단자(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캡조립체(20)는 별도의 절연케이스(70)에 의해 상기 전극조립체(12)와 절연되면서 상기 캔의 상단개구부에 결합되

어 캔(10)을 밀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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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캡플레이트(40)는 상기 캔(10)의 상단개구부와 상응하는 크기와 형상을 가지는 금속판으로 형성된다. 상기 캡플레이

트(40)의 중앙에는 소정 크기의 단자통공(41)이 형성되며, 단자통공(41)에는 전극단자(30)가 삽입된다. 상기 전극단자

(30)가 단자통공(41)에 삽입될 때는 전극단자(30)와 캡플레이트(40)의 절연을 위하여 전극단자(30)의 외면에는 튜브형의

개스킷(35)이 결합되어 함께 삽입된다. 한편 상기 캡플레이트(40)의 일측에는 전해액 주입구(42)가 소정크기로 형성되고,

타측에는 안전벤트(미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안전벤트는 캡플레이트(40)의 단면 두께를 얇게하여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캡조립체(20)가 상기 캔(10)의 상단개구부에 조립된 후 전해액 주입구(42)를 통하여 전해액이 주입되고 전해액 주입

구(42)는 마개(43)에 의하여 밀폐된다

상기 전극단자(30)는 상기 제2 전극(15)의 제2 전극탭(17) 또는 상기 제1 전극(13)의 제1 전극탭(16)에 연결되어 제2 전

극단자 또는 제1 전극단자로 작용하게 된다. 상기 제1 전극탭(16) 및 제2 전극탭(17)이 전극조립체(12)로부터 인출되는

부분에는 전극(13, 15)간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테이프(18)가 감겨져 있다. 상기 제1 전극 또는 제2 전극은 양극

또는 음극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리튬 이차 전지에서 절연 케이스(70)는 전극조립체(12)의 상부에 안착되어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전지의

낙하 테스트와 같은 규격 시험에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유동하기 쉽다. 이러한 유동으로 인해 절연 케이스(70)를

통하여 상부로 인출되는 제1 전극탭(16) 및 제2 전극탭(17)도 유동하면서 전극의 단락을 유발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돌출부가 형성된 절연 케이스를 구비함으로

써, 절연 케이스의 유동을 방지하여 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는 제1 전극, 제2 전극 및 그 사이에 개재된 세퍼레이

터를 포함하는 전극조립체; 상기 전극조립체를 수용하는 캔; 및 상기 전극조립체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캔의 내측면을

향하여 적어도 하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절연 케이스를 포함한다.

상기 절연 케이스는 평판형 본체부를 포함하며, 상기 본체부 가장자리에 돌기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돌기는 상기 본체부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단면이 반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의 절연 케이스의 사시도를 나타내며,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절연 케

이스의 평면도를 나타낸다.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의 절연 케이스의 평면도를 나

타낸다.

도 2a 및 2b를 참조하면, 절연 케이스(170)는 평판형 본체부(171)와, 상기 본체부(181)의 가장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돌기

(180a)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본체부(171)는 리튬 이차 전지의 캔의 개구부에 대응하는 형상 및 크기를 가지는 평판형이며, 전극조립체와 캡조립

체를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준다.

상기 본체부(171)의 가장자리에는 그 단면이 반원 형상을 갖는 돌기(180a)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

과 단측변의 경계 부근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2쌍의 돌기(180a)는 캔의 내측면을 향해 돌출되어 있으

며, 절연 케이스(170)가 캔 안에 삽입되었을 때 유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돌기(180a)는 본체부(171)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본체부(171)의 단측변에는 단측변 지지부(173, 174)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단측변 지지부(173, 174)는 상기 본체부

(171)의 단측변을 따라서 상방향으로 소정 높이 돌출되어 있다. 상기 단측변 지지부(173, 174)는 상기 본체부(171)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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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상기 절연 케이스(170)가 캔에 수납될 때 캔의 내벽과의 밀착력을 높여 주어 상기 절연 케이스

(170)의 유동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측변 지지부(173, 174)는 상기 본체부에 형성될 수 있는 전극탭 인출구

(177)를 통하여 인출되는 전극탭이 극성을 달리하는 캔의 내측면과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또한,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에는 적어도 하나의 장측변 지지부(175, 176)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장측변 지지부

(175, 176)는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 소정 위치에서 상방향으로 소정 높이 돌출되어 있으며, 상기 단측변 지지부

(173, 174)와 동일한 높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장측변 지지부(175, 176)는 상기 본체부(171)의 단측변에

비해 강도가 약한 장측변의 강도를 보강해 주어, 전지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기 본체부(171)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단측변 지지부(173, 174) 및 장측변 지지부(175, 176)는 상기 본체부(171)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본체부(171)에는 일측에 전극탭이 인출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전극탭 인출구(177)가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일

측에는 전해액이 전극조립체 내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하는 전해액 유입구(178)가 형성될 수 있다. 또

한,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에는 다른 전극탭이 인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소정 폭의 전극탭 인출 홈(179)이 형

성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과 단측변의 경계 부근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2쌍의 돌기(180b)가 형성

되어 있으며 그 단면이 사각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 중심부의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1쌍의 돌기(180c)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단

면이 반원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본체부(171)의 장측변과 단측변의 경계 부근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2쌍 및 장측변 중심부의 서

로 마주보는 위치에 1쌍의 돌기(180d)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단면이 반원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200)의 분리 사시도를 나타낸다.

도 6을 참조하면, 리튬 이차 전지(200)는 캔(210)과, 상기 캔(210)의 내부에 수용되는 전극조립체(212)와, 상기 캔(210)

의 상부에 결합되는 캡조립체(220)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상기 캔(210)은 상부가 개방된 대략 각형의 금속재로 형성되며, 바람직하게는 가볍고 연성이 있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

늄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형성되나 여기서 그 종류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캔(210)은 그 자체가 단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전극조립체(212)는 제1 전극(213)과 제2 전극(215)과 세퍼레이터(214)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전극(213)과 제2 전

극(215)은 세퍼레이터(214)를 개재하여 적층된 후 젤리롤(jelly-roll) 형태로 권취될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213)에는 제

1 전극탭(216)이, 상기 제2 전극(215)에는 제2 전극탭(217)이 레이저용접, 초음파용접, 저항용접과 같은 용접이나 도전성

접착제에 의하여 통전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으며, 각각 상방향으로 인출되어 있다.

상기 제1 전극(213) 및 제2 전극(215)은 서로 극성을 달리하며, 양극 또는 음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213)

및 제2 전극(215)은 전극 집전체와 상기 전극 집전체의 적어도 일면에 도포되는 전극 활물질, 즉 양극 활물질 또는 음극 활

물질을 포함한다.

상기 제1 전극(213) 또는 제2 전극(215)이 양극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극 집전체로는 스테인레스강, 니켈, 알루미늄, 티탄

또는 이들의 합금,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강의 표면에 카본, 니켈, 티탄, 은을 표면 처리시킨 것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들 중 통상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된다. 상기 제1 전극(213) 또는 제2 전극(215)이 음극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극 집전체로는 스테인레스강, 니켈, 구리, 티탄 또는 이들의 합금, 구리 또는 스테인레스강의 표면에 카본, 니켈, 티탄, 은

을 표면 처리시킨 것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들 중 통상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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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양극 활물질로는 통상적으로 리튬함유 전이금속 산화물 또는 리튬 칼코게나이드 화합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LiCoO2, LiNiO2, LiMnO2, LiMn2O4, 또는 LiNi1-x-yCoxMyO2(0≤x≤1, 0≤y≤1, 0≤x+y≤1, M은 Al,

Sr, Mg, La 등의 금속) 등의 금속 산화물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음극 활물질로는 결정질 탄소, 비정질 탄소, 탄소 복합체,

탄소 섬유 등의 탄소 재료, 리튬 금속, 리튬 합금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세퍼레이터(214)는 상기 제1 전극(213) 및 제2 전극(215) 사이의 단락을 방지하고 리튬 이온의 이동통로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의 폴리올레핀계 고분자막 또는 이들의 다중막, 미세다공성 필름, 직포 및 부직

포와 같은 공지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캔(210)의 상부에 결합되는 캡조립체(220)는 캡플레이트(240)와 절연플레이트(250)와 터미널플레이트(260)와 전

극단자(2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캡플레이트(240)는 상기 캔(210)의 상단개구부와 대응되는 크기와 형상을 가지

는 금속판으로 형성된다. 상기 캡플레이트(240)의 중앙에는 소정 크기의 단자통공(241)이 형성되며, 일측에는 전해액주입

공(242)이 형성되고, 상기 전해액주입공(242)을 통하여 전해액이 주입된 후 상기 전해액주입공(242)은 마개(243)와 결합

되어 밀폐된다.

상기 단자통공(241)에는 전극단자(230)가 삽입되며, 상기 전극단자(230)의 외면에는 상기 캡플레이트(240)와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튜브 형상의 가스켓(235)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캡플레이트(240)의 아랫면에는 절연플레이트(250)가 설치

되어 있으며, 상기 절연플레이트(250)의 아랫면에는 터미널플레이트(260)가 배치되어 있다. 상기 전극단자(230)의 저면

부는 상기 절연플레이트(250)를 개재시킨 상태에서 상기 터미널플레이트(26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캡플레이트(240)의 아랫면에는 상기 제1 전극탭(216)이 용접되어 있고, 상기 터미널플레이트(260)에는 상기 제2 전

극탭(217)이 용접되어 있다. 상기 제1 전극탭(216) 및 제2 전극탭(217)은 니켈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제1 전극탭

(216) 및 제2 전극탭(217)이 전극조립체(212)로부터 노출되는 부분에는 전극간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테이프

(218)가 각각 감겨져 있다.

상기 전극조립체(212)의 상부에는 상기 전극조립체(212)와 캡조립체(220)를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주며, 상기 전극조립체

(212)와 제1 전극탭(216)과 제2 전극탭(217)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절연 케이스(27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절연 케이스

(270)는 본체부(271)와, 상기 본체부(271)의 가장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돌기(280)와, 단측변 지지부(273, 274), 장측변

지지부(275, 27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절연 케이스(270)에는 또한 제2 전극탭(217)이 인출될 수 있는 통로를 제

공하는 전극탭 인출구(277)와, 제1 전극탭(216)이 인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전극탭 인출 홈(279)과, 전해액주입공

(242)을 통하여 주입된 전해액이 전극조립체(212) 내로 원활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는 전해액 유입구(278)

가 형성되어 있다. 전극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캔(210)과 극성을 달리하는 전극탭이 전극탭 인출구(277)를 통하여 인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돌기(280)는 캔(210)의 내측면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돌기(280)는 절연 케이스(270)가 캔(210)에 수납되었

을 때 견고히 고정되도록 하여 절연 케이스(270)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기 절연 케이스(270)가

전극조립체(212) 상부에 안착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의 유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극조립체의 움직임도 방지할 수

있고, 제1 전극탭(216)과 제2 전극탭(217)의 유동도 최소화되어 전극간의 단락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상기 절연 케이스(270)는 절연성 고분자 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절연성 고분자 수지로는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폴리페닐렌설파이드(polyphenylenesulfide: PPS),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 PES), 변

성 폴리페닐렌옥사이드(polyphenyleneoxide: PPO) 등이 사용될 수 있다. PPS는 내열성, 치수안정성, 내화학성, 저흡수

성, 난연성이 뛰어나고 온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적 특성의 변화가 적다. PES는 비결정성 방향족 내역 가소성 수지로

200℃의 내열성을 가지며, 치수안정성, 내수성이 뛰어난 수지이다. 또한, PES는 투명성이 좋고 이에 더하여 높은 유리전

이온도(Tg: 223℃), 저팽창성(CTE: 2.3x10-5/℃),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다. 변성 PPO는 기계적 성질이 뛰어나

고, 내열성이 있으며 저온에서도 물성 저하가 작으며, 성형수축이 작으며, 난연성 수지이다.

상기 절연성 고분자 수지를 가열하여 점성이 있는 용융상태로 만든 다음 고압 하에서 주형에 사출시킨 다음 냉각시켜 주형

형태의 용기를 만들어 내는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에 의해 상기 절연 케이스(270)를 제조함으로써 본체부(271)와

돌기(280)를 일체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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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대해 상기 실시예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캔의 내측면을 향하여 적어도 하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절연 케이스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

지는 절연 케이스의 유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전극탭들의 유동도 최소화되어 전극간의 단락 위험성이 감소되고 전

지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전극, 제2 전극 및 그 사이에 개재된 세퍼레이터를 포함하는 전극조립체;

상기 전극조립체를 수용하는 캔; 및

상기 전극조립체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캔의 내측면을 향하여 적어도 하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절연 케이스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케이스는 평판형 본체부를 포함하며, 상기 본체부 가장자리에 적어도 하나의 돌기가 형성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는 상기 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의 장측변과 단측변의 경계 부근에 2쌍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

차 전지.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의 장측변 중심부에 적어도 1쌍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

지.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케이스는 상기 본체부의 단측변 또는 장측변에 적어도 하나의 지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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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상방향으로 돌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상기 본체부와 일체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에 전극탭 인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에 전해액 유입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의 장측변에 전극탭 인출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돌기는 단면이 반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케이스는 절연성 고분자 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케이스는 폴리프로필렌,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폴리에테르술폰, 변성 폴리페닐렌옥사이드 중

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이차 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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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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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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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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