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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 제조 방법 및 그를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

(57) 요약

본 발명의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은 내부 코아, 상기 내부 코아를 둘러싸는 외부 벌크부 및 상기 외부 벌크부를 둘

러싸는 외부쉘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코아와 상기 외부 벌크부의 접촉 경계면에서 상기 외부 벌크부와 상기 외부쉘의 접

촉경계면까지 금속 조성이 연속적인 농도구배로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은 향상된 열적

안정성, 수명 특성 및 고용량 특성을 갖는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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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코아;

상기 내부 코아를 둘러싸는 외부 벌크부; 및

상기 외부 벌크부를 둘러싸는 외부쉘을 포함하는 활물질로서,

상기 내부 코아와 상기 외부 벌크부의 접촉 경계면에서 상기 외부 벌크부와 상기 외부쉘의 접촉경계면까지 전이 금속이 연

속적인 농도 구배로 존재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코아의 부피는 전체 양극 활물질의 35 내지 95 부피%인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코아와 상기 외부쉘의 전이금속 농도차는 10몰% 내지 70몰%인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코아의 평균 입경은 2 내지 25μm인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 활물질의 평균 입경은 3 내지 30μm인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쉘의 두께는 상기 전체 양극 활물질 반경에 대해서, 10 내지 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삼중층 구조를 가지는 리

튬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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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 코아는 하기 화학식 1을 가지는 리튬-함유 화합물을 포함하고,

상기 외부쉘은 하기 화학식 4, 화학식 5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리튬-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화학식 1]

Li1+δ[CoaMnbMcNi1-(a+b+c)]O2-ρXρ

(상기 식에서 0≤δ≤0.2, 0≤a≤0.5, 0≤b≤0.2, 0≤c≤0.1, 0≤a+b+c≤0.5, M은 Mg, Zn, Ca, Sr, Cu, Zr, P,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X는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ρ≤0.3)

[화학식 4]

Li1+δ[NixMnx-y/2Co1-2x-zMyNz]O2-ρXρ

(상기 식에서 0≤δ≤0.2, 0≤x≤1, 0≤y≤0.1, 0≤z≤0.1, x≤(1-z)/2, M은 Mg, Zn, Ca, Sr, Cu, Zr,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N은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X는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ρ≤0.3)

[화학식 5]

Li1+δ[NixMnx+yCo1-2(x+y)My]O2-ρXρ

(상기 식에서 0≤δ≤0.2, 0≤x≤1, 0≤y≤0.1, x≤(1-2y)/2, M은 Mg, Zn, Ca, Sr, Cu, Zr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N은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

어도 하나의 원소, X는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ρ≤0.3)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에서,

Co, Mn, Ni의 산화수는 +3가 이고,

M은 +2가, +3가, +4가, +5가 또는 +6가 인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4 및 화학식 5에서,

Ni의 산화수는 +2가 이고,

Mn의 산화수는 +4가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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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의 산화수는 +3가 이고,

M은 +2가 이고,

N은 +3가인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청구항 10.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1 금속염 수용액, 킬레이팅제 및 염기성 수용액을 반응기에 동

시에 혼합하여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반응기에 킬레이팅제, 염기성 수용액, 및 제2 금속염 수용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의 표면에 연속적인 농도 구배를 가지는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성하는 단계(여기에서 제2 금속염 수용액의 전이

금속 농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킴);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3 금속염 수용액을 상기 반응기에 공급하여, 상기 제2 금속 수

산화물 침전물 표면을 둘러싸는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침전물을 건조시키거나 열처리하여 활물질 전구체를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활물질 전구체 및 리튬염을 혼합한 후,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제조 단계에서 상기 제1 금속염 수용액은 0.5 내지 3M의 농도를 갖는 것인 리튬 이차 전

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제조 단계에서 상기 킬레이팅제와 상기 제1 금속염 수용액의 몰비는 0.2 내지 0.5 : 1인 것

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금속 수산화물 제조 단계는 반응시간을 1 내지 10시간으로 조절하여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의 두께를 조절하

는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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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물질 전구체 제조 단계는 110 내지 200℃에서 15 내지 30시간 건조시키거나, 400 내지 550 ℃에서 4 내지 10시간

가열하여 실시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하는 단계는,

(a)250 내지 650℃에서 5 내지 20시간 유지시켜 예비 소성하는 단계,

(b)700 내지 1100℃에서 10 내지 30시간 소성하는 단계,

(c)600 내지 750℃에서 10 내지 20시간 어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단계 전에, 상기 활물질 전구체 및 리튬염을 제2 킬레이팅제와 혼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킬레이팅제는 구연산, 주석산, 글리콜산, 말레인산,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청구항 19.

제10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라 제조된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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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 제조 방법 및 그를 사용한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고

용량을 구현할 수 있고, 열적 안정성 및 수명 특성이 향상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그 제조 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전자, 통신, 컴퓨터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PC 등이 출현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

고 있으며, 이들 휴대용 전자정보통신기기들을 구동할 동력원으로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991

년 소니사에 의해 상업화 된 리튬 이온 전지는 니켈-카드뮴 전지, 니켈-수소전지 등과 비교하여 큰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기관과 리튬 이차 전지를 하이브리드화(hybrid)한 전기자동차

용 동력원에 관한 연구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용의 대형 전지로서 에너지

밀도 관점에서 리튬 이온 전지 사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 단계이고 특히 안전성의 관점에서 니켈 수소 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가격과 낮은 열적 안정성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당면 과제이다.

현재 시판되는 소형 리튬 이온 이차 전지는 양극 활물질로 LiCoO2를, 음극 활물질로 탄소를 사용한다. LiCoO2는 안정된

충방전특성, 우수한 전자 전도성, 높은 열적 안정성 및 평탄한 방전전압 특성을 갖는 뛰어난 물질이나, 코발트는 매장량이

적고 고가인 데다가 인체에 대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양극 재료 개발이 요망된다.

LiCoO2와 같은 층상 구조를 갖는 LiNiO2는 방전용량이 크고 저 가격 특성을 갖지만 순수한 층상 구조를 갖는 물질을 합성

하기 어렵고, 충전 후 반응성이 매우 좋은 Ni4+ 이온 때문에 록솔트(rocksalt)형 구조를 갖는 LixNi1-xO로 전이 되면서 과

량의 산소를 방출하므로 수명 및 열적 불안정성 때문에 아직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니켈의 일부를

전이 금속 원소로 치환하여 발열 시작 온도를 약간 고온 측으로 이동시키거나 급격한 발열을 방지하는 발열 피크의 브로드

(broad)화 등이 시도되었으나 (T.Ohzuku et al., J. Electrochem.Soc.,142, 4033(1995)，특개평 ９－237631호 공보)，

아직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니켈의 일부를 코발트로 치환한 LiNi1-xCoxO2(x=0.1-0.3) 물질의 경우 우수한 충방전특성과 수명특성을 보이나, 열

적 안정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Ni자리에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Mn으로 일부 치환한 Li-Ni-Mn계 복

합산화물 또는 Mn 및 Co로 치환한 Li-Ni-Mn-Co계 복합산화물의 조성과 그 제조에 관련된 기술도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일본특허 공개번호 평 8-171910호에는 Mn과 Ni의 혼합 수용액에 알칼리 용액을 혼합하여 Mn과 Ni을 공침시

키고, 이 공침 화합물에 수산화리튬을 혼합한 후에　소성하여 LiNixMn1-xO2(0.7≤x≤0.95)의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방

법이 개시되어있다.

최근에는 일본특허 출원번호 제2000-227858호에는 LiNiO2나 LiMnO2에 전이 금속을 부분 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Mn

과 Ni 화합물을 원자레벨에서 균일하게 분산시켜 고용체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양극 활물질이 개시되어있다.　 그러나

유럽특허 제0918041호나 미국특허 제6040090호에 따르면, LiNi1-xCoxMnyO2 (0<y≤0.3)는 기존의 Ni과 Co만으로 구

성된 재료에 비해 향상된 열적 안정성을 가지나, Ni4+의 반응성으로 인해 상업화하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유럽특허 0872450 A1과 B1에서는 Ni 자리에 Co와 Mn 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이 치환된 LiaCobMncMdNi1-(b+c+d)

O2(M=B, Al, Si. Fe, Cr, Cu, Zn, W, Ti, Ga) 형을 개시하였으나, 여전히 Ni을 포함하는 활물질의 열적 안정성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LiCoO2 대체 재료로 가장 각광받는 층상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로 니켈-망간과 니켈-코발트-망간이 각각 1:1 혹은 1:1:1

로 혼합된 Li[Ni1/2Mn1/2]O2와 Li[Ni1/3Co1/3Mn1/3]O2 등을 들 수 있다.　 이 재료들은 LiCoO2에 비해 저가격, 고용량,

우수한 열적 안정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나, LiCoO2에 비해 낮은 전자전도도로 인해 고율특성과 저온특성이 떨어지며, 낮

은 탭 밀도로 인해 용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지 않는다.　 특히 이 재료들을 전자전도도가

낮아 (J. of Power Sources, 112(2002) 41-48) 전기자동차용 하이브리드(hybrid) 전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고출력 특성이

LiCoO2, LiNiO2, 및 LiMn2O4에 비해 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Rm형 층상 결정구조를 갖는 리튬 전이 금속계 산화물로는 LiCoO2, LiNiO2, LiNi1-xCoxO2,

LiNi1-x-yCoxMyO2 (M=Mn, Al, Mg, Ti, Ti1/2Mg1/2), LiNi1/3Co1/3Mn1/3O2, LiNi1/2Mn1/2O2, LiNixCo1-2xMnxO2, Li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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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xCo1-2xMnx]1-zO2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입자표면과 벌크에서의 조성이 균일하다. 우수한 양극 성

능을 갖기 위해서는 양극 분말 입자의 내부와 표면에서의 작용하는 기능이 서로 달라야 한다.　 즉 입자내부에서의 조성은

리튬의 삽입/탈리 자리가 많고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입자표면에서는 산소 방출이 작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전해

액과의 반응성이 작아야 한다.

양극 활물질의 표면 조성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으로는 표면코팅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코팅양은 양극 활물질 대비 1 내지

2wt% 이하의 작은 양으로 코팅 층은 수 나노미터 정도의 매우 얇은 박막 층을 형성하여 전해액과의 부반응을 억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거나, 코팅 후 열처리 온도가 높은 경우 분말 입자의 표면에 고용체를 형성하여 입자 내부와 다른 금속 조성

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코팅물질과 결합한 표면층이 수 십 나노미터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코팅 층과 입자 벌크

와의 급격한 조성차이가 있어 수백 싸이클의 장기 사용 시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상기 코팅 층이 표면에 고루

분포하지 않은 불완전한 코팅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상기 코팅법은 J. Choetal. J. Electrochem. Soc., 149, A127

(200 ), J. Dahn et al., Electrochem. and Solid State Lett., 6, A221 (2003)., USP 6,555,269호, USP6,274,273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한국특허 출원번호 제10-2005-7007548호에 금속조성의 농도 구배를 갖는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에 대한 특허가 제안되어 있다. 이 방법은 수산염이나 탄산염법으로 내부 물질을 합성한 후에 외부에 다른 조성을

갖는 물질을 입힌 이중층으로 합성 후 리튬염과 열처리하거나, 내부 물질은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여 외부 층을

수산화물이나 탄산염을 사용한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합성 시 내부 층과 외부 층의 금속 조성을 다르게 합성할 수 있으나, 생성된 양극 활물질에서 금속 조성

이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금속 조성의 점진적인 구배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850℃ 이상의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금속이온들의 열 확산으로 인해 농도 구배차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 발명

으로 합성된 분말은 킬레이팅제인 암모니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말의 탭 밀도가 낮아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이 방법은 내부 물질로 리튬 전이 금속 산화물을 사용할 경우 외부 층의 리튬 양 제어

가 곤란하여 재현성이 떨어진다.

한국특허 출원번호 제10-2004-0118280호에는 코아-쉘 구조를 갖는 이중층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이 특허에서는 코아

에는 높은 용량 특성을 갖는 양극 조성을 외부쉘에는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양극 조성물을 조합하여 고용량 특성과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재료를 보고하고 있다. 내부 코아와 외부쉘이 만나는 계면에서 금속 원소들의 확산으로 인해 두 계면 사

이의 연속적인 농도 분포를 갖는 층의 형성이 어렵다.

또한, 일본특허 공개번호 제2003-203631호에 따르면 Ni계 양극 활물질의 열적 안정성과 수명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명특성과 열적 안정성은 우수하나 전도성과 방전용량이 떨어지는 고안전성 복합산화물 LiNi0.65Mn0.35O2, 과 전도성과

방전용량 특성은 우수하나 수명특성과 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전도성 복합산화물 LiNi0.7Co0.3O2을 15내지 85 중량%

로 혼합한 복합양극 활물질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복합 산화물인 경우 고안전성 복합산화물의 혼합비가 증가 할수록

수명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고전도성 복합산화물의 혼합비가 증가 할수록 고율 특성이 우수하였다. 즉, 고율과 수명 특성

이 모두 만족시키는 우수한 양극 활물질을 얻을 수가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향상된 전지 안전성, 수명 특성 및 고

용량 특성을 나타내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내부 코아, 상기 내부 코아를 둘러싸는 외부 벌크부, 및 상기 외부 벌크부를 둘러

싸는 외부쉘을 포함하는 활물질로서, 상기 내부 코아와 상기 외부 벌크부의 접촉 경계면에서 상기 외부 벌크부와 상기 외

부쉘의 접촉경계면으로 전이 금속 조성이 연속적인 농도구배로 존재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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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1 금속염 수용액, 킬레이팅제 및 염기성 수용

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반응기에 킬레이팅제, 염기성 수용액, 및 서로

다른 전이 금속 농도를 가지는 제2 금속염 수용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의 표면에 연속

적인 농도 구배를 가지는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성하는 단계;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3 금

속염 수용액을 상기 반응기에 공급하여, 상기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표면을 둘러싸는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침전물을 건조시키거나 열처리하여 활물질 전구체를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활물질 전구체 및 리튬염

을 혼합한 후 열처리하여 활물질 전구체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양극활물질은, 내부 코아, 상기 내부 코아를 둘러싸는 외부 벌크부, 및 상기 외부 벌크부를 둘러싸는 외부쉘을

포함하는 활물질로 구성되고, 상기 내부 코아와 상기 외부 벌크부가 접촉하는 경계면에서 상기 외부 벌크부와 상기 외부쉘

의 경계면까지 전이 금속이 연속적인 농도 구배로 존재한다.

상기 내부 코아는 활물질 입자의 중심부와 그 주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기 외부 벌크부는 내부 코아의 최외각부에

서 외부쉘의 최내각부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기 외부쉘은 활물질 입자의 표면부와 그 주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 내부 코아의 부피는 전체 양극 활물질 입자의 35 내지 95 부피%,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90 부피%, 및 보다 바람직하

게는 50 내지 90 부피%이다. 내부 코아의 부피가 35 부피% 미만이면 방전용량이 감소하며, 95 부피% 이상이면 열적 안정

성이 떨어진다.

상기 내부 코아의 평균 입경은 2 내지 25μm이고, 바람직하게는 2 내지 17μm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2 내지 15μm이다.

상기 내부 코아의 평균입경이 2μm 보다 작으면 방전용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고, 25μm이상이면 열적 안정성이 저하

되는 문제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 내부 코아의 전이 금속 농도는 상기 외부쉘을 기준으로 적어도 10몰% 이상, 바람직하게는 10몰% 내지 70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15몰% 내지 60몰%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 코아의 전이 금속 농도와 외부쉘의 전이 금속

농도차가 10몰% 미만이면 입자 내부에서 전이 금속의 농도 구배를 관찰하기가 어렵다.

상기 외부 벌크부의 전이 금속 조성은 내부 코아와의 접촉 경계면에서부터 외부쉘과의 접촉 경계면까지 연속적으로 변한

다.　 이때, 상기 내부 코아와 접촉한 경계면은 내부 코아와 동일한 전이 금속 조성을 갖고, 외부쉘과 접촉한 경계면은 외

부쉘과 동일한 전이 금속 조성을 가지며, 외부 벌크부 내부에서는 전이 금속의 연속적인 농도 구배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이 금속의 연속적인 농도 구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리튬을 제외한 전이 금속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

는 농도분포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도분포는 활물질 내부 코아의 최외각부에서 외부쉘의 최내각부까지 0.1μm당 전이

금속 농도의 변화가 0.1 내지 30몰%,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0 몰%,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몰%의 차이가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상기 외부 벌크부의 농도 구배는 상기 내부 코아와 상기 외부쉘이 접하는 계면에서의 전이 금속 조성의 급격한 차이로 발

생할 수 있는 불순물상의 생성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급격한 상경계 영역이 나타나지 않아 결정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농도 구배를 갖는 전이 금속으로, 폭발의 위험이 없고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금속을 배치함으로써, 열적 안

정성 및 전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내부 코아의 표면에 외부 벌크부가 형성된 입자를 2차 입자라고 하면, 이러한 2차 입자의 평균 직경은, 2.5 내지

27μm이고,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8μm이다.　 2차 입자의 평균 직경이 상기 범위(2.5-27μm)내에서는 충전성을 높이고

코팅력을 향상시켜 전극을 고용량화 할 수 있다.　

상기 외부쉘의 두께는 상기 전체 양극 활물질 반경에 대해서, 10 내지 50% 이다. 상기 외부쉘의 두께가 상기 범위 내에서

는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바람직하고, 만약 상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방전 용량이 감소하는 문제

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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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부 코아는 하기 화학식 1의 리튬-함유 화합물로 표현될 수 있다.　 하기 화학식 1은 고용량 특성의 Ni을 다량 함유

한 것이어서, 고용량 특성을 지닌 양극 활물질의 제조가 가능하다.

[화학식 1]

Li1+δ[CoaMnbMcNi1-(a+b+c)]O2-ρXρ

(상기 식에서 0≤δ≤0.2, 0≤a≤0.5, 0≤b≤0.2, 0≤c≤0.1, 0≤a+b+c≤0.5, M은 Mg, Zn, Ca, Sr, Cu, Zr, P,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X는 F, Cl, Br, I 등의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ρ≤0.3).

이때, 상기 화학식 1에서,

Co, Mn, Ni의 산화수는 +3가 인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M의 산화수는 +2가, +3가, +4가, +5가 또는 +6가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외부 벌크부는 하기 화학식 2 및 3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외부 벌크부가 하기 화학식 2의 리튬-함유 화합물을 포함하고 Ni의 함량이 60 몰%미만인 경우 만 충전 시 전이 금속

중에서 차지하는 Ni4+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열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기 화학식 3의 리튬-함유 화합물을 포

함하는 경우 그 열적 안정성이 LiCoO2 보다 우수하다.

[화학식 2]

LiaNi1-x-y-zCoxMnyMzO2-δXδ

(상기 식에서 0.95≤a≤1.2, 0.01≤x≤0.4, 0.01≤y≤0.5, 0.002≤z≤0.2, 0.4<x+y+z≤0.95, M은 Mg, Al, Cr, V, Ti, Cr,

Fe, Zr, Zn, Si, Y, Nb, Ga, Sn, Mo, W,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X는 F,

Cl. Br, I 등의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δ≤0.1)

[화학식 3]

LiaNixCo1-2xMnx-yMyO2-δXδ

(상기 식에서 0.95≤a≤1.2, 0.01≤x≤0.5, 0≤y≤0.1, M은 Mg, Al, Cr, V, Ti, Cr, Fe, Zr, Zn, Si, Y, Nb, Ga, Sn, Mo, W,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X는 F, Cl. Br, I 등의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δ≤0.1)

한편, 전해질과 접하는 상기 외부쉘은　하기 화학식 4의 리튬-함유 화합물, 전이 금속 산화수가 Ni2+, Co3+, 또는

Mn4+인 하기 화학식 5의 리튬-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기 화학식 4 및 5는 전해질과 반응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Ni을 소량만 함유하고,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Mn금속을 다량 함유한 것이어서, 전지의 수명 특성, 열

적 안정성, 및 전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외부쉘은 화학식 4의 화합물 및 화학식 5의 화합물이 서로 다른 코팅층을 형성하여 다중층 구조로 형성될 수 있

다.

[화학식 4]

Li1+δ[NixMnx-y/2Co1-2x-zMyNz]O2-ρX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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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0≤δ≤0.2, 0≤x≤1, 0≤y≤0.1, 0≤z≤0.1, x≤(1-z)/2, M은 Mg, Zn, Ca, Sr, Cu, Zr,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N은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X는 F, Cl, Br, I 등의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ρ≤0.3)

[화학식 5]

Li1+δ[NixMnx+yCo1-2(x+y)My]O2-ρXρ

(상기 식에서 0≤δ≤0.2, 0≤x≤1, 0≤y≤0.1, x≤(1-2y)/2, M은 Mg, Zn, Ca, Sr, Cu, Zr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 N은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

어도 하나의 원소, X는 F, Cl, Br, I 등의 할로겐 원소 또는 황, 0≤ρ≤0.3)

또한, 상기 화학식 4 및 화학식 5에서,

Ni의 산화수는 +2가 이고,

Mn의 산화수는 +4가 이고,

Co의 산화수는 +3가 이고,

M은 +2가 이고,

N은 +3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내부 코아, 외부 벌크부, 및 외부쉘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입자 전체의 평균 입경은 3 내지 30μm인 것이 바람직하

고, 3 내지 20μm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양극 활물질 입자의 평균입경이 3μm보다 작을 경우, 농도 분포를 갖는

활물질의 합성이 어렵고, 30μm보다 클 경우 리튬 이온의 이동거리가 길어져 율 특성이 현저히 떨어져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양극 활물질 입자는 내부에서부터 전이 금속 이온의 농도가 연속적으로 변하여, 입자 내부 코아에서 고

용량 특성을 구현한다.　 또한, 입자 표면에서는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전이 금속을 배치하여, 전해액과의 반응성을 최소

화시켜 수명특성을 향상시키고, 고온에서의 전지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외부 벌크부에서 전이 금속이 연속적인 농도 구배를 갖기 때문에, 내부 코아와 외부 벌크부 및 외부 벌크부와 외부쉘

의 경계면에서 급격한 상 경계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 결정 구조가 안정화된다.

아울러, 본 발명의 양극 활물질 입자는, 촉매 활성이 뛰어난 Ni4+와 전해액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기공이 거의 없고 밀도가

높은 외부 벌크부에 의해 둘러싸여 전해액과의 접촉이 방지된다. 따라서, Ni4+와 전해액이 접촉하여 발생하는 양극 활물질

의 고온 스웰링(Swelling)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외부 벌크부의 금속 조성이 연속적인 농도 분포를 갖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방법을 도

1을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방법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1 금속

염 수용액, 킬레이팅제 및 염기성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제조하는 단계(S1); 상기 반응

기에 킬레이팅제, 염기성 수용액, 및 서로 다른 전이 금속 농도를 가지는 제2 금속염 수용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의 표면에 연속적인 농도 구배를 갖는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성하는 단계(S2); 니켈, 코

발트, 망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3 금속염 수용액을 상기 반응기에 공급하여, 상기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표면을 둘러싸는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성하는 단계(S3); 상기 침전물을 건조시키거나 열처리하여 활물질

전구체를 제조하는 단계(S4); 상기 활물질 전구체 및 리튬염을 혼합한 후, 열처리하여(S5); 활물질을 제조하는 단계(S6)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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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제조 단계로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제1 금속염 수용액,

킬레이팅제 및 염기성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구형의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얻는다. 이러한 제1 금속 수산화

물 침전물은 내부 코아를 구성한다

상기 제1 금속염 수용액은 니켈염, 코발트염, 망간염, 및 전이 금속 포함하는 염을 용매에 첨가하여 제조할 수도 있고 각각

의 니켈염; 코발트염; 망간염; 및 Mg, Zn, Ca, Sr, Cu, Zr, P, Fe, Al, Ga, In, Cr, Ge, Sn,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된 2종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금속염으로는 황산염, 질산염, 초산염, 할라이드, 수산화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물에 용해될 수 있으면 되므로 특

별히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기 제1 금속염 수용액은 고용량 특성을 가지도록 니켈, 코발트, 망간, 및 전이 금속의 몰 비를 조절하여 혼합한다.

이러한 몰 비는 얻고자 하는 최종 내부 코아의 금속 조성에 따라 용이하게 산출될 수 있다. 상기 제1 금속염 수용액의 농도

는 0.5M 내지 3M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킬레이팅제로는 암모니아 수용액, 황산 암모늄 수용액, 이들의 혼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킬레이팅제와 제1

금속염 수용액의 몰 비는 0.2 내지 0.5: 1인 것이 바람직하고, 0.2 내지 0.4: 1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킬레이팅제

의 몰 비를 제1 금속 수용액 1몰에 대하여 0.2 내지 0.5로 한 것은 상기 킬레이팅제는 금속과 1 대 1 이상으로 반응하여 착

재를 형성하지만, 이 착제가 NaOH와 같은 염기성 수용액과 반응하고 남은 킬레이팅제가 중간 생성물로 변하여 다시 킬레

이팅제로 회수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것이 양극 활물질의 결정성을 높이고 안정화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

이기 때문이다.

상기 염기성 수용액의 예로는 NaOH 및 KOH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염기성을

띄는 수용액이라면 어떠한 것도 사용 가능하다.

상기 염기성 수용액의 농도는 4M 내지 5M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제조 단계 반응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니켈염, 망간염, 코발트염,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염들을 증류수에 용해한 후, 킬레이팅제, 염기성 수용액과 함께 각각 반응기에 투입하여 침전이 일어난다. 공침법은

수용액 중에서 중화반응을 이용하여 2원소 이상을 동시에 침전시켜 복합수산화물을 얻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상기 혼합용액이 상기 반응기 내에 체류하는 평균시간은 4 내지 12시간으로 조절하고, pH는 10 내지 12.5, 바람

직하게는 10.5 내지 11.5로 조절하고, 반응기의 온도는 50℃ 내지 80℃로 유지한다. 이렇게 반응기의 온도를 높이는 이유

는 생성된 코발트 수산화물이 낮은 온도에서는 착염 형태로 침전되기 때문에 고밀도 복합수산화물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

다. 상기 반응기 내에서의 반응시간은 8 내지 30 시간,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에 서로 다른 전이 금속 농도를 가지는 제2 금속염 수용액, 킬레이팅제, 및 염기

성 수용액을 공급한다. 이때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둘러싸는 외부 벌크부가 금속 조성의 연속적인 농도 분포를

갖기 위해서는 농도 분포가 다른 제2 금속염 수용액을 탱크에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외부 벌크부의 금속 조성의 농도분포

와 기울기는 원료탱크에 공급하는 제2 금속염 수용액의 조성과 공급율로 조절한다. 전이 금속 조성이 연속적인 농도 구배

를 갖는 외부 벌크부의 두께는 반응기 내에서의 외부 벌크부 전구체의 합성 시간으로 조절한다. 이로써 일정 농도 분포를

가지는 제2 금속 수산화물의 침전물이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의 표면을 둘러싼다.

상기 제1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제조단계 및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제조단계에서 전이 금속 수용액의 반응 분위기는

질소 흐름 하에서, pH는 10 내지 12.5 이내, 반응온도는 30 내지 80℃ 이내이며, 반응 교반 속도는 500 내지 2000 rpm 이

내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공정에 의하여 농도 구배를 갖는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의 형성 후, 제3 금속염 수용액을 상기 반응기에 공급하여,

상기 제2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표면을 둘러싸는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을 형성한다(S3).

상기 제3 금속염 수용액은 니켈염, 코발트염, 망간염, 및 전이 금속 포함하는 염을 포함하며, 이들 염은 상기 제1 금속염 수

용액에서와 동일한 염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니켈염, 코발트염, 망간염, 및 전이 금속 포함하는 염의 몰비는 얻고자 하는

외부 쉘의 금속 조성에 따라 용이하게 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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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 형성시, 반응 시간을 1 내지 10시간으로 조절함으로써, 제3 금속 수산화물 침전물의 두께

를 조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얻어진 침전물을 건조 및 열처리하여 내부 코아, 연속적인 금속의 농도분포를 갖는 전이 금속 수산화물을

포함하는 외부 벌크부, 및 외부쉘을 형성한다(S4). 상기 건조공정은 110 내지 200℃에서 15 내지 30시간 건조할 수 있다.

상기 범위에서 실시하면 침전물에 포함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침전물을 열처리하면 니켈, 코발트, 망

간, 및 선택적으로 전이 금속을 함유하는 금속 산화물을 얻을 수도 있다. 상기 열처리 온도는 400 내지 550℃에서 4 내지

10시간 가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얻어진, 내부 코아, 전이 금속의 연속적인 농도 구배를 갖는 외부 벌크부, 및 외부쉘로 이루어진 활물질 전구체

에 리튬염을 혼합한 후 열처리하여 활물질을 얻는다(S5). 이때 최종 활물질은 내부 코아, 전이 금속의 연속적인 농도 구배

를 갖는 리튬 복합금속산화물을 포함하는 외부 벌크부, 및 외부쉘로 이루어진다. 상기 열처리 공정은 활물질 전구체와 리

튬 염을 혼합한 후 700 내지 1100℃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처리 분위기는 공기나 산소의 산화성 분위기가 바람직하고 열처리 시간은 10 내지 30 시간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열

처리 공정 전에 250 내지 650℃에서 5 내지 20시간 유지시켜 예비 소성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열처리 공정 후에

600 내지 750℃에서 10 내지 20시간 어닐링 공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열처리 공정(S5)전에, 상기 건조 및 열처리 공정(S4)에서 제조된 상기 활물질 전구체, 리튬염, 및 제2 킬레이팅

제를 혼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더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제2 킬레이팅제로는 구연산, 주석산, 글리콜산, 말레인산,

및 이들의 혼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반응기는 회전날개가 역날개식으로 설계되고, 1 내지 4개의 배플(baffle)이 내벽과 2 내지 3cm 이격된 구조이며, 또

한 이 배플(baffle)들은 반응기 내부의 상하부분의 혼합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실린더 형태의 원통을 배플과 회전날개

사이에 설치한다. 역날개식 설계도 상하 균일 혼합을 위한 것이고, 반응기의 내면에 설치된 배플을 내벽과 이격시키는 것

은 물결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며, 터블런트(turbulent) 효과를 증대시켜 반응액의 지역적 불균일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상기 반응기를 이용한 경우, 기존의 반응기를 사용한 경우 보다 얻어진 복합 수산화물의 탭 밀도는 약 10%

이상 향상된다. 복합 수산화물의 탭 밀도는 1.95 g/㎤, 바람직하게는 2.1 g/㎤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2.4 g/㎤이다.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전이 금속의 농도 구배를 갖는 외부 벌크부 구조를 갖는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비표면적

은 0.1 m2/g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0.1 내지 3 m2/g 이하인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상기 비표면적이 0.1 m2/g 미만이면

전지 내부에서의 반응성이 낮아져 전지의 특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내부 코아와 전이 금속의 연속 적인 농도 구배를 가지는 외부 벌크부 및 외부쉘 구조를 갖는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를 제공한다.　 상기 리튬 전지는 상기 구성을 가지는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음극 활물질

을 포함하는 음극 및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퍼레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양극, 음극, 세퍼레이터에 함침되어 존재하는

전해질을 포함한다.

상기 음극 활물질로는 가역적으로 리튬 이온을 흡장/방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인조 흑연, 천연 흑연, 흑

연화 탄소섬유, 비정 소 등을 포함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금속 리튬도 음극　활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전해질

은 리튬염과 비수성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액상의 전해질일 수도 있고, 폴리머 겔 전해질일 수도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지만, 이들 실시예로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시예 1: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반응기(용량 4L, 회전모터의 출력 80W이상)에 증류수 4L를 넣은 후 질소가스를 반응기에 1L/분의 속도로 버블링하며 공

급하여 반응기 내부의 용존산소를 제거하였다.　 상기 반응기의 온도를 50℃로 유지시키면서 1000rpm로 교반날개를 회

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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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응기에 황산니켈, 황산망간, 및 황산코발트를 1.80 : 0.19 : 0.41 몰비로 혼합한 2.4M 농도의 제1 금속염 수용액을

0.3L/시간으로, 0.2M 농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0.03L/시간씩 연속적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4.8M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공급하여 pH가 11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임펠러 속도는 1000rpm으로 조절하였다. 유량을 조절하여 용액의 반응기 내의 평균체류시간은 6시간 정도가 되도록 하

였다.　 반응이 정상상태에 도달 한 후에 상기 반응물에 대해 정상상태 지속시간을 주어 좀더 밀도 높은 복합금속수산화물

을 얻도록 하였다.

정상상태에 도달한 상기 복합금속수산화물의 입자 크기가 8 내지 13μm가 되는 시점에서 공급되던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및 황산망간 금속 수용액의 용량을 4L로 고정 시킨 후에 농도 분포를 갖는 외부 벌크 형성을 위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및

황산망간을 포함하는 제2 금속염 수용액의 몰 비가 75 : 8 : 17 에서 40 : 30 : 30 이 될 때 까지, 제2 금속염 수용액의 농도

를 변화시키면서 반응을 지속하였다.

제2 금속염 수용액의 몰 비가 40 : 30 : 30 에 이르면 그 몰 비를 유지한 상태로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을 지속하

여 농도 구배를 가지는 구형의 니켈망간코발트 복합 수산화물을 얻었다.

정상상태에 도달한 상기 복합금속수산화물에 황산니켈, 황산망간의 몰 비 1:1로 교체한 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반응 시

켰으며 3시간 반응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음으로 오버플로파이프(overflow pipe)를 통하여 구형의 니켈망간코발트 복합수산화물을 연속적으로 얻었다.　 상기

복합금속수산화물을 여과하고, 물 세척한 후에 110℃ 온풍건조기에서 12시간 건조시켜 금속복합산화물 형태의 전구체를

얻었다.

상기 전구체와 질산리튬(LiNO3)을 1 : 1.15 몰비로 혼합한 후에 4℃/min의　 승온 속도로 가열한 후 200 내지 400℃에서

8시간 유지시켜 예비 소성시켰고, 이어서 2℃/min의　 승온 속도로 가열한 후 750℃ 내지 800℃에서 10~20시간 소성시

켰다. 이에 따라 내부는 Li[Ni0.75Co0.08Mn0.17]O2 의 내부 코아로 내부 코아의 표면부터 외부쉘과 접하는 부분까지는

Ni : Co : Mn 의 농도가 75 : 8 : 17 부터 40 : 30 : 30 의 연속적인 구배를 갖는 외부 벌크부로, 외부쉘은 Li[Ni1/2Mn1/2]

O2로 구성된 삼중층을 형성하는 양극 활물질 분말을 얻었다.

비교예 1: 양극 활물질의 제조

황산니켈, 황산망간, 및 황산코발트를 1.80 : 0.19 : 0.41의 몰비로 혼합한 2.4M 농도의 금속 수용액만을 이용하여 전구체

를 합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을 진행하여 [Ni0.75Co0.08Mn0.17](OH)2 전구체 복합산화물

분말을 얻었다.

리튬 이차 전지의 제조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예 1에 따라 제조된 삼중층 구조를 가지는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과 도전제로 아세틸렌블랙,

결합제로는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를 85 : 7.5 : 7.5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상기 슬러

리를 20㎛ 두께의 알루미늄박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120℃에서 진공 건조하여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을 제조하였다.

상기 양극과, 리튬 호일을 상대 전극으로 하며, 두께가 25㎛인 다공성 폴리에틸렌막(제품명:셀가르드엘엘씨제

(Celgard2300)을 세퍼레이터로 하고, 에틸렌 카보네이트와 디에틸 카보네이트가　1 : 1의 부피비로 혼합된 용매에 LiPF6

를 1M 농도로 녹인 전해액을 사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코인 전지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코인 전지를 전기화학 분석장

치(Toyo System, Toscat 3100U)를 사용하여 3.0 내지 4.3 볼트 영역에서 양극 활물질 특성을 평가하였다.

입자 구조 및 사이즈 측정

도 3a는 상기 실시예 1의 전구체 파우더를 110℃ 온풍건조기에서 12시간 건조시킨 복합산화물 분말의 FE-SEM(Ⅹ500)

사진이고,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복합 산화물 분말의 FE-SEM(Ⅹ5000)사진이고, 도 4a는 상기 실시예 1의 전구체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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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를 소성시킨 후 얻어진 소결체 분말의 FE-SEM(Ⅹ500)사진이고, 도 4b는 도 4a에 도시된 소결체 분말의 FE-SEM

(Ⅹ5000)사진이다. 보이는 것과 같이 입자의 형태가 구형의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높은 온도의 소성 후에도 구형

의 입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3c는 도 3a에 도시된 복합산화물 분말의 단면을 촬영한 FE-SEM(Ⅹ4000)이고, 도 4c는 도 4a에 도시된 소결체 분말을

수지에 함침시킨후, 분쇄하여 제조한 파우더 분말의 단면 FE-SEM(Ⅹ4000) 사진이다. 이는 입자의 내부와는 다른 상을

가진 물질이 입자의 외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중층으로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도 5는 상기 실시예 1의 전구체 파우더를 소성시킨 후 얻어진 소결체 분말의 엑스선 회절패턴이다. 소결체 분말들의 회절

피크에서 (006)과 (102) 피크 분리, (018)과 (110) 피크 분리가 잘 나타나 있고, (003)과 (104) 피크비가 1이상 인 것으로

부터 상기 리튬복합산화물은 공간군 R-3m을 가지는 헥사고날(hexagonal)-NaFeO2 구조를 가지며, 삼중층 구조로 형성

된 후에도 결정성이 우수한 층상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상기 삼중층 금속복합산화물 전구체 분말은 평균 입경이 5-10㎛인 구형이었고, 분말의 탭 밀도는 1.7 내지 2.0g/㎤

이었다.

또한, 상기 삼중층 금속복합산화물 소결체 분말은 평균 입경이 5-15㎛인 구형이었고, 분말의 탭 밀도는 2.0 내지 2.5g/㎤

이었다.

전지용량 측정

도 6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소결체 분말을 양극 활물질로 이용하여 제조한 리튬 이차 전지를 3.0 내지 4.3 V 범위에서

0.4㎃로 충방전한 첫 번째 싸이클 결과를 충방전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소결체 분말의 방전 용

량은 171mAh/g으로 현재 상업화 되어있는 LiCoO2의 평균 방전 용량인 160mAh/g 보다 높은 방전 용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지수명 측정

도 7은 (a)실시예 1에서 제조된 삼중층 양극 활물질 분말 및 (b)비교예 1에서 제조된 소결체 분말을 양극 활물질로 이용하

여 제조한 리튬 이차 전지를 3.0 내지 4.3 V 범위에서 0.4㎃h/g로 20회 충방전하면서, 측정한 방전 용량 유지율(%)을 나

타낸 것이다. 이때, 도 7에서 (a)는 실시예 1이고 (b)는 비교예 1이다. 도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시예 1로부터 제조된 삼

중층 양극 활물질을 이용한 리튬 이차 전지는 20회 충방전 후에도 방전 용량 유지율이 거의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비교예 1로부터 제조된 Li[Ni0.75Co0.08Mn0.17]O2을 양극 활물질로 이용한 리튬 이차 전지는 싸이클 수에 따라 방

전 용량 유지율이 점차 감소하여 20회 충방전 후에는 98%미만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적 안정성 측정

도 8은 (a)실시예 1에서 제조된 소결체 분말 및 (b)비교예 1에서 제조된 소결체 분말을 양극 활물질로 이용한 리튬 이차 전

지를 4.3V로 충전한 후에 시차열 분석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으로 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도 8에서 (a)는 실시예 1이고, (b)는 비교예 1이다. 비교예 1의 경우 250℃에서 발열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258℃ 근방에서 주 발열 피크가 나타나지만, 실시예 1로 제조된 삼중층 형성 소결체 분말의 경우 약 267℃ 발열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275℃ 근방에서 주 발열 피크가 나타났다. 이로부터, 삼중층을 형성한 분말의 경우 20℃ 정도의 열

적 안정성의 향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발열량도 비교예 1의 경우에 비교하여 실시예 1의 경우는 60%로 줄

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수산화염 공침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은 내부는 고용량 특성을 갖

는 내부 코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외부쉘 및 농도 구배를 갖는 외부 벌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고용량, 향상된 수명

특성 및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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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방법에 사용된 반응기의 사시도이고,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전구체 파우더를 온풍기에서 건조시킨 복합 산화물 분말의 FE-SEM사진(Ⅹ500)이고,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복합 산화물 분말의 FE-SEM사진(Ⅹ5000)이고,

도 3c는 도 3a에 도시된 복합 산화물 분말 단면의 FE-SEM사진(Ⅹ4000)이고,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전구체 파우더를 소성시켜 제조한 소결체 분말의 FE-SEM(Ⅹ500)사진이고,

도 4b는 도 4a에 도시된 소결체 분말의 FE-SEM사진(Ⅹ5000)이고,

도 4c는 도 4a에는 도시된 소결체 분말을 수지에 함침시킨 후, 분쇄하여 제조한 파우더 분말 단면의 FE-SEM(Ⅹ4000)사

진이고,

도 5는 실시예 1의 전구체 파우더를 소성시킨 후 얻어진 소결체 분말의 엑스선 회절패턴(XRD)이고,

도 6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소결체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코인셀의 충방전 후 수명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도 7은 (a)실시예 1에서 제조한 소결체 분말 및 (b)비교예 1에서 제조한 소결체 분말을 양극 활물질로 이용하여 제조한 리

튬 이차 전지의 충방전 횟수에 따른 방전 용량 유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도 8은 (a)실시예 1에서 제조한 소결체 분말 및 (b)비교예 1에서 제조한 소결체 분말을 시차열 분석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으로 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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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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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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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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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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