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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해액의 분해반응이 억제된 리튬 2차 전지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전해액의 분해반응이 억제된 리튬 2차 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리튬 2차 전지는 집전체와,

그 집전체 상부에 형성되어 활물질과 도전제를 포함하는 활물질층을 구비하는 캐소드, 애노드 및 이들 사이에 개재된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하는데,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형성되

어 있고,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내에 함유된 구성성분 사이의 공극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

하고, 상기 고분자 전해질이 가교성 모노머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전해액의 중합 결과물로 이루어지고, 상

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이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극 

표면에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와 같은 불소계 수지를 도포하여 전극 내부 기공내로

부터 상기 코폴리머가 침투하여 특히 애노드 카본 표면에 도포되어 전해액의 주입시에도 카본과 PC가 직접적으로 접

촉하는 것이 차단되어 PC의 분해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카본과 PC의 분해반응이 억제됨

에 따라 카본으로서, 고가의 MCMB 대신 저렴한 KCF, MCF, PHS 등을 사용할수 있어 제조단가가 줄어들게 되며, 전

극과 겔형 고분자 전해질간의 결착력이 개선된다. 이밖에도 통상적인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는 경우와 비교하

여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얻기 위한 가교 시간이 짧아지고 가교 온도가 낮아지는 잇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라 제조된 캐소드의 단면을 나타낸 주사 전자 현미경(SEM) 사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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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캐소드의 단면을 나타낸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의 싸이클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의 고온 방치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튬 2차 전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기로는 전해액을 구성하는 프로필렌 카보네이

트(PC)와 카본과의 반응을 억제하여 전지의 수명 및 용량 특성이 개선된 리튬 2차 전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

다.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와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신뢰성이 높은 고성능의 소형 2차 전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및 에너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기 자동차의 실현과 심야 유휴 전력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한 대형 2차 전지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2차 전지중에서도 리튬 2차 전지는 높은 

작동전압, 높은 에너지 밀도 등의 우수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주목받고 있다.

리튬 2차 전지는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는 리튬 이온 전지와 고체형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 고분자 전지로 구분가능

하다. 이중에서도 리튬 이온 전지는 사용중에 전해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해액의 

유출이 없고 유연한 형상을 가져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지의 대형화가 가능한 리튬 고

분자 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튬 고분자 전지는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는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인 안정성문제, 제조비용이 고가라는 점, 대형 전

지를 제조하기가 어렵다는 점, 고용량화가 어렵다는 등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리

튬 고분자 전지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충방전에 견딜수 있도록 넓은 전압 범

위에서 안정성을 갖고 이온전도도가 높고, 전극물질이나 전지내의 다른 물질과 화학적, 전기화학적 호환성 등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본 특개평 7-134980, 일본 특개평 7-235328 및 일본 특개평 9-219188은

애노드 제조시 탄소 재료와 고분자 전해질을 혼합한 전극 슬러리를 이용하여 전극 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 이 방법에 의하면, 전기의 도전 경로가 차단되며, 전극의 내부 저항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일본 특개평 10-284131은 활물질 분말에 고분자를 첨가하여 활물질내에 겔상의 전해액 통로가 제공된 리튬 2차 전

지를 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리튬 2차 전지의 전극은 활물질간의 기공(pore)가 많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활물

질간의 결착력이 저하되고 기공의 균일도 및 분포 특성에 의하여 전지 특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 특개평 8-306353에 의하면, 전극 표면에 알칼리 금속을 함유한 폴리에틸렌옥사이드(PEO), 폴리프로필렌옥사

이드(PPO)와 같은 고분자를 도포한 다음, 이를 가교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한 고분자들은 그 자체

적인 물질 특성상 가교후에 많은 부분이 전해액에 녹아나고, 전해액이 전극속에도 침투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편, 리튬 고분자 전지는 고분자 전해질의 형태에 따라 유기 전해액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완전고체형과, 유기 

전해액을 포함하는 겔형으로 나눌수 있다.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과량의 전해액을 고분자 매트릭스 내부에 첨가하여 고분자 호스트 구조와 안정한 겔을 형성한 

것으로서, 완전 고체형 고분자 전해질에 비하여 상온에서의 이온전도도는 높지만, 기계적 특성이 다소 불량하다. 상기

전해액을 구성하는 유기용매로는 에틸렌 카보네이트(EC)나, 프로필렌 카보네이트(PC)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형성하기 위한 가교 공정에서는 비점이 높은 프로필렌 카보네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PC는 애노드 재료인 카본과 반응하여 PC가 분해하여 가스가 발생되어 이로 인하여 전지의 싸이클 특성이 저

하되며, 스웰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해액 특히 PC의 분해 반응을 효과적

으로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전극과 고분자 전해질간의 결착력이 개선된 리튬 2차 전지용 전극 및 이를 채용한 리튬 2

차 전지와,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첫번째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집전체와, 그 집전체 상부에 형성된 활물질층을 구비하는 리튬 2차 전지용 전극에 있어서,

상기 활물질층 상부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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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물질층내에 함유된 구성 성분사이의 공극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용 전

극을 제공한다.

상기 활물질층은 활물질과 도전제를 포함하며, 상기 활물질과 도전제 사이와, 활물질 표면과 도전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한다.

상기 불소계 수지는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 및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이는 저농도의 불소계 수지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도포 및 건조하여 얻

어진 것 인데, 이 때 불소계 수지의 함량은 0.5-7 중량부 특히, 1-3 중량부이고 유기용매의 함량은 93-99.5 중량부

이다.

본 발명의 두번째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집전체와, 그 집전체 상부에 형성된 활물질층을 구비하는 캐소드, 애

노드 및 이들 사이에 개재된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하여 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의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에 함유된 구성 성분사이의 공극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고,

상기 고분자 전해질이 가교성 모노머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전해액의 중합 결과물로 이루어지고,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이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가 제공

된다.

상기 활물질층은 활물질과 도전제를 포함하며, 상기 활물질과 도전제 사이와, 활물질 표면과 도전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한다.

상기 다공성 멤브레인은, 셀룰로오즈계 부직포,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 필름, 폴리에

틸렌 필름, 폴리프로필렌 필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2층 필름 또는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3층 

필름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의 두께는 0.5 내지 10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가교성 모노머는 헥실 아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TMPTA), 

부탄디올 디메타크릴레아트, 디알릴수베레이트, 에틸렌글리콜디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틸아크릴

레이트, 디글리시딜 에스테르, 아크릴아미드 및 디비닐벤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이다.

본원발명에서는, 상기 가교성 모노머와 가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로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폴

리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로니트릴-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 터폴리머, 비닐 아세테이트, 2-비닐-2,3-디옥솔란,

아크릴로모르포린, 비닐메타크릴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제2가교성 모노머가 더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세번째 기술적 과제는 (a)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존재

하고,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내에 함유된 구성성분사이의 공극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도

록, 불소계 수지와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코팅 및 건조하는 단계;

(b)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을 개재하여 전극 구조체를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전극 조립체를 전지 케이스내에 수납하고, 이 전지 케이스내에 가교성 모노머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

어진 전해액을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주입하는 단계;

(d) 상기 (c)단계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중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술한 리튬 2차 전지를 제조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a) 단계에 있어서, 활물질층이 활물질과 도전제를 포함하며, 상기 활물질과 도전제 사이와, 활물질 표면과 도전

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한다.

상기 (c) 단계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조성물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교성 모노머 2-7 중량부와 

전해액 93-98 중량부를 포함한다.

상기 (d) 단계에서 중합은 60 내지 130 ℃에서 가열하거나 또는 e-빔 또는을 γ선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c) 단계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가교성 모노머와 가교 결합할 수 있는 제2가교성 모노머를 더 포함

하며, 이 제2가교성 모노머의 함량이 가교성 모노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5 내지 2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c) 단계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가교성 모노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1 내지 5 중량부의 중합

개시제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전극 표면 상부에 저농도 불소계 수지와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을 코팅 및 

건조하여 전극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극 특히 활물질층을 구성하는 구성성분 사이의 공극

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도록 하여 바람직하게는, 활물질과 도전제 사이와, 활물질 표면과 도전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가 박막 상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전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억제하여 PC의 분해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

고자 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전극 특히 애노드 표면에 불소계 수지 박막을 코팅하게 되면 애노드의

기공을 통하여 애노드 내부로 침투하여 애노드 내부의 카본 표면상 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카본 표면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코팅되게 되면, 카본과 전해액 특히, 프로필렌 카보네이트의 반응으로 인한 PC의 분

해 반응이 억제 또는 최소화되며, 이외에도 전극과 고분자 전해질간의 결착력을 개선할 수 있어서 계면저항이 낮아지

고,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형성하기 위한 가교 시간이 짧아지고 가교 온도가 낮아지는 잇점이 있다.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에서 불소계 수지의 함량은 조성물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0.5 내지 7 중

량부, 특히 1 내지 3 중량부로 저농도 범위를 갖는다. 만약 불소계 수지의 함량이 7 중량부를 초과하면, 전극 표면상

에 형성된 불소계 수지 박막이 두껍게 도포되는 문제점이 있고, 0.5 중량부 미만이면 불소계 수지가 균일하게 도포되

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을 형성하는 불소계 수지의 구체적인 예로는 비닐리덴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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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 및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사용하며, 그중에서도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를 사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 코폴리

머에서 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반복단위의 함량은 10 내지 15 중량%이고,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반복단위의 함량은 

85 내지 9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 중량 평균 분자량은 300,000 내지 600,000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기용매로는 불소계 수지를 용해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인 예로서 테트라하이드로퓨

란(THF), 아세톤, 디메틸 카보네이트 등이 있고, 유기용매의 함량은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93 내지 99.5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유기용 매의 함량이 93 중량부 미만이면, 전극 표면상

에 형성된 불소계 수지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 계면저항이 증가하고 99.5 중량부를 초과하면 불소계 수지가 전극 내부

로 균일하게 침투 또는 도포되기가 어려워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의 두께는 0.5㎛ 내지 1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불소계 수지 박막의 두께가 10 ㎛를 

초과하게 되면, 불소계 수지 박막이 저항체로 작용하여 전지의 이온 전도도가 저하되고, 0.5㎛ 미만이면, 전해액의 분

해 반응 억제 효과가 미미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리튬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극 활물질, 결합제, 도전제 및 용매를 포함하는 전극 활물질 조성물을 이용하여 집전체상에 전극 활물질층을 

형성한다. 이 때 전극 활물질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전극 활물질 조성물을 집전체상에 직접 코팅하는 방법이나 또는 

전극 활물질 조성물을 별도의 지지체 상부에 코팅 및 건조한 다음, 이 지지체로부터 박리하여 얻어진 필름을 집전체 

상에 라미네이션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지지체는 활물질층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인 예로서 마일라 필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집전체는 특별히 제한

되지는 않으며, 박막(foil), 메시형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또는 펀치드 메탈(punched metal) 모두 다 

가능하다. 그리고 애노드 집전체로서 금속 박막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전극 활물질은 캐소드의 경우에는 LiCoO 2 , LiMn 2 O 4 등의 리튬 복합 산화물, 설퍼 화합물을 사용하고

, 애노드의 경우는 카본, 그래파이트 등의  인조흑연 물질(예: MCMB(mesocarbon microbead), MCF(mesocarbon f

iber), PHS(상품명, 일본탄소사)이 사용되며, 도전제로는 카본 블랙(예: MCMB, MCF, 슈퍼피, 아세틸렌 블랙 등) 등

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도전제의 함량은 전극 활물질(예: LiCoO 2 )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1 내지 2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합제로는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VdF/HFP 코폴리머), 폴리비닐리덴플루오

라이드,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또는 그 혼합물이 사용되며, 그 함량은 전극 활물질 100중량

부를 기준으로 하여 5 내지 3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용매로는 통상적인 리튬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인 예로서 아세톤, N-

메틸피롤리돈 등이 있다.

상기 전극 활물질 조성물에는 경우에 따라서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Li 2 CO 3 를 부가하기도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튬 2차 전지 제조시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캐소드와 애노드를 각각 제조한다.

이어서, 상기 캐소드 및/또는 애노드 표면상에 상술한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을 코팅 및 진공건조한다. 이 

때 건조온도는 60 내지 80℃, 특히 70℃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과정에 따라 얻어진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망목 구조를 하는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을 삽입한 다

음, 이를 와인딩(winding)하거나 스택킹(stacking)하여 전극 구조체를 형성한다. 전극 구조체 형성시 스택킹방식에 

따르는 경우, 캐소드, 고분자 전해질, 애노드를 순차적으로 스택킹하여 하나의 단위셀을 형성하고, 이와 동일한 구조

를 갖는 단위셀을 추가로 다층으로 쌓게 되면 고용량화가 가능해진다.

상기 다공성 멤브레인은 지지성을 갖고 있으면서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개재되어 이들간을 절연시키고 비수계 유

기 전해액을 함습할 수 있도록 기공율 30% 이상인 절연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체적

인 예로는, 셀룰로오즈계 부직포,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폴

리프로필렌 필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2층 필름,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3층 필름 등이 있다.

그 후, 이와 같이 형성된 전극 구조체를 전지 케이스에 수납한다. 이어서, 전극 구조체가 수납된 전지 케이스내에 고

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주입한다. 여기서 고분자 전해질형성용 조성물의 주입 과정은 감압 조건하에서 진행하

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과정에 따라 얻어진 결과물을 열처리하여 열중합을 실시하거나 또는 광을 조사하여 광중합을 실시한다. 여기에

서 열중합을 위한 열처리 온도는 60 내지 130℃, 특히 70 내지 80℃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열처리 온도가 60℃ 미

만이면, 전지 내부에 존재하는 모노머 또는 가교제가 완전히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130℃를 초과하면 고온에 의하

여 전해액의 분해 또는 모노머, 가교제 자체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광중합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e-빔 또는 γ-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가교성 모노머 및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전해액을 혼합하여 제조된다.

상기 가교성 모노머로는, 분자내에 최소한 2개의 이중결합을 보유하고 있어서 열 또는 자외선에 의하여 가교를 진행

할 수 있늠 물질이라면 특별하게 제한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예로서, 헥실 아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트리

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TMPTA) 등과 같은 디아크릴레이트 또는 트리아크릴레이트; 부탄디올 디메타크릴

레아트와 같은 디메타크릴레이트 또는 트리메타크릴레이트; 디알릴수베레이트와 같은 디알릴 에스테르 또는 트리알

릴 에스테르; 에틸렌글리콜디메타크릴레이트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틸아크릴레이트; 디글리시딜 에스테르; 

아크릴아미드; 및 디비닐벤젠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사용하며, 그중에서도 2관능성 아크릴계 수

지인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교성 모노머와 전해액의 혼합중량비는 1:1

내지 1:15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교성 모노머가 상기 범위보다 작게 되면 가교 사슬이 너무 작아서 전해액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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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되고 기계적 물성이 취약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반면, 상기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가교된 고분자 매트릭스가 너무 

브리틸(brittle)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원발명의 가교성 모노머를 이용하여 중합을 실시하게 되면 먼저, 말단에 존재하는 이중 결합에서 라디칼이 먼저 형

성되고, 이 라디칼이 다른 고분자와 결합 하여 가교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상기 가교성 모노머와 가교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화합물(제2가교성 모노

머)로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로니트릴-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 

터폴리머, 비닐계 수지(예: 비닐 아세테이트, 2-비닐-2,3-디옥솔란, 아크릴로모르포린, 비닐메타크릴레이트)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하기도 한다.

상기 가교성 모노머를 제2가교성 모노머와 함께 사용하여 중합하게 되면, 첨가된 제2가교성 모노머는 최종적으로 얻

어진 고분자 전해질의 기계적 강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의 함량은 상기 가교성 모노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5 내지 20 중량부를 사용한다. 만약 제2가교성 모노머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온 전도

도가 저하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상기 고분자 전해질 조성물에는 후속의 겔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따라 열중합개시제나 광중합개시

제를 부가하여 가교성 모노머의 중합반응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상기 중합개시제는 본 발명의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합개시라면 특별하게 제한되지는 않는다. 열중합개시제의 구체적인 예로서,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AIBN

), 디아세틸 퍼옥사이드, 큐밀 하이드로퍼옥사이드(cumyl peroxide) 등을 사용하며, 광중합개시제의 구체적인 예로

는 AIBN, 벤조인 벤조일 에틸에테르(benzoin benzoyl ethylether(BEE), 디설파이드(disulfides) 등을 사용한다. 그

리고 중합개시제의 함량은 가교성 모노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1 내지 1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구성하는 전해액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지며, 이의 함량은 가교성 모노

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100 내지 1500 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전해액의 함량이 100 중량부 미만이

면,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특성이 저하되고, 1500 중량부를 초과하면 고분자 전해질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

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 전해액을 구성하는 유기용매는 리튬염으로는 LiClO 4 , LiCF 3 SO 3 , LiPF 6 , LiN(CF 3 SO 2 ) 2 , LiBF 4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사용하며, 상기 제1유기용매는 에틸렌카보네이트(EC), 프로필렌 카보네

이트(PC), 디메틸 카보네이트(DMC), 에틸메틸카보네이트(EMC), 디프로필 카보네이트, 디에톡시에탄, 디메톡시에탄

, 감마부티로락톤, 디옥소란,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틸에테르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본 발

명에서는 전해액으로서, EC/DMC/EMC, EC/DMC/EMC/PC, EC/DMC/PC 또는 EC/PC 혼합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해액을 구성하는 리튬염의 농도는 0.5 내지 1.5M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전지 케이스로서 원통형 또는 각형의 케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파우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중 파

우치 타입은 경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 에너지 밀도를 갖는 전지로 제조하기가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상기 과정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전지 케이스내에 주입하게 되면, 전해액은 전극과 다공성 멤브레인

에 함습되지만,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큰 가 교성 모노머는 스며들지 못하고 전극과 다공성 멤브레인의 표면에 잔류하

게 된다. 여기에 열을 가하거나 광을 조사하면 표면에 잔류하는 가교성 모노머들간에 또는 가교성 모노머와, 이와 가

교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간에 가교 결합이 형성되면서 겔화가 진행되게 된다.

한편, 가교성 모노머들간의 가교 결합 또는 가교성 모노머와 제2가교성 모노머들간의 가교 결합은 전극과 다공성 멤

브레인의 표면에 망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다공성 멤브레인의 내부에 함습된 전해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면서 전극과 다공성 멤브레인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되, 본 발명이 하기 실시예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가교성 모노머로서 카이나 2801(Elf Atochem)(88:12 중량비의 VdF-HFP 코폴리머)1 )g을 THF 99g에 용해하여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을 준비하였다.

LiCoO 2 94g, 슈퍼-P 3g 및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VDF) 3g을 N-메틸-2-피롤리돈에 용해하여 캐소드 활물

질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이 캐소드 활물질 슬러리를 폭이 4.9㎝, 두께가 147㎛인 Al-호일에 도포하고, 이를 건조하

여 캐소드를 제조하였다. 이어서, 상기 캐소드의 표면에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을 코팅한 다음, 이를 8

0℃에서 건조하여 캐소드 표면에 VdF-HFP 코폴리머 박막을 7㎛ 두께로 형성하였다.

이와 별도로, 메조카본파이버(MCF: Petoca사) 90g, PVDF 10g을 N-메틸-2-피롤리돈 80g에 용해하여 애노드 활물

질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이 애노드 활물질 슬러리를 폭이 5.1㎝, 두께가 178㎛인 구리 호일상에 도포한 다음, 이를 

건조하여 애노드를 제조하였다. 이어서, 상기 애노드 상부에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을 코팅한 다음, 이

를 90℃에서 건조하여 애노드 표면에 VdF-HFP 코폴리머 박막을 7㎛두께로 형성하였다.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다공성 VdF-HFP 필름(상품명 Celgard(Hoechest사, 기공율: 30-50%)을 배치하고 이

를 와인딩하여 전극 조립체를 만들었다. 이 전극 조립체를 전지 케이스내에 넣은 다음,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

을 감압하여 주입하였다. 여기에서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전해액(1.3M 3:5:2 중량비 LiPF 6 EC:DMC:PC) 

50g과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아크릴레이트 7.5g과, AIBN 0.5g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이어서, 상기 결과물을 70℃에서 약 15초 동안 경화하여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다.

<실시예 2>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 제조시, 카이나 2801과 THF의 함량이 각각 2 g과 98g으로 변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다.

<실시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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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 제조시, 카이나 2801과 THF의 함량이 각각 3g과 97g, 4g과 96g, 5g과 95g, 6g과 

94g 및 7g과 93g으로 변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

다.

<비교예>
캐소드와 애노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 형성용 조성물을 도포 및 건조하여 VdF-HFP 코폴리머 박막을 형성하

는 과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경화를 위한 열처리가 90℃에서 25초 동안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

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다.

상기 실시예 2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캐소드의 단면 상태를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도 1-2와 같다.

도 1은 상기 실시예 2에 따라 제조된 캐소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도 2는 상기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캐소드의 단

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전극상에 VdF-HFP 코폴리머 박막이 도포된 정도와 VdF-HFP 코폴리머

가 전극 내부로 침투된 정도를 알 수 있다. 도 1의 캐소드는 도 2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극 내부에 VdF-HFP 코폴리머

가 활물질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도 2의 캐소드는 도 1의 경우와 비교하여 기공(pore)이 보다 

많이 분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기 실시예 2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의 싸이클 특성을 조사하여 도 3에 나타내었다.

도 3을 참조하면, 실시예 2의 리튬 2차 전지는 45 싸이클후, 초기 용량의 약 96%정도를 유지하는 데 반하여, 비교예

의 리튬 2차 전지는 45 싸이클후, 초기 용량의 약 89%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전극 표

면에 카이나 2801 박막을 형성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전지의 용량 및 충방전 특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실시예 1-7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스웰링 특성, 방전 용량 및 임피던스 특성을 조사

하였고, 그 결과는 하기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스웰링 특성은 기준 0.1C 화성후의 전지 두께 변화 측정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고, 방전용량은 0.2C 조건에서 측정하였고, 임피던스 특성은 충방전후의 저항값을 특정하여 평가하였다.

[표 1]

구분
카이나 2801 함량

(중량부)
스웨링 두께(mm) 방전(mAh) 임피던스 R(Ω)

표준 - 3.3 320 -

실시예 1 1 7.15 310 0.6

실시예 2 2 5.4 310 0.58

실시예 3 3 - 308 -

실시예 4 4 5.31 289 0.46

실시예 5 5 - 276 -

실시예 6 6 4.73 260 0.33

실시예 7 7 - 230 -

비교예 0 9.39 315 0.75

상기 표 1에서 '표준'이란 1차 충방전후의 상태로 전지 설계시의 규격을 가르킨다.

표 1을 참조하면, 실시예 1-7의 리튬 2차 전지가 비교예의 경우와 비교하여 스웰링 특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계면

저항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기 실시예 1-7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고분자 전해질 형성을 위한 가교 시간 및 

온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시예 1의 리튬 2차 전지가 비교예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교를 위한 열처리 시간이 짧아지고 열처리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극 표면의 고분자와 전해질간의 유사 혼합이 일정온도에서 무정형화 또는 멜

트(melt)화되어 하나의 층으로 재조합되는 현상에서 기인된 것이다.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고온 방치 특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도 4와 같

다.

도 4는 고온에서 방치하였을 때의 발열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서, 비교예는 400분후에 급작스런 발열 반응과 

함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실시예 1의 리튬 2차 전지는 그러한 열폭주 반응이 보이지 

않으며, 1200분 정도가 경과된 후에야 약간의 발열 반응이 나타났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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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극 표면에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와 같은 불소계 수지를 도포하여 전극 내부

기공내로부터 상기 코폴리머가 침투하여 특히 애노드 카본 표면에 도포되어 전해액의 주입시에도 카본과 PC가 직접

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차단되어 PC의 분해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 카본과 PC의 분해반응이 억제됨에 따라 카본으로서, 고가의 MCMB 대신 저렴한 KCF, MCF, PHS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제조단가가 줄어들게 된다.

셋째, 전극과 겔형 고분자 전해질간의 결착력이 개선된다.

넷째, 통상적인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얻기 위한 가교 시간이 짧아

지고 가교 온도가 낮아진다.

다섯째, 겔형 고분자 전해질이외에 망목구조를 갖는 다공성 멤브레인을 함께 사용하여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기계적 

강도를 보완할 수 있다.

여섯째,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고온 안정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싸이클 수명이 매우 우수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집전체와, 그 집전체 상부에 형성된 활물질층을 구비하는 캐소드, 애노드 및 이들 사이에 개재된 고분자 전해질을 포

함하여 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에 함유된 구성 성분사이의 공극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고,

상기 고분자 전해질이 가교성 모노머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전해액의 중합 결과물로 이루어지고,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이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활물질층이 활물질과 도전제를 포함하며,

상기 활물질과 도전제 사이와, 활물질 표면과 도전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멤브레인은, 셀룰로오즈계 부직포,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

리머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프로필렌 필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2층 필름 또는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3층 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전지.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계 수지가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코폴리머 및 폴리비닐리덴플루오

라이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 또는 불소계 수지가,

불소계 수지 0.5-7 중량부와 유기용매 93-99.5 중량부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도포 및 건조하여 얻어진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계 수지 박막의 두께가 0.5~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모노머가,

헥실 아크릴레이트, 부틸 아크릴레이트,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TMPTA), 부탄디올 디메타크릴레아트,

디알릴수베레이트, 에틸렌글리콜디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틸아크릴레이트, 디글리시딜 에스테르, 

아크릴아미드 및 디비닐벤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모노머와 가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로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폴

리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로니트릴-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 터폴리머, 비닐 아세테이트, 2-비닐-2,3-디옥솔란,

아크릴로모르포린, 비닐메타크릴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제2가교성 모노머가 더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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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

청구항 14.
(a)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어도 하나의 활물질층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 박막이 존재하고, 상기 캐소드 및 애노드중 적

어도 하나의 활물질층내에 함유된 구성성분사이의 공극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도록, 불소계 수지와 유기용매를 포

함하는 조성물을 코팅 및 건조하는 단계;

(b)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을 개재하여 전극 구조체를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전극 조립체를 전지 케이스내에 수납하고, 이 전지 케이스내에 가 교성 모노머와, 리튬염과 유기용매로 이루

어진 전해액을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주입하는 단계;

(d) 상기 (c)단계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중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6항 내지 제13항중 어느 한 

항의 리튬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 있어서, 활물질층이 활물질과 도전제를 포함하며, 상기 활물질과 도전제 사이와, 

활물질 표면과 도전제 표면상에 불소계 수지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이 조성물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교성 모노

머 2-7 중량부와 전해액 93-98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중합이 60 내지 130℃에서 가열하거나 또는 e-빔 또는 γ-빔을 조사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이 가교성 모노머와 가교 결합할 수 있는 제2가교성 

모노머를 더 포함하며, 이 제2가교성 모노머의 함량이 가교성 모노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5 내지 20 중량부

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이 가교성 모노머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하여 1 내

지 5 중량부의 중합 개시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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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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