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M 2/34 (2006.01)

     H01M 2/1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17일

10-0719732

2007년05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5-0134558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12월29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5년12월29일

(73) 특허권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575

(72) 발명자 변보현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428-5

김영훈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428-5

(74) 대리인 서만규

서경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5259574 A

KR100571232 B1

KR100551887 B1

심사관 : 최남호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이차 전지

(57) 요약

본 발명은 이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베어 셀과, 베어 셀과 연결되는 보호회로기판 및 베어 셀과 보호회로기판을 연결시

키며 쇼트방지부를 갖는 리드플레이트를 포함하므로, 리드 플레이트가 이동되었을 때 성형수지를 주입하기 위한 금형틀과

접촉되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3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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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 셀;

상기 베어 셀과 연결되는 보호회로기판; 및

상기 베어 셀과 상기 보호회로기판을 연결시키며 쇼트방지부를 갖는 리드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쇼트방지부는 상기 리드 플레이트의 모서리부가 내측으로 함몰되게 형성된 쇼트방지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쇼트방지홈은 모따기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모따기 각도는 40~60°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 플레이트의 모따기 폭은 상기 리드 플레이트 폭의 10~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쇼트방지홈은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베어 셀은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내측에 수용되며 제1,2전극탭이 인출된 전극조립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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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케이스를 밀봉시키며 상기 제1,2전극탭과 연결되는 전극단자와 캡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캡 조립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는 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단자는 음극 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 전지.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극 조립체, 캔, 캡 조립체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베어 셀(bare cell)

과 베어 셀에 보호회로 기판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이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이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하고 소형 및 대용량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근래에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근래에 개발되고

사용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니켈수소(Ni-MH)전지와 리튬(Li)전지 및 리튬이온(Li-ion)전지가 있다.

이들 이차 전지에서 베어 셀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극성을 갖는 제1,2전극판 및 세퍼레이터로 이루어진 전극 조립체를 통

상 알미늄 또는 알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캔에 수납하고, 캔을 캡 조립체로 마감한 뒤, 캔 내부에 전해액을 주입하고 밀봉

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런데, 전지는 에너지원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차전지의 경우, 에너지를 충전된 상태에서

자체에 높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으며,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축적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나 상태에서 내부 단락 등 이차 전지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전지 내에 축적된 에너지가 단시간에 방출되면

서 발화, 폭발 등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계 이차전지는 리튬 자체가 높은 활성을 가지므로 전지 이상 발생시 발화나 폭발의 위험이 크

다.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는 금속 상태의 리튬이 아닌 이온 상태의 리튬만 존재하므로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전지에 비해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지에 사용되는 음극이나 비수성 전해액 등의 재료들은 가연성을 가지는 등의 이유

로 전지 이상 발생시 발화나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차 전지에는 충전된 상태에서 혹은 충전하는 과정에서 전지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발화나 폭발을 막기 위해 여

러 가지 안전 장치가 구비된다. 안전 장치들은 통상 리드 플레이트(lead plate)라 불리는 도체구조에 의해 베어 셀의 양극

단자 및 음극 단자와 연결된다. 이들 안전 장치는 전지의 고온 상승이나, 과도한 충방전 등으로 전지의 전압이 급상승하는

등의 경우에 전류를 차단해 전지의 파열, 발화 등 위험을 방지하게 한다. 안전 장치로서 베어 셀에 연결되는 것으로는 이상

전류나 전압을 감지하여 전류 흐름을 막는 보호회로, 이상 전류에 의한 과열로 작동하는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소자, 바이메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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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 셀과 안전 장치가 결합된 상태의 이차 전지는 별도의 케이스에 수납되어 완성된 외관을 갖춘 이차 전지를 이루게 된

다. 또는, 베어 셀과 보호회로 기판 등 안전 장치는 전기적으로 서로 접속된 상태로 그 사이의 간극이 성형 수지에 의해 채

워지면서 상호 고정되거나 함께 피복되어 완성된 외관을 갖춘 이차 전지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차 전지는 제조업체 별로 제품 모델 별로 그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의 구성 물질과 형태, 크기 등이 달라지고, 이

들 여러 요인에 따라 적정한 안전 장치의 설계도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통상 이차 전지의 제조업체들은 베어

셀과 보호회로 등을 일체화된 패키지로 결합시켜 이차 전지를 형성한다. 이차 전지는 이차 전지가 장착될 제품 셋트의 일

부를 이루도록 재질 및 디자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차 전지는 제품과의 관계에서 호환성을 갖지 못하여 소비자가 임의로 제품 세트에 사용될 이차 전지를 선

택하기 어렵다. 전지의 작동 조건,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도 제품 셋트에 대한 전용 디자인 제품이 아닌 다른 이차 전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차 전지도 일차 전지와 같이 전지의 작동 조건, 기능이 동일하면 여러 제품 세트들의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경우, 이차 전지는 베어 셀과 보호회로 기판 등의

안전 장치 단자를 먼저 용접 등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 공간에는 성형 수지를 채워 베어 셀과 보호회로를 물리적으로 결합

시킨 팩형 이차 전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차 전지는 성형 수지를 베어 셀과 보호회로기판 사이에 부어 넣고, 굳히기 위해서는 틀을 사용해야 한다. 즉, 베

어 셀과 보호회로기판은 금형으로 된 틀 안에 수용된 후 성형수지를 주입하여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차 전지는 금형 틀 내부에 성형수지를 주입할 때, 주입되는 성형수지에 의해 베어 셀과 보호회로기판을

연결하는 리드 플레이트가 틀어질 수 있다. 이에, 리드 플레이트가 이동되었을 경우 리드 플레이트는 금형 틀과 접촉되어

단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리드 플레이트가 다른 극성을 갖는 부재와

접촉되어 단락되는 것을 줄여주는 이차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베어 셀과, 상기 베어 셀과 연결되는 보호회로기판 및 상기 베어 셀과 상기

보호회로기판을 연결시키며 쇼트방지부를 갖는 리드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이차 전지를 제공한다.

상기 쇼트방지부는 상기 리드 플레이트의 모서리부가 내측으로 함몰되게 형성된 쇼트방지홈일 수 있으며 상기 쇼트방지홈

은 모따기에 의해 형성된 것이 좋다.

상기 모따기 각도는 40~60°정도일 수 있으며, 상기 리드 플레이트의 모따기 폭은 상기 리드 플레이트 폭의 10~20%인 것

이 좋다.

상기 쇼트방지홈은 곡선으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베어 셀은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의 내측에 수용되며 제1,2전극탭이 인출된 전극조립체 및 상기 케이스를 밀봉시키

며 상기 제1,2전극탭과 연결되는 전극단자와 캡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캡 조립체일 수 있다.

상기 케이스는 각형일 수 있으며, 상기 전극단자는 음극 극성을 갖는 것이 좋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분리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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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3b는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리드플레이트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를 도시한 도

면이다.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이차 전지는 일측이 개구된 케이스(200)와 케이스(200)의 내부에 수용되는 전극 조립체(250)와,

케이스(200)의 개구(201)에 결합되어 케이스(200)의 상단을 밀봉하는 캡 조립체(10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베어 셀을

가진다.

본 실시예는 각형으로서 케이스(200)는 대략 사각박스 형상을 가진 알미늄 혹은 알미늄 합금으로 형성되어 케이스(200)의

개구(201)를 통해 전극 조립체(250)와 전해액이 수용된다. 케이스(200)는 그 자체가 제1,2전극 중 어느 하나의 전극단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극 조립체(250)는 얇은 판형 또는 막형으로 형성되어 제1전극탭(215)과 연결되는 제1전극판(210), 세퍼레이터(230),

제2전극탭(225)이 설치된 제2전극판(220)의 적층체를 와형으로 권취하여 형성한다. 이때, 제1,2전극판(210,220)은 음극

이나 양극이 된다. 여기서, 제1전극판(210)은 통상적으로 음극일 수 있다.

음극판은 전도성의 금속 박판, 이를 테면, 구리 호일로 된 음극 집전체와, 그 양면에 코팅된 탄소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

극 활물질층을 포함하고 있다. 음극판에도 음극 활물질층이 형성되지 않은 음극 집전체의 영역에 음극 단자가 접속되어 상

측으로 인출된다.

양극판은 도전성이 우수한 금속 박판 예컨대, 알미늄 호일로 된 양극 집전체와, 그 양면에 코팅되며 리튬계 산화물을 주성

분으로 하는 양극 활물질층을 포함한다. 양극판은 양극 활물질층이 형성되지 않은 양극 집전체의 영역에 양극 단자가 전기

적으로 연결되어 상측으로 인출된다.

세퍼레이터(230)는 폴리 에틸렌이나, 폴리 프로필렌이나, 폴리 에틸렌과 폴리 프로필렌의 공중합체(Co-Polymer)로 이루

어지며, 제1,2전극판(210,220)보다 폭을 넓게 하여 형성되는 것이 극판간의 단락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

캡 조립체(100)는 케이스(200)이 개구(201)를 커버하여 밀봉하는 것으로서, 케이스(200)의 개구(201)에 대응되는 크기와

형상을 갖는 평판형의 캡 플레이트(110)가 마련된다. 캡 플레이트(110)의 하면에는 절연 플레이트(140)가 설치되고, 절연

플레이트(140)의 하면에는 제1전극판(210)에 설치된 제1전극탭(215)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터미널 플레이트(150)가

설치된다.

캡 플레이트(110)는 중앙부에 제1전극단자(130)가 관통되어 제1전극탭(215)과 연결되는 제1단자통공(111)이 형성되고,

제1단자통공(111)에는 제1전극단자(130)와 캡 플레이트(110)를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해 튜브 형상의 가스켓(120)

이 설치된다.

또한, 캡 플레이트(110)의 일측에는 소정 크기의 전해액 주입공(113)이 형성된다. 전해액 주입공(113)은 캡 조립체(100)

가 케이스(200)의 상단 개구(201)에 조립된 후, 전해액 주입공(113)을 통해 전해액이 주입되면 마개(115)에 의해 밀폐된

다.

캡 플레이트(110)의 타측에는 후술될 보호회로기판(300)과 캡 플레이트(110) 사이에 주입되는 성형수지에 의해 비틀림이

나 구부림 같은 변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상측으로 돌출되는 돌출부(117)가 일체로 형성된다.

절연 플레이트(140)는 가스켓(120)과 같이 절연물질로 형성되며 캡 플레이트(110)의 하면에 결합된다. 절연 플레이트

(140)는 캡 플레이트(110)의 제1단자통공(111)과 대응되게 형성되어 연통되는 제2단자통공(141)이 형성된다.

터미널 플레이트(150)는 Ni금속 또는 이의 합금으로 형성되며, 절연 플레이트(140)의 하면에 결합된다. 터미널 플레이트

(150)는 캡 플레이트(110)의 제1단자통공(111)에 대응되는 제3단자통공(151)이 형성된다.

또한, 절연케이스(160)는 전극 조립체(250)의 상측에 설치되어 전극 조립체(250)와 캡 플레이트(110)를 절연시키는 것으

로서, 절연성을 갖는 고분자 수지로써, 바람직하게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지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그 재질을 한정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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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캡 플레이트(110)의 상면에는 후술될 보호회로기판(300)과 연결되어 이차 전지에서 이상 상태 발생시 작동을 중단

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별도로 형성되어 설치될 수 있다.

안전장치(430)는 이차 전지의 온도가 일정 레벨을 넘으면 전기저항이 거의 무한대까지 크게 되어 이차 전지의 충방전전류

을 정지시킬 수 있는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소자나 이차 전지의 내압이 상승되면 그 압력을 이용하여

전극리드선을 차단시켜 충전전류를 차단하는 브레이커(Current Breaker)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양극이 되는 캡 플레이트(110)와 음극이 되는 전극단자(130)에는 보호회로기판(300)과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제1,2리

드 플레이트(410,420)가 설치된다.

즉, 보호회로기판(300)는 외부단자(310,320)가 형성된 이면 즉, 내측면에는 회로부 및 접속단자(360,370)가 구비된다. 접

속단자(360,370)는 제1,2리드 플레이트(410,420))와 결합되고, 제1,2리드 플레이트(410,420)는 통상과 같이 니켈 혹은

니켈 합금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캡 플레이트(110)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전극단자(130)를 보호회로기판(300)과 연결시키는 제2리드 플레이트

(420)는 캡 플레이트(110)의 상면에 설치된 절연부재(185)의 상면에 설치된다.

이때, 제1리드 플레이트(410)는 전해액 주입공(112)을 밀봉하는 마개(115)의 상측에 마개의 밀봉을 돕기 위해 용접되고,

제2리드 플레이트(410)는 고정부재(425)에 의해 절연부재(185)의 상면에 고정된다.

또한, 제2리드 플레이트(420)는 쇼트방지부를 갖는다. 쇼트방지부는 캡 플레이트(110)와 보호회로기판(300) 사이에 성형

수지가 주입될 때 주입되는 압력에 의해 제2리드 플레이트(420)가 조금씩 이동되어 베어 셀을 완성하기 위한 금형틀과 접

촉되어 쇼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베어 셀은 도시되지 않은 금형틀(500)에 삽입된 후, 캡 플레이트(110)와

보호회로기판(300) 사이에 성형수지를 주입하여 성형수지가 굳으면 금형틀(500)을 제거하여 완성된다. 이때, 제1리드 플

레이트(410)는 양극이 되는 캡 플레이트(110) 및 케이스(200)와 연결되므로 케이스(200)와 접촉되어 같은 극성을 띠는

금형틀(500)과 접촉되어도 단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리드 플레이트(420)는 음극이 되는 전극단자(130)와 연결되어

금형틀(500)과 다른 극성을 갖게 되므로 접촉되면 단락될 수 있다.

이에, 쇼트방지부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리드 플레이트(420)의 모서리부가 내측으로 함몰되게 형성된 쇼트방지

홈(421)이 될 수 있다. 즉, 쇼트방지홈(421)이 형성된 제2리드 플레이트(420)는 금형틀(500)에 성형수지가 주입될 때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리드 플레이트(420)가 이동되어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쇼트방지홈(421)이 내측으로 함

몰되게 형성됨에 따라 제2리드 플레이트(420)와 금형틀(500)이 접촉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때 쇼트방지홈(421)은 모따기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모따기 각도는 40~60°정도일 수 있다. 또한, 제2리드 플레이트

(420)의 모따기 폭은 제2리드 플레이트(420) 전체 폭의 10~20%까지 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쇼트방지홈(421)은 내측

으로 함몰되게 형성될 때 곡선을 갖도록 형성되어 제2리드 플레이트(420)와 금형틀(500)의 접촉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서 안전장치와 리드 플레이트와의 연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연결관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리드

플레이트와 안전장치 그리고 보호회로기판과의 연결관계와 리드 플레이트의 설치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보호회로기판과 전극단자 및 캡 플레이트를 연결시키는 리드 플레이트는 그 모서리부가 내측으로 함몰

되게 형성됨에 따라, 리드 플레이트가 이동되었을 때 성형수지를 주입하기 위한 금형틀과 접촉되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이

점이 있다.

또한, 리드플레이트는 금형틀과 접촉되는 가능성이 줄어들므로 이차전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분리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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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의 리드플레이트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차 전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

100 : 캡 조립체 110 : 캡 플레이트

111 : 제1단자통공 113 : 전해액 주입공

115 : 마개 120 : 가스켓

130 : 제1전극단자 140 : 절연플레이트

141 : 제2단자통공 150 : 터미널 플레이트

151 : 제3단자통공 160 : 절연케이스

200 : 케이스 210 : 제1전극판

215 : 제1전극탭 220 : 제2전극판

225 : 제2전극탭 230 : 세퍼레이터

250 : 전극조립체 300 : 보호회로기판

310,320 : 제1,2외부단자 410,420 : 제1,2리드 플레이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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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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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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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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