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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리튬-황 전지용 양극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양극은 전체 부피의 5% 이상
의 기공도를 갖는 다공성 전류 집전체 위에 도포된 황 원소, 고체 Li 2 Sn(n≥1),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황 계열 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과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 그리고 바인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리튬-황 전지는 양극 활물질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용량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활물질 탈
락을 방지할 수 있어 수명 특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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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다공성기판,전류집전체,foam,felt,리튬황전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전류 집전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리튬-황 전지용 양극.

도 2는 종래 전류 집전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리튬-황 전지용 양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 이용 분야]

본 발명은 리튬-황 전지용 양극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향상된 활물질 이
용율과 충방전 효율을 나타내는 리튬-황 전지용 양극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리튬-황 전지는 황-황 결합(Sulfur-Sulfur combination)을 가지는 황 계열 화합물을 양극 활물질로 사용하고, 리튬
과 같은 금속 물질을 음극 활물질로 사용하는 이차 전지로서, 황-황 결합이 리튬 이온과의 환원 반응에 의해 분해되어 
황-리튬 화합물을 형성하고, 형성된 황-리튬 화합물이 다시 분해되어 황-황 결합을 이루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
여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 및 생성한다.

리튬-황 전지에서 양극은 유기 용매에 바인더와 도전재를 분산시키고, 얻어진 분산액에 상기 양극 활물질을 첨가하여 
슬러리를 제조한 후, 전류 집전체에 도포하고 건조하여 제조되며, 이 구조를 도 2에 나타냈었다. 상기 전류 집전체로는 
일반적으로 금속 포일(foil)이 사용된다.

그러나 종래 제조된 양극은 도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활물질이 전류 집전체 위에 도포되는 것이므로, 활물질의 반응 면
적이 다소 작아 활물질 이용율이 감소된다. 특히, 충방전 공정을 진행함에 따라 활물질이 전류 집전체로부터 탈락되어 
충방전 효율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전류 집전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의 활물질 주위에 도전재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활성을 잃어 비활성 물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하여, 전체 전지 용량이 감소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충방전시 향상된 활물질 이용율과 충방전 효율을 나타내는 
리튬-황 전지용 양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용량의 리튬-황 전지를 제공할 수 있는 리튬-황 전지용 양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양극을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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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체 부피 5% 이상의 기공도를 갖는 다공성 전류 집전체 위에 도포된 황 원소, 
고체 Li2 Sn(n≥1),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되는 하나 이상의 황 계열 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 및 바인더를 포함하는 리튬-
황 전지용 양극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리튬 이온을 가역적으로 인터칼레이션 또는 디인터칼레이션할 수 있는 물질, 리튬과 가역적으로 화합물
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 리튬 금속 및 리튬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음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음극; 전체 부
피의 5% 이상의 기공도를 갖는 다공성 전류 집전체 위에 도포된 황 원소, 고체 Li 2 Sn(n≥1),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황 계열 물질을 포함하는 양
극 활물질,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 및 바인더를 포함하는 양극; 및 리튬염과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전해질을 포
함하는 리튬-황 전지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리튬-황 전지용 양극은 전류 집전체로 다공성 도전성 물질을 사용하며, 고체 Li 2 Sn(n ≥1) 및 Li 2 Sn(n ≥
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황 계열 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 및 바인더를 포함한다.

상기 전류 집전체는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도전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본-코팅된 
알루미늄 집전체를 사용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전류 집전체는 기공도가 전체 전류 집전체 부피의 5% 이상, 
바람직하게는 6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90%인 펠트(felt) 또는 포움(foam) 형태이다.

이러한 기공도를 갖는 전류 집전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폴리우레탄 등의 수지 
발포체에 카본 등의 도전재를 코팅하고, 얻어진 혼합물에 니켈을 전기 도금한 뒤, 전기 도금된 생성물을 열분해하여 제
조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조 방법 중, 열분해 공정에서 상기 수지 발포체가 제거되면서, 전기 도금되어 있던 니
켈에 기공이 형성되면서 니켈 다공체가 형성된다.

또는 직경이 수십 ㎛의 탄소 섬유로 형성된 부직포에 니켈을 도금하여 제조된 것을 사용할 수 도 있고, 직경이 수십 ㎛
의 탄소 섬유를 그대로 전류 집전체로 사용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양극 활물질은 황 원소, 고체 Li 2 Sn(n≥1),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
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황-화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황 원소, 고체 Li 2 S

n(n≥1),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로 이루어진 황-화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캐쏘라이트란, 리튬-황 전지에서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양극 활물질을 전해질에 용해시켜 제조한 용액
을 말한다. 양극 활물질로서 Li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해질내의 폴리설파이드의 설퍼 
농도가 커질수록 용량이 커지므로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양극은 상기 황 화합물과 함께 전자가 양극 활물질 내에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인 전기 전도성 도전재를 더욱 포함한다. 상기 도전재로는 특히 한정하지 않으나, 카본 블랙과 같은 
전도성 물질 또는 폴리아닐린, 폴리티오펜, 폴리아세틸렌, 폴리피롤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양극에 사용되는 바인더로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
(Polyvinylidene fluoride:PVDF), UV 소성 가능한 비닐계 고분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
late: PMMA)와 같은 아크릴레이트 폴리머 등이 이용된다. 본 발명의 양극에서의 황-화합물, 도전재 및 바인더의 함
량은 60-80 : 5-20 : 5-2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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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극을 제조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의 상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양극 활물질로 황 원소, 고
체 Li2 Sn(n≥1),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고상 황-화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코팅(캐
스팅) 방법을 사용하여 양극을 제조한다. 이와 달리,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의 액상 황-화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Li2 Sn(n≥1)를 전해질에 용해시켜 캐쏘라이트를 제조하여 이를 양극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세퍼레이
터와 전류 집전체를 전지 케이스에 넣은 후, 상기 캐쏘라이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전지를 제조한다.

코팅 방법으로 양극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한 용매에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
fluoroethylene: PTFE),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Polyvinylidene fluoride:PVDF), UV 소성 가능한 비닐계 고분자, 
또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와 같은 바인더를 용해시킨 다음, 도전재를 분산시
킨다.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한 용매로는 황-화합물, 바인더 및 도전재를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쉽게 증발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표적으로는 아세토니트릴, 메탄올, 에탄올,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극 활물질인 황 원소, 고체 Li 2 Sn(n≥1),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황-화합
물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황-화합물을 상기 도전재가 분산된 슬러리에 다시 균일하게 분산시켜 양극 활물질 슬
러리를 제조한다. 슬러리에 포함되는 용매 및 황-화합물의 양은 본 발명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슬러리의 코팅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점도를 가지면 충분하다.

이와 같이 제조된 슬러리를 다공성 전류 집전체에 도포하고, 진공 건조하여 양극을 형성한 후 이를 전지 제조에 사용한
다. 슬러리는 슬러리의 점도 및 형성하고자 하는 양극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두께로 집전체에 코팅하면 충분하다.

    
이와 같이 제조된 본 발명의 양극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 1에 나타내었다. 도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공성 전류 집전
체를 포함하는 양극은 반응 면적이 종래 사용되던 포일 타입의 전류 집전체보다 크고, 본 발명의 전류 집전체의 기공으
로 양극 활물질이 삽입되므로, 양극 활물질 주위에 도전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류 집전체 도전성으로 인해 도
전성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종래 포일 타입의 전류 집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류 집전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활물질 
주위에 도전재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 활물질들은 도전성을 잃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발명은 양극 활물질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높은 용량을 나타내는 리튬-황 전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양극 활물질이 전류 집전체 내부에 삽입되어 있으므로, 충방전시 활물질 탈락을 방지할 수 있어 충방전 효율 또한 향
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극은 고체 상태의 전해질 세퍼레이터 또는 액상 전해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전해질 세퍼레이터는 
전극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기능과 금속 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 매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전기 화학적으로 
안정한 전기 및 이온 도전성 물질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기 및 이온 전도성 물질로는 유리 전해질(glass electrolyte), 고분자 전해질 또는 세라믹 전해질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고체 전해질로는 폴리에테르, 폴리이민, 폴리티오에테르 등과 같은 고분자 전해질에 적절
한 전해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상기 고체 상태의 전해질 세퍼레이터는 약 20 중량% 미만의 비수성 유기 용매를 포함
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기 용매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겔 형성 화합물(gelling agent)을 더욱 포
함할 수 도 있다. 상기 유기 용매로는 일반적으로 리튬-황 전지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1,3-디옥솔란, 디글라임, 설포란, 디메톡시 에탄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리튬염으
로는 일반적으로 리튬-황 전지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LiSO 3 CF3 , 리튬 
트리플레이트(lithium triflate), 리튬 퍼클로레이트(lithium perclorate), LiPF 6 또는 LiBF4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극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액상 전해질로는 상기 비수성 유기 용매 전해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분리막으로서 다공성 유리, 플라스틱, 세라믹 또는 고분자 등으로 이루어진 세퍼레이터를 액상 
전해질 내에 더욱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극 활물질과 함께 사용되는 음극으로는 리튬 이온을 가역적으로 인터칼레이션할 수 있는 물질, 리튬 금속
과 가역적으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을 포함하는 음극 활물질로 제조된 것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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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튬 합금으로는 리튬/알루미늄 합금, 리튬/주석 합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튬-황 전지를 충방전하는 과정에
서,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황이 비활성 물질로 변화되어, 리튬 음극 표면에 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활성 황(in
active sulfur)은 황이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또는 화학적 반응을 거쳐 양극의 전기화학 반응에 더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의 황를 말하며, 리튬 음극 표면에 형성된 비활성 황은 리튬 음극의 보호막(protective layer)으로서 역할을 하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리튬 금속과 이 리튬 금속 위에 형성된 비활성 황, 예를 들어 리튬 설파이드를 음극으로 사용할 수 
도 있다.
    

상기 리튬 이온을 가역적으로 인터칼레이션할 수 있는 물질로는 탄소 물질로서, 리튬 이온 이차 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소 음극 활물질은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결정질 탄소, 비정질 탄소 또는 이들
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리튬 금속과 가역적으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티타늄 
나이트레이트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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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

아크릴로니트릴 용매에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바인더를 녹여 바인더 용액을 만들고, 상기 바인더 용액에 카본 분말(슈퍼 
P) 도전체를 첨가하여 분산시켰다. 얻어진 분산액에 평균 입도 20㎛ 정도로 분쇄된 황(S 8 ) 분말을 추가하여 볼밀로 하
루 이상 교반하여 리튬-황 전지용 양극 활물질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이때, 황 분말 : 바인더 : 도전재의 비율은 60 : 
20 : 20 중량%로 하였다.

제조된 양극 활물질 슬러리를 기공율이 80%인 니켈폼에 코팅한 후 60℃ 건조로에서 1시간 건조하고, 건조된 극판을 
롤프레스를 이용하여 극판 두께가 50㎛ 되도록 압연하여 리튬-황 전지용 양극을 제조하였다.

(비교예 1)

아크릴로니트릴 용매에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바인더를 녹여 바인더 용액을 만들고, 상기 바인더 용액에 카본 분말(슈퍼 
P) 도전체를 첨가하여 분산시켰다. 얻어진 분산액에 평균 입도 20㎛ 정도로 분쇄된 황(S 8 ) 분말을 추가하여 볼밀로 하
루 이상 교반하여 리튬-황 전지용 양극 활물질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이때, 황 분말 : 바인더 : 도전재의 비율은 60 : 
20 : 20 중량%로 하였다.

제조된 양극 활물질 슬러리를 알루미늄 포일 기판에 코팅한 후 60℃ 건조로에서 1시간 건조하고, 건조된 극판을 롤프레
스를 이용하여 극판 두께가 50㎛ 되도록 압연하여 리튬-황 전지용 양극을 제조하였다.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예 1의 방법으로 제조된 양극을 진공 오븐(60℃)에서 하루 이상 방치한 후 수분과 산소가 제어
되는 글로브 박스로 옮기고 이후 작업은 글로브 박스에서 진행하였다. 양극과 음극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양극과 음극
용 탭을 부착시킨 후 폴리에틸렌 세퍼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일정한 장력을 가하면서 권취하여 전지의 외장재인 파우치
에 삽입하고 전해액이 주입될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밀봉시켰다. 이때, 음극으로는 산화되지 않은 리튬 메탈 
포일(두께 50㎛)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전해액으로 1M LiSO 3 CF3 가 용해된 1,3-디옥솔란, 디글라임, 설포란 및 디
메톡시 에탄(50 : 20 : 10 : 20 부피비) 혼합물을 상기 파우치에 투입하여 리튬-황 전지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전지를 0.1C 충방전을 4회 실시하고, 0.2C 충방전을 3회 실시한 후, 0.5C 충방전을 3회 실시하여, 사이클 수에 
따른 용량과 첫 번째 사이클 용량에 대한 잔존 용량%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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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이클 수 비교예[mAh/g] 잔존용량/첫번째 사이클 용량[%] 실시예[mAh/g] 잔존용량/첫번째 사이클 용량[%]
1 520 100 645 100
4 356 68 506 78
10 196 38 352 54

상기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시예 1의 리튬-황 전지가 충방전시 활물질 이용율이 증가되어 초기 용량이 우수하며, 
충방전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충방전이 진행됨에 따른 용량 감소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리튬-황 전지는 양극 활물질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용량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활물질 탈락을 방지할 수 있어 수명 특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 제)

청구항 2.

(정 정) 전체 부피의 60% 이상의 기공도를 갖는 다공성 전류 집전체 위에 도포된 황 원소, 고체 Li 2 Sn(n≥1), Li 2 Sn

(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황 계열 
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 및

바인더

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용 양극.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전체 부피의 80 내지 90%의 기공도를 갖는 것인 리튬-황 전지용 양극.

청구항 4.

(정 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수지 발포체에 도전 재료를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물에 니켈을 전기 도
금한 후, 전기 도금된 생성물을 열분해하여 제조된 것인 리튬-황 전지용 양극.

청구항 5.

(정 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부직포에 니켈을 전기 도금하여 제조된 것인 리튬-황 전지용 양극.

청구항 6.

(정 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탄소 섬유로 제조된 것인 리튬-황 전지용 양극.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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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청구항 8.

(정 정) 리튬 이온을 가역적으로 인터칼레이션 또는 디인터칼레이션할 수 있는 물질, 리튬과 가역적으로 화합물을 형성
할 수 있는 물질, 리튬 금속 및 리튬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음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음극;

전체 부피의 60% 이상의 기공도를 갖는 다공성 전류 집전체 위에 도포된 황 원소, 고체 Li 2 Sn(n≥1), Li 2 Sn(n≥1)가 
용해된 캐쏘라이트, 유기-황 화합물 및 탄소-황 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황 계열 물질을 포함
하는 양극 활물질,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갖는 물질 및 바인더를 포함하는 양극;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는 세퍼레이터; 및

상기 음극, 양극 및 세퍼레이터에 함침되어 있으며, 리튬염과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전해질

을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

청구항 9.

(정 정)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전체 부피의 80 내지 90%의 기공도를 갖는 것인 리튬-황 전지.

청구항 10.

(정 정)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수지 발포체에 도전 재료를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물에 니켈을 전기 도
금한 후, 전기 도금된 생성물을 열분해하여 제조된 것인 리튬-황 전지.

청구항 11.

(정 정)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부직포에 니켈을 전기 도금하여 제조된 것인 리튬-황 전지.

청구항 12.

(정 정)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집전체는 탄소 섬유로 제조된 것인 리튬-황 전지.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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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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