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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우수한 사이클링 안정성을 갖고,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제조에 관한 것이다. 
이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는 하기 화학식 1의 리튬 산화물을 포함하는 코어 및 상기 코어 위에 형성된 A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산화물 층을 포함하며, 상기 A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이 표면부터 중심부까
지 농도 구배로 분포되어 있는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리튬 금속 또는 금속과 Li 2 O의 나노 컴포지트의 음극 활
물질을 포함하는 음극 및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는 N이 이온 주입된 고체 전해질을 포함한다.

[화학식 1]

Lix My Oz

(상기 화학식 1에서, x = 0 내지 2, y = 0.1 내지 2, z = 0.1 내지 4.5, M은 Co, Mn 및 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되는 하나 이상의 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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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는 금속 산화물 증착과 금속-이온 주입 방법을 도입하여 제조된 양극 활물질을 사
용함에 따라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의 사이클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Lipon 전해질에 N을 이온 
주입하여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금속과 Li 2 O의 나노-컴포지트를 
음극 활물질로 사용함에 따라, 음극의 안정성과 재충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금속산화물 박막증착,이온주입,리튬이온이차 박막전지,사이클링안정성,이온 전도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극, 고체 전해질 및 음극이 적층된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산업상 이용 분야]

본 발명은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우수한 사이클링 안정성과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리튬 전지계는 리튬의 낮은 전극 전위로 인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의 발달과 집적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자들의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추세에 의해 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류와 전력의 수준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의 실용화가 가능해졌다.

기본적인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의 구조는 양극/고체 전해질/음극의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양극을 구성하는 
양극 활물질로는 LiCoO2 와 LiMn2 O4 등이 주로 사용되나, 이러한 물질은 충방전 사이클링(cycling) 동안 용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상기 음극을 구성하는 음극 활물질로는 그라파이트 (graphite)와 Li을 함유하는 화합
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물질들 역시 재충전성(rechargeability)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고체 전해질로는 Lipon(Li 2.9 PO3.3 N0.46 )이 5 V의 넓은 전기 화학적 안정구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액체 전해질에 비해 낮은 이온 전도도(2(± 1)× 10 -6 S/cm)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우수한 충방전 사이클링 안정성을 갖는 양극 활
물질 및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전해질을 갖는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우수한 재충전성을 갖는 음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2 -



공개특허 특2002-00298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1의 리튬 산화물을 포함하는 코어; 및 상기 코어 위에 형성된 A
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산화물 층을 포함하며, 상기 A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이 표면부
터 중심부까지 농도 구배로 분포되어 있는 것인 양극; 리튬 금속 또는 리튬 금속과 Li 2 O의 나노 컴포지트의 음극 활물
질을 포함하는 음극; 및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는 N이 이온 주입된 고체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를 제공한다.

[화학식 1]

Lix My Oz

(상기 화학식 1에서, x = 0 내지 2, y = 0.1 내지 2, z = 0.1 내지 4.5, M은 Co, Mn 및 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되는 하나 이상의 금속임)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는 우수한 사이클링 안정성을 갖는 양극 물질, 우수한 재충전성(rechargeability)
를 갖는 음극 물질, 그리고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전해질을 포함하는 성능이 향상된 박막 전지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양극 활물질은 하기 화학식 1의 리튬 산화물을 포함하는 코어와 이 코어 위에 형성된 Al, Mg, Ga, 
Ti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산화물 층을 포함한다. 상기 Al, Mg, Ga, Ti 또는 이들의 혼합물은 양극 활물질의 
표면부터 중심부까지 농도 구배로 분포되어 있다.

[화학식 1]

Lix My Oz

(상기 화학식 1에서, x = 0 내지 2, y = 0.1 내지 2, z = 0.1 내지 4.5, M은 Co, Mn 및 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되는 하나 이상의 금속임)

상기 산화물 층의 두께는 100 내지 1000Å이며, 최외각 표면에서 금속의 농도는 최대 50 원자%, 바람직하게는 10 내
지 50 원자%이고, 최외각에서 내부로 1000Å의 깊이에서 금속의 농도는 최대 5 원자%, 바람직하게는 0 원자% 보다 
크고 5 원자% 이하이다. 금속은 최외각에서 내부로 2000Å 깊이까지 분포한다.

상기 금속은 산화물 층에 Al2 O3 , MgO, Ga 2 O3 , TiO 2 또는 이들의 복합 산화물 형태, 코어에는 Li x My Oz와 상기 금속
(Al, Mg, Ga, Ti)의 복합 산화물 형태로 존재할 수 도 있고, 또는 산화물 층 및 코어에 금속 농도만 다르고 동일한 형
태인 Lix My-t NtOz+u (t는 0보다 크고, 0.5보다 적음, u는 0보다 크고, 0.3보다 적음)의 고용체(solid solution) 형
태로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산화물 층 및 코어에 금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형태로 존재할 수 도 있다. 
상기 금속간 화합물은 AmBn(A는 Al, Mg, Ga, Ti이며, B는 Co, Mn, Ni임, m과 n은 0-2)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금속이 농도 구배로 분포되어 있는 양극 활물질은 충방전 사이클링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는 표면에 형성된 
금속 산화물 혹은 산화물과 코어 사이에 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용체가, 양극 활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Co, Mn, Ni와 같
은 원소가 전해질로 용해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그리고 표면에 금속 산화물을 증착한 후 열처리를 함에 따라 육방정
(hexagonal phase)에서 단사정(monoclinic phase)로의 상변화를 억제함으로써 충방전시 사이클링 안정성이 우수해
지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음극 활물질로는 리튬 금속 또는 리튬 금속과 Li 2 O의 나노 컴포지트(nano-composite)를 사용하여 리튬 전
지의 재충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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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체 전해질로는 Lipon(Li 2.9 PO3.3 N0.46 )에 이온, 그 예로 N 이온이 주입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이온, 그 
예로 N의 양이 증가할수록 이온 전도도가 증가하므로 바람직하나, 종래 활성 스퍼터링(reactive sputtering)으로는 이
온, 그 예로 N을 6 원자% 이상 증가시킬 수 없었다. 이를 본 발명에서는 이온 주입 방법을 이용하여 이온, 그 예로 N을 
6 원자 %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된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는 기존의 물질보다 우수한 사이클링 안정성을 갖게 되고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기 때문에 전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화학식 1의 리튬 산화물을 800 내지 1200℃에
서 2 내지 12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성형, 가압하여 원하는 크기로 원판 형태의 타켓(target)을 제작한다.

[화학식 1]

Lix My Oz

(상기 화학식 1에서, x = 0 내지 2, y = 0.1 내지 2, z = 0.1 내지 4.5, M은 Co, Mn 및 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되는 하나 이상의 금속임)

상기 타켓을 기판 위에 증착한다. 상기 기판으로는 Au 또는 Pt 금속 이 도포된 Si 웨이퍼(wafer)(SiO 2 /Si)를 사용하
며, 상기 Si 웨이퍼와 Au 또는 Pt 금속 사이에 Ti 금속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 금속층
은 실리콘 산화막과 Au 금속층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기 Au 또는 Pt 금속층은 결정화를 위한 고
온 열처리시 양극 활물질 박막과 기판과의 반응을 방지함과 동시에 전지 제작시 집전체 역할을 한다.

이어서, 증착된 리튬 산화물 박막 위에 Al, Mg, Ga 또는 Ti의 금속을 활성 스퍼터링하거나 이온 주입하여, 리튬 산화물
을 코어로, 이 코어 표면에 상기 금속을 포함하는 산화물 층을 형성시킨다. 상기 활성 스퍼터링 공정은, Ar/O 분위기 
등의 활성 분위기에서 실시하며, 활성 스퍼터링 공정을 실시하면, 상기 리튬 산화물 박막 위에 Al 2 O3 , MgO, Ga 2 O3 또
는 TiO2 박막이 형성된다.

상기 이온 주입 공정은 상기 증착된 리튬 산화물 박막 위에 15 내지 50keV의 에너지로 10 16 내지 1018 /㎠의 주입양으
로 상기 금속 이온을 주입하여 실시한다. 이온 주입 에너지가 50keV보다 커지면 얇은 두께로 이온 주입을 하기 힘들고, 
이온 주입양이 1016 /㎠보다 작아지면 이온 주입에 의한 효과를 얻기가 힘들고, 10 18 /㎠보다 커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
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어서, 얻어진 생성물을 열처리를 하여 양극 극판을 제조한다. 열처리 공정에서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 층에서 상기 금
속이 코어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감에 따라, 상기 금속이 표면부터 중심부까지 농도 구배로 분포된다.

형성된 산화물 층의 두께는 최대 1000Å이며, 최외각 표면에서 금속의 농도는 최대 50 원자%,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 원자%이고, 최외각에서 내부로 1000Å의 깊이에서 금속의 농도는 최대 5 원자%, 바람직하게는 0 원자% 보다 크
고 5 원자% 이하이다. 금속은 최외각에서 내부로 2000Å 깊이까지 분포한다.

상기 금속은 활성 스퍼터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화물 층에 Al2 O3 , MgO, Ga 2 O3 , TiO 2 또는 이들의 복합 산화물 형태, 
코어에는 Lix Mny Oz와 상기 금속(Al, Mg, Ga, Ti)의 복합 산화물 형태로 존재할 수 도 있고, 또는 이온 주입을 실시
할 경우에는 산화물 층 및 코어에 금속 농도만 다르고 동일한 형태인 Lix My-t NtOz+u (t는 0보다 크고, 0.5보다 적음, 
u는 0보다 크고, 0.3보다 적음)의 고용체(solid solution)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또는 활성 스퍼터링이나 이온 주입
을 실시할 경우 모두 금속간 화합물 (intermetallic compound) 형태로 산화물 층 및 코어에 존재할 수도 있다.

고체 전해질인 Lipon 박막에 N-이온 주입을 시행하여, 최대 농도가 10 원자% 가 되도록 N을 주입하여, 이온 전도도
가 향상된 고체 전해질을 제조한다. 제조된 고체 전해질을 상기 양극 극판 위에 증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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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으로는 리튬 금속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Li2 O에 금속을 이온 주입하고 열처리하여 제조된 금속과 Li2 O의 나
노-컴포지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상기 양극 극판 위에 제조된 고체 전해질을 형성하고, 이 고체 전해질에 Li 2 O
를 활성 스퍼터링으로 증착한 후, 금속을 이온 주입하고 열처리할 수도 있다. 상기 금속으로는 Sn, Ge, 또는 Pb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이온 주입 공정은 약 100keV 에너지, 10 17 내지 1018 /㎠의 주입양으로 실시하였고, 상기 열처
리 공정은 약 700℃에서 약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상술한 공정으로 제조된 양극, 전해질 및 음극을 포함하는 극판군(element)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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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oO2 분말을 900℃에서 7시간 열처리 후 성형, 가압하여 지름 2 inch, 두께 7 ㎜인 원판형태의 타겟을 제작하였다. 
이어서, Si 웨이퍼 위에 LiCoO 2 박막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LiCoO2 박막 위에 Al을 Ar/O 분위기에서 활성 스퍼터링(r
eactive sputtering)을 하여, LiCoO 2 박막 위에 Al2 O3 박막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Al2 O3 박막이 형성된 생성물을 60
0℃로 열처리하였다.

(비교예 1)

Al을 증착하지 않은 순수 LiCoO2 를 양극 활물질로 사용하였다.

상기 실시예 1과 비교예 1의 양극 활물질을 400 μA/cm2 의 전류 밀도로 3.0 V에서 4.2 V의 영역에서 200회 충방전 
사이클을 진행한 후, 용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시예 1의 양극 활물질은 75 μAh였으며, 비교예 1의 양극 활물질
은 58μAh으로 나타나, 실시예 1의 양극 활물질이 비교예 1보다 우수한 사이클링 안정성을 갖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4)

상기 실시예 1에서 증착된 LiCoO2 박막 위에 15 keV, 1 1017/cm2 의 Al 이온을 주입하였다. 이어서, 700℃로 열처리
를 하였다. 이때, LiCoO 2 표면 근처에 LiCo1-x Alx O2 (x는 가우션 분포를 갖음(Gaussian distribution) 고용체가 형
성되었다.

(실시예 3)

Lipon 박막에 N-이온 주입을 시행하여 고체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이 때, 이온 주입에 의해 인입된 N의 함량은 최대 
농도가 10 원자%가 되도록 하였다.

(비교예 2)

Lipon 박막을 그대로 고체 전해질로 사용하였다.

상기 실시예 3 및 비교예 2의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예 2의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 ∼
2×10-6 S/cm였으나, 실시예 3의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는 10 -5 S/cm로 크게 향상됨을 알 수가 있다.

(실시예 4)

상기 실시예 3에서 제조된 N-이온 주입된 Lipon 고체 전해질 박막 위에 Li 2 O를 활성 스퍼터링으로 증착시킨 후 Sn을 
이온 주입하였다. 이어서, 얻어진 생성물을 700℃℃로 열처리하여 Sn/Li 2 O 나노-콤포지트를 형성하였다.

Sn/Li2 O 나노-콤포지트는 리튬을 쓸 때보다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 또 리튬 전지의 향상된 재충전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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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금속 증착과 금속-이온 주입 방법을 도입하여 제조된 양극 활물질을 사용함에 따라 리튬
-이온 이차 박막 전지의 사이클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Lipon 전해질에 N을 이온 주입하여 전해질
의 이온 전도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금속과 Li 2 O의 나노-컴포지트를 음극 활물질로 
사용함에 따라, 음극의 안정성과 재충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의 리튬 산화물을 포함하는 코어; 및 상기 코어 위에 형성된 A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
는 산화물 층을 포함하며, 상기 A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이 표면부터 중심부까지 농도 구배로 분포되어 있는 
양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양극;

리튬 금속 또는 금속과 Li2 O의 나노 컴포지트의 음극 활물질을 포함하는 음극; 및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는 이온 주입된 고체 전해질

을 포함하는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화학식 1]

Lix My Oz

(상기 화학식 1에서, x = 0 내지 2, y = 0.1 내지 2, z = 0.1 내지 4.5, M은 Co, Mn 및 N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되는 하나 이상의 금속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 활물질에 코팅된 산화물의 두께는 100Å 내지 1000Å인 것인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극 활물질은 금속과 Li 2 O의 나노 컴포지트를 포함하는 것인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극 활물질은 Sn, Ge 및 Pb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금속과 Li 2 O의 나노 컴포지트를 
포함하는 것인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 활물질은 Al, Mg, Ga, Ti 및 이들의 혼합물이 표면부터 내부 2000 Å 깊이까지 농도 구
배로 분포되어 있는 것인 리튬-이온 이차 박막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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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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