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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이클 수명특성, 안전성 및 스웰링 특성이 개선된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채용한 리튬 전지를 개시한다. 

상기 고분자 전해질은 특정한 구조의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리튬염, 및 비수계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고

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한 리튬 전지는 종래의 폴리(

알킬렌 옥사이드) 타잎의 고분자를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한 리튬 전지에 비하여 사이클 수명특성, 안전성 

및 스웰링 특성이 개선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1 내지 3 및 비교예 1의 리튬 전지에 대한 사이클 특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채용한 리튬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를 이용하여 사이클 수명시험, 안전성 및 스웰링 특성이 개선된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채용한 리튬 전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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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등의 휴대용 전자정보기기와 이동전화와 같은 무선통신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충방전 가능한 2차전지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2차전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리튬전지는 장수명, 고용량과 같은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차세대 전원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

다.

액체 전해액을 이용한 리튬 2차 전지에 있어서, 전해액을 구성하는 유기용매로서 저온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점이

낮은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저비점 유기용매에 의하여 고온의 방치 조건에서 전극 조립체나 파우치가 부푸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고온에서의 전지의 신뢰성 및 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고분자 고체 전해질

을 이용하면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전해액이 외부로 누출될 염려가 줄어들게 되어 전지의 안전성이 

증가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이용하는 경우,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이온전도도가 저하된다. 따

라서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리튬 2차 전지에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온전도도가 높고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상기 고분자 고체 전해질 형성용 이온 전도성 고분자로서는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등과 같은 알킬렌 옥

사이드를 중합하여 얻은 선형 고분자나 가교 고분자가 주로 이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노머로부터 합성된 고분자를

매트릭스로 이용하는 리튬 전지의 경우에는 고분자 매트릭스의 가교 구조, 매트릭스내에서의 리튬이온과 알킬렌옥사

이드와의 강한 interaction등에 의한 리튬 이온 이동도의 저하에 기인한 고율 방전, 저온방전 및 사이클 특성 등의 전

지성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용매의 함량을 일정 이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경우 일정 함량 이상에서는 가교 고분자메트릭스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지며, 또한 형성된 겔 메트릭스로 함침되지 

못하고 상분리 되어 나오는 액체 전해액에 의해, 고온에서의 스웰링 특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에서 폴리(

알킬렌 옥사이드) 고분자를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한 리튬 전지의 경우에는 여러 전지성능면에서 개선의 여

지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함으로써 사이클 수명특성, 안전성 및 스웰

링 특성이 개선된 리튬 전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전해질 용질로서의 리튬염, 및 비수계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제공한다: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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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1, A2, 및 A3는 서로 독립적으로 C1 내지 C10의 알킬렌기, 또는 C1 내지 C10의 아릴렌기를 나타내고; Z1, Z2,

및 Z3는 화학식 2로 표시되는 치환기를 나타내는데,

<화학식 2>

단, X는 를 나타내 고, Y는

를 나타내며, 이때 R1 및 R2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C1 내지 C10의 알킬기, C1 내지 C10의 불소화 알킬기, C1 내

지 C10의 아릴기, 및 C1 내지 C10의 불소화 아릴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이며; m은 0 내지 1

0의 정수이고, n은 0 내지 5의 정수이다.

본 발명의 고분자 전해질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에틸렌성 불포화 모노머(ethylenically uns

aturated monomers)을 상기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95중량부 이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고분자 전해질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중합개시제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는 상기 중합개시제는 디아실 퍼옥사이드계 화합물, 디알킬 퍼옥사이드계 화합물, 퍼옥시 에스테르계 화

합물, 삼급 알킬 하이드로퍼옥사이드계 화합물, 퍼옥시 케탈계 화합물, 퍼옥시 디카보네이트계 화합물, 아조계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그 함량은 모노머의 총합 100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10중량부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고분자 전해질에 있어서, 상기 리튬염이 LiPF 6 , LiClO 4 , LiBF 4 , LiBF 6 , LiCF 3 SO 3 , LiAsF 6 , 

LiC 4 F 9 SO 3 , LiN(SO 2 CF 3 ) 2 , LiN(SO 2 C 2 F 5 ) 2 ,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

용 조성물에 있어서 그 농도가 0.5 내지 3.0 몰/ℓ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고분자 전해질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매가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에틸 카보네이트,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프로필 카보네이트, 메틸부틸 카보네이트, 테

트라하이드로퓨란, 2-메틸테트라하이드로퓨란, 디에톡시에탄, 메틸포르메이트, 에틸포르메이트, 트리글라임, 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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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임, 플루오로벤젠, 디플루오로벤젠, γ-부티로락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그 함량이 상기 총모노머 100 중량

부에 대하여 (10) 내지 ( 5000 )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애노드;

캐소드; 및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개재되어 있으며, 청구항 1항 내지 7항 중 어느 한 항의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

전지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리튬 전지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가 리튬 망간 산화물,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니켈 산화물, 리튬 크롬 산

화물, 설퍼, 설퍼함유 유기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는 LiCoO 2 , LiMnO 2 , LiNiO

2 , LiCrO 2 , LiMn 2 O 4 , LiCoMnO 2 , LiNiCoO 2 , LiNiMnO 2 , LiNiCoMnO 2 , 설퍼, 카본 디설파이드, 유기 

디설파이드 화합물과 같은 설퍼 함유 유기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리튬 전지에 있어서, 상기 애노드가 리튬 금속, 리튬 합금, 탄소재, 또는 흑연재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리튬 전지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다공성 멤브레인이 더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1의 이소시아누레이트계 모노머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중합시켜 사이클

특성, 안전성, 및 고온 스웰링 특성이 개선된 고분자 전해질을 얻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이외에, 폴리

에틸렌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 디에틸렌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디에틸렌글리

콜 디메타크릴레이트, 카프로락토네이티드(caprolactonated) 디펜타에리쓰리톨 헥사아크릴레이트 등의 에틸렌성 불

포화 화합물(ethylenically unsaturated compounds)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은 1관능성 

또는 2이상의 다관능성일 수 있으며, 이들이 중합되어 생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고분자 메트릭스의 물성 향상, 유기용

매와의 친화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고분자 전해질은 고분자 매트릭스와 여기에 함유된 전해액으로 구성된다.

상기 고분자 매트릭스 형성용 재료는,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이 첨가될 수 있다. 이러한 고분자 매트릭스 형성용 재료를 리튬염 전해질 용질과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전해액과 혼합하면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

상술한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에 있어서, 전해액의 함량은 고분자 매트릭스 형성용 재료와 전해액의 중량비가 

1:0.1 내지 1:50인 것이 바람직하다. 고분자 매트릭스 형성용 재료가 전해액의 함량에 대하여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분자 전해질 필름의 기계적 물성의 취약 또는 가교 매트릭스 형성이 어렵고, 상기 범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물 함량이 과다하여 미반응물의 증가에 의한 전지내에서의 부반응 증대 및 리튬이온의 이동도의 감소로 인한 전

지성능 저하를 일으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상술한 고분자 매트릭스 형성용 재료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1의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이외에 에틸렌성

불포화 화합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상기 에틸렌성 불포화 모노머의 함량은 상기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

트 모노머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95 중량부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에틸렌성 불포화 모노머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교매트릭스의 안정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고,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효과

가 충분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다.

상술한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에 필요한 경우에 중합 개시제를 첨가한 후, 균일한 용액이 얻어질 때까지 혼합

한다. 여기서 중합개시제로서는 디벤조일퍼 옥사이드(dibenzoyl peroxide), 숙신산 퍼옥사이드(succinic peroxide), 

디라우로일 퍼옥사이드(dilauryl peroxide), 디데카노일 퍼옥사이드(didecanoyl peroxide)와 같은 다아실 퍼옥사이

드류(diacyl peroxides); 디큐밀 퍼옥사이드(dicumyl peroxide), 디-t-부틸퍼옥사이드(di-t-butylperoxide), 2,5-

디메틸-2,5-디(t-부티퍼옥시)헥산(2,5-dimethyl-2,5-di-(t- butylperoxy) hexane)과 같은 디알킬 퍼옥사이드류(d

ialkyl peroxides); t-부틸 퍼옥시 에스테르(t-butyl peroxy ester), α-큐밀 퍼옥시-네오데카보네이트(α-cumy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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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xy-neodecanoate), 1,1-디메틸-3-하이드록시부틸 퍼옥시-2-에틸 헥사노에이티트(1-1-dimethyl-3-hydroxy

butyl peroxy-2-ethyl hexanoate), t-아밀 퍼옥시벤조에이트(t-amyl peroxy-benzoate), t-부틸 퍼옥시피발레이

트(t-butyl peroxy-pivalate)와 같은 퍼옥시 에스테르류(peroxy esters); 2,5-디하이드록시퍼옥시-2,5-디메틸헥산

(2,5-dihydroperoxy-2,5-dimethylhexane), 쿠멘 하이드로퍼옥사이드(cumene hydroperoxide), t-부틸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류(t-butyl hydroperoxide)와 같은 삼급 알킬 하이드로퍼옥사이드류(tertiary alkyl hydroperoxides); 1,

1,-디-(t-아밀퍼옥시)-사이크로헥산(1,1-di-(t-amylperoxy)-cyclohexane), 2,2-디-(t-부틸 퍼옥시) 부탄 (2,2-di

-(t-butyl peroxy)butane), 에틸 3,3-디-(터트-부틸파옥시)-부틸레이트) (Ethyl 3,3-di-(t-butylperoxy)-butylate

)와 같은 퍼옥시 케탈류(peroxy ketals); t-부틸 퍼옥시 이소프로필 카보네이트(t-butyl peroxy isopropyl carbonat

e), t-부틸 퍼옥시 2-에틸헥실 카보네이트(t-butyl peroxy 2-ethylhexyl carbonate)와 같은 퍼옥시 카보네이트류; 

디(n-프로필) 퍼옥시 디카보네이트(di(n-propyl) peroxy dicarbonate), 디(sec-부틸) 퍼옥시 디카보네이트(di(sec-

butyl) peroxy dicarbonate), 디(2-에틸헥실) 퍼옥시 디카보네이트(di(2-ethylhexyl) peroxy dicarbonate), 디(4-t

-부틸시클로헥실) 퍼옥시 디카보네이트와 같은 퍼옥시 디카보네이트류(peroxy dicarbonates); 아조비스이소부티로

니트릴(AIBN), 아조비스(2,4-디메틸 발레로니트릴)(azobis(2,4-dimethyl valeronitrile)), 또는 아조비스(시클로헥

산카보니트릴)와 같은 아조류(azos)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사용하며, 그 함량은 모노머의 총합 

100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1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중합개시제로는 아조계 화합물 보다는 디알킬 퍼옥사이드류, 퍼옥시 에스테르류, 퍼옥시 케탈류, 퍼옥시 

디카보네이트류와 같은 과산화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아조계 화합물의 경우 열중합시 비활

성의 질소가스가 발생하여 균일한 고분자 전해질의 형성을 방해하여 전지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을 제공하나 과산화 

화합물의 경우 열중합시 전해액에 대한 용해성이 좋은 CO 2 가스를 발생시켜 균일한 고분자 전해질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O 2 는 음극에 안정한 피막을 형성하여 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열중

합 개시제로는 과산화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성물을 이용하여 고분자 전해질의 생성및 전지의 제조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적용 될수 있다. 1) 독립적 방식

으로 상기의 조성물을 필름 형태의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여 양/음극 사이에 삽입하는 방법, 2) 양극 및 음극 및 음극

극 판위에 상기 조성물을 캐스팅후 중합및 경화시켜 제조하는 방법, 3) 상기의 조성물을 양극, 음극, 세퍼레이터를 와

인딩 및 스택(stack)형태로 구성한후 외장제에 넣어 실링한 전지 조립체에 주입후 열경화시켜 제조하는 방법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방법 1)에 의하면 이 조성물을 지지기판상에 캐스팅한 후, 열,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중합시켜 경화시킨다. 

여기서 지지기판으로는 유리기판, 테프론기판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중합온도는 25 내지 100℃인 것이 바람직

하며, 60 내지 80℃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만약 중합온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체 전해액의 휘발이나 

리튬염의 분해가 야기되고, 25℃ 미만인 경우에는 중합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리고 광중합반응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서 자외선, γ-선, 글로방전 또는 플라즈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경제적 측

면, 안전성, 사용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자외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UV)을 사용하는 경우 200 ~ 400

nm 파장의 빛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상기 중합 반응으로 경화가 완료되면, 지지기판으로부터 박리해내어 본 발명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을 얻는다.

상술한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에 있어서, 전해액을 구성하는 유기용매로는 리튬 전지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라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구체적인 예로서,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

에틸 카보네이트,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프로필 카보네이트, 메 틸부틸 카보네이트, 테트라

하이드로퓨란, 2-메틸테트라하이드로퓨란, 디에톡시에탄, 메틸포르메이트, 에틸포르메이트, 트리글라임, 테트라글라

임, 플루오로벤젠, 디플루오로벤젠, γ-부티로락톤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을 들 수 있다. 유기용매의 함량은 총모노머

100 중량부에 대하여 10 내지 500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해액 중의 리튬염 용질로서는 육불화인산 리튬(LiPF 6 ), 과염소산 리튬(LiClO 4 ), 사불화붕산 리튬(LiBF 4

), 육불화인산 리튬(LiBF 6 ), 삼불화메탄술폰산 리튬(LiCF 3 SO 3 ), 육불화비산 리튬(LiAsF 6 ), 리튬 비스트리플

루오로메탄술포닐아미드 [LiN(SO 2 CF 3 ) 2 ], LiC 4 F 9 SO 3 , LiN(SO 2 C 2 F 5 ) 2 ,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

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해액 중의 리튬염의 함량은 0.5 내지 3.0몰/ℓ(M)인 것이 바람직하다.

전해질 용질의 농도가 0.5 몰/ℓ미만이면 리튬 전지의 방전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3.0몰/ℓ를 초과하면 점도 증가에

의한 전지성능 저하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에는 고분자 전해질의 기계적 강도 및 전극과의 계면 성능 향상을 위하

여 접착성 개선제, 충진제 등과 같은 각종 첨가제를 더 부가할 수 있다.

이하, 상기 방법에 따라 제조된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첫번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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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리튬 전지 제조시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캐소드와 애노드를 각각 제조한다. 즉, 전극 활물질, 바인더, 

도전제 및 용매를 포함하는 전극활물질 조성물을 이용하여 집전체상에 전극 활물질층을 형성한다. 이때 전극 활물질

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전극 활물질 조성물을 집전체상에 직접 코팅하는 방법이나 또는 전극 활물질 조성물을 별

도의 지지체 상부에 코팅 및 건조한 다음, 이 지지체로부터 박리하여 얻어진 필름을 집전체상에 라미네이션하는 방법

이 있다. 여기에서 지지체는 활물질층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는 마일

라 필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등이 있다. 이 때 캐소드 활물질로는 리튬 망간 산화물,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니켈 산화물, 리튬 크롬 산화물, 설퍼, 설퍼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

적인 예로서는 LiCoO 2 , LiMnO 2 , LiNiO 2 , LiCoMnO 2 , LiNiCoO 2 , LiNiMnO 2 , LiNiCoMnO 2 , LiCrO 2 ,

LiMn 2 O 4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애노드 활물질로는 리튬 금속, 리튬 합금, 탄소재, 또는 흑연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리튬 이온의 흡장, 방출반응의 가역성이 높고, 과잉의 음극활물질(Li x C y )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의 실효 에너지 밀도가 높게 되는 점 등의 이유로 탄소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소드 활물질

로서 설퍼 또는 설퍼 함유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노드 활물질로서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전제로는 카본 블랙, 아세틸렌 블랙 등이 사용되는데, 도전제의 함량은 전극 활물질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1 ~ 2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바인더로는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공중합체(VDF/HFP 코폴리머),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및 그 혼합물이 사용되며, 그 함량은 

전극활물질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1 ~ 3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용매로는 통상적인 리튬 2차 전지에서 사용되

는 것이라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는 아세톤, N-메틸피롤리돈(NMP), 아세토니트릴, 테트라하

이드로퓨란 등이 있다.

이어서, 이렇게 하여 제조된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형성된 고분자 전해질을 삽입

하고 이를 와인딩(winding)하거나 스택킹(stacking)하여 전극 구조체를 형성한 다음, 이를 전지 케이스에 넣어 전지

를 조립한다. 이때,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망목 구조를 갖는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을 더 삽입할 수

도 있다. 이후, 전극 구조체가 수납된 전지 케이스내에, 유기용매와 리튬염을 함유하는 전해액을 주입함으로써 리튬 

전지가 완성된다.

방법 2)에 의하면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캐스드 또는 애노드의 표면상에 캐스팅하여 열 또는 자외선, 전자

선 등으로 조사함으로써 전극상에 고분자 전해질을 직접 형성하며, 고분자전해질을 형성하는 방법은 방법 1)과 동일

하다. 이렇게 제조한 전극/고분자 전해질 복합체를 와인딩 또는 스택 형태로 조립체를 형성후 외장제에 삽입후 밀봉

하여 제조한다. 상기의 방법에선 필요에 따라 다공성 세퍼레이터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액체 

전해액을 추가로 주입할수 있다.

방법 3)에 의하면 다음의 제조 방법을 사용한다.

상술한 첫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준비한다. 이와 별도로, 첫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캐소드와 애노드를 각각 제조한다. 그 후,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망목 구조를 갖는 절연성 수지로 된 다공성 

멤브레인을 삽입하고 이를 와인딩(winding)하거나 스택킹(stacking)하여 전극 구조체를 형성한 다음, 이를 전지 케이

스에 넣어 전지를 조립한다. 여기에서 다공성 멤브레인으로서는 특히 리튬 전지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퍼

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에틸렌 세퍼레이터, 폴리프로필렌

세퍼레이터,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세퍼레이터, 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와 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공중합체 세퍼

레이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의 2층 세퍼레이터,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의 3층 세퍼레이터, 또

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의 3층 세퍼레이터를 들 수 있다.

이어서, 전극 구조체가 수납된 전지 케이스내에,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주입한 다음, 열을 가하여 전지

내 중합반응을 실시함으로써 본 발명의 리튬 전지가 완성된다. 열중합반응의 경우에, 40 내지 100℃의 온도, 바람직

하게는 60 내지 80℃ 범위에서 실시한다. 열중합시간은 30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만약 열처리온도가 상기 범

위를 벗어난 경우의 문제점은 상술한 바와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조공정에 따르면, 중합시 고분자전해질 형성 조성물내의 화학식 1의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및 에틸렌성 불포화성 모노머에 함유된 불포화기의 중합 반응에 의하여 전극 및 세퍼레이터상에 겔 형태의 고

분자 전해질이 균일하게 형성된다.

상기에 기술된 3가지 방법외에 세퍼레이터 상에 상기의 조성물을 함침 또는 캐스팅한후 경화시켜 다공성 세퍼레이터

와 고분자전해질의 복합체를 형성한후 캐소드및 에노드와 와인딩(winding) 또는 스태킹(stacking) 형태로 제조할수 

있다.

상기 다공성 멤브레인 상에 코팅된 고분자 전해질의 두께는 5 내지 90㎛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 범위일 때 고분자 전

해질의 이온 전도도 등의 특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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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의 리튬 전지의 제조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당업자

라면 균등의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형례를 안출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아래의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

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실시예 1

N-메틸 피롤리돈 600㎖에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15g을 넣고 2시간 동안 혼합하여 용해하였다. 이 혼합물에 Li

CoO 2 470g과 카본 블랙(Super-P) 15g을 부가한 다음, 이를 5시간 동안 볼밀링하여 캐소드 활물질 조성물을 형성

하였다.

상기 캐소드 활물질 조성물을 320㎛ 갭의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두께가 147㎛이고 폭이 4.9cm인 알루미늄 박막

상에 코팅하고, 이를 건조 및 압연한 뒤 소정 치수로 절단하여 캐소드 전극판을 만들었다.

한편, 애노드 전극판은 다음 과정에 따라 제조하였다.

N-메틸 피롤리돈 600㎖에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30g을 넣고 2시간 동안 혼합하여 용해하였다. 이 혼합물에 메

조카본파이버(MCF, Petoca사) 470g 및 옥살산 1.0g을 넣은 다음, 이를 5시간 동안 볼밀링하여 애노드 활물질 조성

물을 형성하였 다.

상기 애노드 활물질 조성물을 420㎛ 갭의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두께가 178㎛이고 폭이 5.1cm인 구리 박막상에

코팅하고, 이를 건조 및 압연한 뒤 소정 치수로 절단하여 애노드 전극판을 만들었다.

상기 캐소드 전극판과 애노드 전극판 사이에 폴리에틸렌으로 다공성 멤브레인을 배치하고 이를 와인딩하여 전극 조

립체를 만들었다. 이 젤리롤 방식으로 와인딩된 전지 조립체를 알루미늄 파우치안에 넣었다.

한편, 트리스-[2-아크릴로일옥시]에틸 이소시아누레이트[tris-[2-acryloyloxy]ethyl isocyanurate: TAEI] 0.5g, 

디(4-t-부틸시클로헥실) 퍼옥시디카르보네이트(DTBP) 0.025g을 1.3M 농도의 LiPF6가 용해된 에틸렌 카보네이트(

EC) / 에틸메틸 카보네이트(EMC) / 프로필렌 카보네이트(PC) / 플루오로벤젠(FB)(부피비로 EC:EMC:PC:FB의 혼합

비는 30/55/5/10)의 혼합 유기용매 15g에 혼합하여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 조성물 2.1g을 

상기 전극 조립체를 담고 있는 알루미늄 파우치내에 감압상태에서 주입하고 밀봉하였다. 이어서 이 결과물을 65℃로 

조절된 열풍오븐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함으로써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다.

실시예 2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 제조시, 모노머로서 TAEI 0.25g, 디에틸렌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0.25g을 사용한 것

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다.

실시예 3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 제조시, 모노머로서 TAEI 0.25g, 카프로락토네이티드 디펜타에리쓰리톨 헥사아크릴레

이트 0.25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튬 2차 전지를 완성하였다.

비교예 1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 제조시 모노머로서 디에틸린 글리콜 디아크릴 데이트 0.5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튬 폴리머 전지를 완성하였다.

수명특성 시험

실시예 1 ~ 3 및 비교예 1의 리튬 2차 전지에 대하여 수명특성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즉, 상온에서 공칭 용량(nominal capacity) 750mAh로 하여 충전은 CC/CV 모드(정전류/정전압 모드)로 1C의 전류

로 4.2V까지 2.5 시간 컷오프하는 조건으로 충전하였고, 방전은 충전후 30분간 휴지후 CC 모드로 1C의 전류로 3V로

전지의 전압이 저하되었을 때 컷오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도 1은 실시예 1 내지 3 및 비교예 1의 리튬 전지에 대한 사이클 특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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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직선의 대각선은 공칭 용량(nominal capacity) 대비 300회 80% 잔존용량 기준선을 나타낸다. 실시

예 1의 결과를 보면 150회 수명시험결과 실시예 1의 리튬 전지는 1회째의 방전용량 대비 약 96%의 우수한 수명특성

을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실시예 2, 3의 경우에는 각각 88%, 91% 였고, 종래의 디에틸렌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만을

사용한 비교예 1의 수명시험결과를 보면 20% 였다. 이로부터 실시예 1 ~ 3의 리튬 2차 전지가 비교예 1의 경우에 비

하여 전지수명특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실시예 1 ~ 3 및 비교예 1의 리튬 2차 전지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안전성 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즉, 0.5C(=375mAh)의 전류로 4.2V 까지 3시간 충전후 5pi의 못으로 전지의 길이축에 수직으

로 40mm/sec.이상의 속도로 중심을 관통시켜 측정 하였으며 각 조건마다 5개의 전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안전성 평

가결과, 실시예 1 ~ 3의 리튬 2차 전지는 모두 L2(발연, 발화 없음)로 우수한 안전성을 보였으나 비교예 1의 경우 3

개의 전지에서 L5(발화및 파열)를 보여 안전성이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시예 1 ~ 3 및 비교예 1의 리튬 2차 전지에 대하여 스웰링 특성을 조사하였다. 스웰링 특성은 0.5C(=3

75mAh)의 전류로 4.2V 까지 3시간 충전된 전지를 90 ℃ 오븐에서 4시간 방치 후 두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하

였다

스웰링 시험결과, 실시예 1의 리튬 2차 전지는 두께 증가율이 약 3%인데 반하여 비교예 1의 경우는 12%로 나타났다.

실시예 2 및 3의 경우도 실시예 1과 거의 동등한 스웰링 특성을 나타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화학식 1의 다관능성 이소사아누레이트 모노머를 사용하여 제조된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한 본 발

명의 리튬 전지는, 주사슬이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또는 폴리알킬렌 구조로 이루어진 종래의 다관능성 모노머를 사

용하여 제조된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한 리튬 전지에 비하여 수명 특성, 안전성 및 스웰링 특성이 개선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전해질 용질로서의 리튬염, 및 비수계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

<화학식 1>

단, A1, A2, 및 A3는 서로 독립적으로 C1 내지 C10의 알킬렌기, 또는 C1 내지 C10의 아릴렌기를 나타내고; Z1, Z2,

및 Z3는 화학식 2로 표시되는 치환기를 나타내는데,

<화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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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X는 를 나타내고, Y는

를 나타내며, 이때 R1 및 R2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C1 내지 C10의 알킬기, C1 내지 C10의 불소화 알킬기, C1 내

지 C10의 아릴기, 및 C1 내지 C10의 불소화 아릴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이며; m은 0 내지 1

0의 정수이고, n은 0 내지 5의 정수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은 에틸렌성 불포화 모노머(ethylenically unsaturated monomer

s)을 상기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95중량부 이하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분자 전해질.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이 중합개시 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분자 전해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개시제는 디아실 퍼옥사이드계 화합물, 디알킬 퍼옥사이드계 화합물, 퍼옥시 에스테르계 

화합물, 삼급 알킬 하이드로퍼옥사이드계 화합물, 퍼옥시 케탈계 화합물, 퍼옥시 디카보네이트계 화합물, 아조계 화합

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그 함량은 모노머의 총합 100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10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전해질.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튬염은 LiPF 6 , LiClO 4 , LiBF 4 , LiBF 6 , LiCF 3 SO 3 , LiAsF 6 , LiC 4

F 9 SO 3 , LiN(SO 2 CF 3 ) 2 , LiN(SO 2 C 2 F 5 ) 2 ,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고,

상기 고분자 전해질 형성용 조성물에 있어서 그 농도가 0.5 내지 3.0 몰/ℓ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전해질.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매가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에

틸 카보네이트, 디에틸 카보네이트, 메틸프로필 카보네이트, 에틸프로필 카보네이트, 메틸부틸 카보네이트, 테트라하

이드로퓨란, 2-메틸테트라하이드로퓨란, 디에톡시에탄, 메틸포르메이트, 에틸포르메이트, 트리글라임, 테트라글라임,

플루오로벤젠, 디플루오로벤젠, γ-부티로락톤 또는 이 들의 혼합물이고,

그 함량이 상기 총모노머 100 중량부에 대하여 10 내지 5000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전해질.

청구항 7.
애노드;

캐소드; 및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개재되어 있으며, 청구항 1항 내지 7항 중 어느 한 항의 고분자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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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가 리튬 망간 산화물,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니켈 산화물, 리튬 크롬 산화물, 설퍼, 설

퍼함유 유기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전지.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애노드가 리튬 금속, 리튬 합금, 탄소재, 또는 흑연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전지

.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다공성 멤브레인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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