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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제조방법은 유기 용매에, 폴리비닐덴플로라이

드, 비닐덴플로라이드와 헥사플로로프로필렌의 공중합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폴리메타

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알코올 및 폴리에틸렌옥사이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혼합물인 고분

자 화합물을 혼합하여 결합제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제 용액에 실리카볼을 혼합하여 예비 분리막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예비 분리막내 상기 유기 용매를 증발시키는 단계; 상기 예비 분리막에 포함된 상기 실리카 볼을 제거

하여 다공성 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분리막을 세정하는 단계; 및 상기 다공성 분리막을 금속염이 포함

된 액체 전해질에 함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은 다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함된 가소제를 제거하기 위한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가소제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극들로 인해

서 기계적 강도가 약화될 염려가 없다. 또한, 실리카 볼의 크기를 조절하여, 최적의 이온전도특성을 얻을 수 있는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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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공극의 양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자 전해질이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우수한 방전특성

을 나타내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0.5 ㎛의 실리카 볼을 사용하여 제조된 본 발명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

도 2는 1 ㎛의 실리카 볼을 사용하여 제조된 본 발명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

진,

도 3a 내지 도 3c는 종래기술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2차 전지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개략도를 각각 나타

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튬염과 액체성성분이 흡입되는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실리카볼(silica ball)

을 사용하여 균일한 크기의 공극(pore)를 형성한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기, 전자, 통신 및 컴퓨터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이면서도 안전성이 높은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점

차 증대되어 왔다. 특히, 전기, 전자 제품의 경박단소화 및 휴대화 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도 박

막 화 및 소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가장 크게 리튬 고분자 2차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리튬고분자 2차 전지는 전해질의 누출과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좋은 특성을 갖지만 전도도

가 낮아서 좋은 전도도를 갖는 고분자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젤 고분자 전해질이 이러한 조건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젤전해질은 전해액을 고분자 골격내에 포함할 수가 있어서 안전도가 높고 전도도

가 10  -3 S/cm의 크기를 갖고 있어 실용화에 적합하여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젤 전해질을 제

조하는 공정중에 하나가 미국 특허 제 5,456,000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지의 구성성분이 조립되어진 후에 여기에 

리튬염과 용매를 함침시키는 방법이다. 리튬염이나 용매가 흡습성이 크기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건조된 분위기에서

전지 조립이 이루어졌던 것을 건조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전지를 조립하고 나중에 건조된 분위기에서 리튬염이나 용

매를 함침함으로서 제조공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특허의 제조공정을 도면을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닐리덴플로라이드(VdF: vinylidenfloride)와 헥사플로로프로필렌(HFP: hexafluo

ropripylene)으로 이루어진 코폴리머(copolymer)에 가소제, 예를 들어 DBP(dibutylphtalate)의 8 내지 25 wt%를 

혼합하여 이루어진 분리막(3)과 동일성분을 포함하는 양극(3)과 음극(4) 및 양극 집전체(1)과 음극 집전체(2)사이에 

개재하여 약 120 내지 160℃의 온도로 열을 가하면서 압착시킨다. 그다음 분리막에 포함된 DBP를 에탄올 또는 디에

틸에더로 제거한다. 그 결과,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닐딜렌플로라이드내의 비정질사이의 공극들이 DBP의 제

거로 인하여 서로 연통하게 형성되어 전해질이 이동하는 경로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해

액에 상기 구조를 함침하여 상기 공극 내부에 전해질이 함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근본적으로 몇가지의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공극 구조의 형성으로 분리막의 기계적 강도가 약해서 두께가 75㎛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다층구조로 형성되는 

2차전지의 두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분리막내에 다공성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가소제인 DBP가 추출되어야 하나, 그 추출 공정을 거친후에도 가소

제가 잔류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공극형성이 미비하고 공극내에 함침되는 전해질의 양이 감소하여 전지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세째, 가소제의 추출공정이 고가이고 가연성이어서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네째, 종래기술은 일정한 입자형태를 띠지 않은 DB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극 구조의 크기를 제조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어,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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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가소제 대신에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켜주는 실리카볼과 고분자를 용매 캐스팅법으로 필름을 제조하고 불

산을 사용하여 실리카볼를 제거함으로써 다 공성 고분자 전해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리카볼은 전해질막의 기계적강도를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종래의 제작방법에서 다공성을 만들기 위하여 사

용되는 가소제의 추출후에 기계적 강도의 약화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추출후에 남아 있는 가소제가 전지 성능

에 영향을 미지거나, 가소제의 복잡한 처리공정을 채용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에 있어서, 유기 용매에, 폴리비닐덴플로라

이드, 비닐덴플로라이드와 헥사플로로프로필렌의 공중합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폴리메

타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알코올 및 폴리에틸렌옥사이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혼합물인 고

분자 화합물을 혼합하여 결합제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제 용액에 실리카볼을 혼합하여 예비 분리막을 형성

하는 단계; 상기 예비 분리막내 상기 유기 용매를 증발시키는 단계; 상기 예비 분리막에 포함된 상기 실리카 볼을 제

거하여 다공성 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분리막을 세정하는 단계; 및 상기 다공성 분리막을 금속염이 포

함된 액체 전해질에 함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및 고분자 전해질

을 제공한다.

폴리머를 녹이는 유기 용매로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tetrahydrofuran), 아세토나이트릴(acetonitrile), N-메틸피로

리돈(N-methylpyrrolidone), 시크로헥산온 (cyclohexanone), 클로로포름(chloroform)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다공성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실리카볼을 0.01-10㎛의 입자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해 용매로는 에틸렌카보네이트(ethylene carbonate), 프로필렌카보네이트 (propylene carbonate), 디메틸카보네

이트(dimethylcarbonate), 디에틸카보네이트 (diethylcarbonate), 에틸메틸카보네이트(ethylmethylcarbonate), 감

마-부티로락톤 (  -butyrolactone), 디메틸술폭시드(dimethylsulfoxide),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해 용매에 용해되어 전해질을 구성하는 금속염은 리튬염으로서 LiPF  6 , LiAsF  6 , LiClO  4 , LiN(CF  3 SO 

2 )  2 , LiBF  4 , LiCF  3 SO  3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혼합물이다. 리튬염의 농도는 0.5M 내

지 2M이 바람직하다. 금속염으로는 다른 알칼리 금속염이나 수은염도 또한 가능하다. 상기 예비 분리막은 20 내지 7

0㎛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고분자 화합물의 중량과 상기 실리카 볼의 중량은 0.1 내지 1.5

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기 용매 100 내지 150ml에 상기의 고분자 화합물중에 선택된 고분자 화합물 10 내지 30g과 실리카 볼 1 내지 30g

을 섞고 실온에서 1 내지 5시간동안 50 내지 100℃에서 혼합한다. 고분자 화합물 1g당 혼합되는 실리카 볼은 0.1 내

지 1.5g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닥터블레이드등을 사용하여 20 내지 70㎛두께의 분리막을 형성한다. 제작된 분리

막을 건조하여 용매를 증발시킨다. 건조된 분리막에 소정 농도의 불산으로 5 내지 24시간 처리한다. 그 다음 불산으

로 처리된 필름을 초순수로 세척한다. 세척된 분리막을 50℃에서 5 내지 24시간 건조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분리막을 상기 금속염 그룹에 선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전해 용매군에서 선택된 전해 용매에 용해시켜 형성된 전

해 용액에 함침시킨다음 건조시켜 고분자 전해질을 완성시킨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전지의 분리막은 다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함된 가소제를 제거하기 위한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

으며 가소제의 제거로부터 생성된 공극들로 인해서 기계적 강도가 약화될 염려가 없다. 또한, 실리카 볼의 크기를 조

절하여, 최적의 이온전도특성을 얻을 수 있는 공극크기와 공극의 양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

자 전해질이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우수한 방전특성을 나타내게된다.

(실시예 1)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20ml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1g,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 2g과 평균 직경이 0.06㎛인 

실리카 볼 3g을 실온에서 1시간 혼합하고 서서히 80℃로 온도를 상승시켜서 1시간 재혼합한다. 이를 테프론 판에 닥

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20 내지 70㎛두께의 필름을 제작하고 3시간 정도 50℃로 건조한 후에 소정 농도의 불산용액

에서 10시간 실리카 볼을 제거한다. 실리카 볼을 제거한 분리막을 초순수에서 세척하여 50℃에서 12시간동안 건조한

후 120℃에서 12시간 재건조시킨다. 다음으로 분리막을 액체전해질(1M LiPF  6 in EC/DEC)에 함침하여 다공성 고

분자 전해질을 완성시킨다. 완성된 고분자 전해질의 전도도측정을 IM6 임피던스 기기를 사용하여 1KHz 내지 1MHz

의 주파수로 실시한 결과 1.15x10  -3 S/cm로 나타내었다.

(실시예 2) 내지 (실시예 5)

실시예 1과는 실리카 볼의 비율만 다른고 다른 조건은 같으며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
고분자 물질(g)

실리카 볼(g) 이온 전도도 (S/cm)
PVdF PEO

P213 2 1 3.0 1.15x 10  -3 S/cm

P212 2 1 2.0 1.07x 10  -3 S/cm



등록특허  10-0391933

- 4 -

P211 2 1 1.0 6.67x 10  -4 S/cm

P2105 2 1 0.5 5.16x 10  -4 S/cm

P210 2 1 0.0 2.0x 10  -4 S/cm

(실시예 6)

테트라하이드로퓨란 20ml에 폴리에틸렌옥사이드 1g과 폴리비닐덴플롤라이드 2g 그리고 평균 크기가 0.5 ㎛인 실리

카 볼 2g을 실온에서 1시간 혼합하고 서서히 80  o C로 온도를 상승시켜서 1시간 재혼합한다. 이를 테프론 판에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필름을 제작하고 3시간 가량 50  o C에서 건조시킨 후에 소정농도의 불산용 액에서 10시간 실

리카 볼을 제거한다. 실리카볼을 제거한 필름을 초순수에서 세척을 하고 상온에서 12시간 건조 한 후에 120  o C에서

12시간 재 건조시킨다. 다음으로 분리막을 액체전해질(1M LiPF  6 in EC/DEC)에 함침하여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을 

완성시킨다. 완성된 고분자 전해질의 SEM사진은 도1와 같으며 0.5 ㎛의 공극들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고분

자 전해질의 전도도 측정을 IM6 임피던스기기를 사용하여 1k - 1M Hz의 주파수로 실시한 결과 1 x 10  -3 S/cm의 

전도도를 얻었다.

(실시예 7)

THF 20ml에 PEO 1g과 PvdF 2g 그리고 평균 크기가 1 ㎛인 실리카 볼 2g을 실온에서 1시간 혼합하고 서서히 80  o

C로 온도를 상승시켜서 1시간 재혼합한다. 이를 테프론 판에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필름을 제작하고 3시간 가량 

50  o C에서 건조시킨 후에 소정농도의 불산용액에서 10시간 실리카 볼을 제거한다. 실리카볼을 제거한 필름을 초순

수에서 세척을 하고 상온에서 12시간 건조 한 후에 120  o C에서 12시간 재 건조시킨다. 다음으로 분리막을 액체전해

질(1M LiPF  6 in EC/DEC)에 함침하여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을 완성시킨다. 완성된 고분자 전해질의 SEM사진은 도

2와 같으며 1㎛의 공극들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고분자 전해질의 전도도 측정을 IM6 임피던스기기를 사용하

여 1k - 1M Hz의 주파수로 실시한 결과 7 x 10  -4 S/cm 의 전도도를 얻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은 다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함된 가소제의 제거하기 위한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가소제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극들로 인해서 기계적 강도가 약화될 염려가 없다. 또한, 실리카 볼의 크기를 조

절하여, 최적의 이온전도특성을 얻을 수 있는 공극크기와 공극의 양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

자 전해질이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우수한 방전특성을 나타내게된다. 따라서, 리튬 1차, 이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

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에 있어서,

유기 용매에, 폴리비닐덴플로라이드, 비닐덴플로라이드와 헥사플로로프로필렌의 공중합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

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폴리메타아크릴레이트, 폴리비닐알코올 및 폴리에틸렌옥사이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된 적어도 하나의 혼합물인 고분자 화합물을 혼합하여 결합제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제 용액에 실리카볼을 혼합하여 예비 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예비 분리막내 상기 유기 용매를 증발시키는 단계;

상기 예비 분리막에 포함된 상기 실리카 볼을 제거하여 다공성 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분리막을 세정하는 단계; 및

상기 다공성 분리막을 금속염이 포함된 액체 전해질에 함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용매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아세토나이트릴, N-메틸피로리돈, 시크로헥산온, 클로로포름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염은 LiPF  6 , LiAsF  6 , LiClO  4 , LiN(CF  3 SO  2 )  2 , LiBF  4 , LiCF  3 SO  3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

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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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분리막은 20 내지 70㎛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 볼은 직경 0.01㎛ 내지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화합물의 중량과 상기 실리카 볼의 중량은 0.1 내지 1.5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

성 고분자 전해질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다공성 고분자 전해질.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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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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