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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고, 이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합

시킨 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제조된 균질구조를 가진 탄소분말로 이루어지고, 입자의 표면으로

부터 그 중심부분까지 입자 전체에 걸쳐 흑연결정조직 영역 및 비결정질조직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균질한 구

조를 갖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에 관한 것이다. 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방전용량이 높고, 불가역용량이 낮으며, 또

한 우수한 클롱효율 및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가진 전지를 제조할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 침투시키고, 이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킨 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제조된 탄소분말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은 100~500℃의 온도의 가열 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은 페놀 수지, 폴리비닐알콜 수지, 푸란 수지, 셀룰로오스 수지, 폴리스티렌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및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폴리머의 원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

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은 페놀 수지의 원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페놀 수지 원료의 반응 시에, 건성유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을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입자의 표면으로부터 그 중심부분까지 탄소재료를 구성하는 입자 전체에 걸쳐 흑연결정조직

영역과 비결정질조직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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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를 박편으로 절단한 단면의 투과형 전자현미경의 명시야상에서, 5㎛의

정방형 영역의 제한시야 회절패턴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흑연결정조직 영역과 (002)면

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비결정질조직 영역의 면적비가 99~30:1~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의 양은 탄소질 입자 100질량부에 대해서 4~500질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의 양은 탄소질 입자의 100질량부에 대해서 100~500질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붕소를 10~5,000ppm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유기화합물의 중합 후, 상기 붕소 또는 붕소화합물을 첨가한 다음, 1,800~3,300℃에서 열처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질 입자는 천연 흑연입자, 석유피치코크로 이루어진 입자 또는 석탄피치코크로 이

루어진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질 입자의 평균입자크기는 10~40㎛이고, 평균 진원도는 0.85~0.99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필라멘트직경 2~1,000nm의 탄소섬유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

재료.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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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의 적어도 일부가 탄소분말의 표면 상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

용 탄소재료.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의 양은 탄소질 입자 100질량부에 대해서 0.01~20질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

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는 기상성장 탄소섬유이고, 이 탄소섬유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트의 종횡비는 10~15,00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2,000℃ 이상에서 열처리를 행한 흑연화된 탄소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트는 그 중심축을 따라 연장하는 중공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분기상 탄소섬유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의 X선 회절법에 의해 측정된 (002)면에서의 평균 층간거리(d002)가 0.344nm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2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분말은 하기 요구조건 (1)~(6)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

극 형성용 탄소재료.

(1) 플루오식 입자상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평균 진원도가 0.85~0.99임;

(2) X선 회절법을 통해 측정한 (002)면의 C0가 0.6703~0.6800nm이고, La(a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가 100nm

를 초과하고, 또 Lc(c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가 100nm를 초과함;

(3) BET 비표면영역이 0.2~5㎡/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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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밀도가 2.21~2.23g/㎤임;

(5) 레이저 라만 R값(레이저 라만스펙트럼에 있어서 1,580cm-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도의

비)이 0.01~0.9임; 또한

(6) 레이저 회절법을 통해 측정된 평균입자크기가 10~40㎛임.

청구항 24.

탄소질 입자를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 또는 이 유기 화합물의 용액으로 처리하여, 탄소질 입자에 유기 화합물을

부착 및 침투시키는 단계;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키는 단계; 및 그 얻어진 생성물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

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분말을 함유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탄소질 입자를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과 필라멘트직경 2~1,000nm의 탄소섬유의 혼합물 또는 이 혼합물의 용

액으로 처리하여, 탄소질 입자에 유기 화합물을 부착 및 침투시키고 그 입자에 탄소섬유를 접착시키는 단계; 상기 유기 화

합물을 중합시키는 단계; 및 그 얻어진 생성물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분말의 표면 상에 상기 탄소섬유의 적어도 일부가 부착되어 있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재된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및 바인더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극 페이스트.

청구항 27.

제26항에 기재된 전극 페이스트의 성형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극.

청구항 28.

제27항에 기재된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

청구항 29.

제27항에 기재된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전지.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에틸렌카보네이트, 디에틸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에틸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부틸렌 카보네이트 및 비닐렌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비수계 전해액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차전지.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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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재된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를 5~95질량%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세퍼레이터.

청구항 32.

제31항에 기재된 연료전지 세퍼레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청구항 33.

제29항 또는 제30항에 있어서, 비수계 폴리머 전해질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전지.

청구항 34.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를 박편으로 절단한 단면의 투과형 전자현미경의 명시야상에서, 5㎛의

정방형 영역의 제한시야 회절패턴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흑연결정조직 영역과 (002)면

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비결정질조직 영역의 면적비가 85: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

극 형성용 탄소재료.

청구항 35.

탄소질 입자에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화합물을 균질하게 함침, 부합시키고, 상기 유기화합물을 중합시킨 후, 탄소화 및

소성처리하는 것에 의해 제조된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로서, 탄소분말의 표면으로부터 중심부까지 흑연결정조직 영역

과 비결정질조직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출원 상호참조)

본 출원은 35 U.S.C. 111(b)의 조항 하에 2003년 6월 12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0/477,755호의 이익을 35 U.S.C.

119(e)(1)에 따라 주장하는 35 U.S.C. 111(a)의 규정을 따른 출원이다.

본 발명은 충/방전용량이 크고, 우수한 충/방전 사이클 특성 및 우수한 대전류 부하특성을 나타내는 비수계 전해질 이차전

지 제조용 전극재료, 이 재료로 이루어진 전극, 및 이 전극를 포함하는 비수계 전해질 이차전지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 본 발명은 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음극재료, 이 재료로 이루어진 음극, 및 이 전극을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기기의 소형경량화 및 고성능화와 함께,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유한 리튬이온 이차전지, 즉 고용량의 리튬이온 이차전

지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리튬이온을 흑연층 사이에 삽입할 수 있는 흑연미세분말

을 음극재료로서 사용한다. 흑연의 결정화도가 높을 수록 높은 방전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천연 흑연과 같이 결정화도가

높은 흑연재료를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용 음극재료로서 사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흑연의 이론상의 방전

용량 372mAh/g에 거의 근접한 방전용량 350~360mAh/g의 실용범위 내의 흑연재료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흑연재료의 사용은, 흑연재료의 결정화도가 높을 수록, 전해액의 분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불가역용량의 증가

및 클롱효율(즉, 최초 충/방전 사이클에서의 방전용량/충전용량)의 저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J. Electrochem. Soc.,

Vol. 117, 1970, pp. 222~224 참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표면이 비결정질 탄소로 피복되어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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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가 높은 탄소재료를 함유함으로써, 전해액의 분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클롱효율의 저하 및 불가역용량의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사이클 특성의 열화를 억제하는 음극재료가 제안되어 있다(일본특허 제2,643,035호(미국특허 제

5,344,726호) 및 일본특허 제2,976,299호 참조). 그러나, 일본특허 제2,643,035호(미국특허 제 5,344,726호)에 개시된,

CVD(화학증착)에 의해 결정화도가 높은 탄소재료의 표면 상에 비결정질 탄소층을 형성하는 기술은 제조비용 및 양산성의

점에서 심각한 실용상의 문제가 있다. 또한, 상기 특허문헌에 개시된 비결정질 탄소층을 포함하는 2층 구조를 갖는 음극재

료는 비결정질 탄소층과 관련된 문제(즉, 저용량 및 저클롱효율)가 있다. 일본특허 제2,976,299호에는 제조비용 및 양산

성의 관점에서 유리한, 콜타르 피치 등으로 재료의 표면을 피복하고, 열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액상 탄소화를 이용한 기

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술도 상술한 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결정질 탄소층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일본 특허공개 제2001-6662호 공보에는 열경화성 수지재료를 유기용제에 용해시키고, 얻어진 용액을 흑연분말과

혼합하고, 그 얻어진 혼합물을 성형한 다음, 얻어진 생성물을 열경화시킨 후 소성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재료가 흑연분말의 내부로 충분하게 침투되지 않기 때문에; 즉, 열경화성 수지가 흑연분말의

표면 상에 단지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경화성 수지와 흑연으로부터 균질한 복합재료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비결정질 탄소층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방전용량이 크고, 불가역용량이 낮으며, 우수한 클롱효율 및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나타내는 전지제조용

전극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재료는 고결정성의 흑연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문제점 및 비결정질 탄소층을 재료에 형

성한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자들이 예의검토한 결과, 탄소질 입자에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을 균

질하게 함침시켜 복합재료를 형성하고, 그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킨 후 탄소화 및 소성시킨 경우, 입자의 표면으로부터 중

심부 전체에 결쳐 사실상 균질한 구조를 각각 가진 입자로 이루어진 탄소분말이 제조되고, 그 탄소분말을 전지제조용 전극

재료로서 사용한 경우, 얻어진 전지는 고결정성 흑연입자로부터 제조된 것과 비교하여 방전용량이 크고, 우수한 클롱효율,

우수한 사이클 특성, 및 작은 불가역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본 발명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후술하듯이 전지전극 제조용 탄소재료, 이 탄소재료의 제조방법, 및 이 탄소재료의 용도를 제공한다.

1.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고, 이어서 그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킨 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제조된 균질구조를 가진 탄소분말로 이루어진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2. 1에 있어서, 상기 중합은 100~500℃의 온도의 가열 하에서 행해지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3.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은 페놀 수지, 폴리비닐알콜 수지, 푸란 수지, 셀룰로오스 수지, 폴리스티렌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및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폴리머의 원료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4. 3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은 페놀 수지의 원료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5. 4에 있어서, 상기 페놀 수지 원료의 반응 시에, 건성유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을 첨가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6. 1 내지 5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입자의 표면으로부터 그 중심부분까지 탄소재료를 구성하는 입자 전체에 걸쳐 흑연결

정조직 영역 및 비결정질조직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7. 6에 있어서,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를 절단함으로써 얻어진 박편의 단면의 투과형 전자현

미경의 명시야상에서, 상기 단면에 있어서 임의로 선택된 5㎛의 정방형 영역의 제한영역 회절패턴에 있어서의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흑연결정조직 영역과 (002)면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비

결정질조직 영역의 면적비가 99~30:1~70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8. 1 내지 7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탄소질 입자에 유기 화합물을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고, 이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

합시키는 공정을 다수회 행한 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제조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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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의 양은 탄소질 입자 100질량부에 대해서 4~500질량부인 전지전극 형성

용 탄소재료.

10. 9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의 양은 탄소질 입자의 100질량부에 대해서 100~500질량부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

료.

11. 1~10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붕소를 10~5,000ppm 함유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12. 11에 있어서, 유기화합물의 중합 후, 상기 붕소 또는 붕소화합물을 첨가한 다음, 1,800~3,300℃에서 열처리한 전지전

극 형성용 탄소재료.

13. 1~12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탄소질 입자는 천연 흑연입자, 석유피치코크로 이루어진 입자 또는 석탄피치코크

로 이루어진 입자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14. 13에 있어서, 상기 탄소질 입자의 평균입자크기는 10~40㎛이고, 평균 진원도는 0.85~0.99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

재료.

15. 1~14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필라멘트직경 2~1,000nm의 탄소섬유를 함유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16. 15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의 적어도 일부가 탄소분말의 표면 상에 부착되어 있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17. 15 또는 16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의 양은 탄소질 입자 100질량부에 대해서 0.01~20질량부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

소재료.

18. 15 내지 17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는 기상성장 탄소섬유이고, 이 탄소섬유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트의

종횡비는 10~15,000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19. 18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2,000℃ 이상에서 열처리를 행한 흑연화된 탄소섬유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

재료.

20. 18 또는 19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트는 그 중심축을 따라 연장하는 중공을 포함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21. 18 내지 20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분기상 탄소섬유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22. 18 내지 21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기상성장 탄소섬유의 X선 회절법에 의해 측정된 (002)면에서의 평균 층간거

리(d002)가 0.344nm 미만인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23. 1 내지 22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탄소분말은 하기 요구조건 (1)~(6)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1) 플루오식 입자상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평균 진원도가 0.85~0.99임;

(2) X선 회절법을 통해 측정한 (002)면의 C0가 0.6703~0.6800nm이고, La(a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가 100nm

를 초과하고, 또 Lc(c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가 100nm를 초과함;

(3) BET 비표면영역이 0.2~5㎡/g임;

(4) 실제밀도가 2.21~2.23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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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저 라만 R값(레이저 라만스펙트럼에 있어서 1,580cm-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도의

비)이 0.01~0.9임; 또한

(6) 레이저 회절법을 통해 측정된 평균입자크기가 10~40㎛임.

24. 탄소질 입자를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 또는 이 유기 화합물의 용액으로 처리하여, 탄소질 입자에 유기 화합

물을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는 단계;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키는 단계; 및 그 얻어진 생성물을 1,800~3,300℃의 온도

에서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균질구조를 가진 탄소분말을 함유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의 제조방법.

25. 탄소질 입자를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과 필라멘트직경 2~1,000nm의 탄소섬유의 혼합물 또는 이 혼합물의

용액으로 처리하여, 탄소질 입자에 유기 화합물을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고 그 입자에 탄소섬유를 접착시키는 단계;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키는 단계; 및 그 얻어진 생성물을 1,800~3,300℃의 온도에서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탄

소섬유의 적어도 일부가 탄소분말의 표면 상에 부착되어 있는 균질구조를 갖는 탄소분말과 탄소섬유를 함유하는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의 제조방법.

26. 1 내지 23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및 바인더를 함유하는 전극 페이스트.

27. 26에 기재된 전극 페이스트의 성형품을 포함하는 전극.

28. 27에 기재된 전극을 포함하는 전지.

29. 27에 기재된 전극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30. 29에 있어서, 비수계 전해액 및/또는 비수계 폴리머 전해질을 포함하고, 상기 비수계 전해액 및/또는 비수계 폴리머 전

해질에 사용되는 비수계 용제는 에틸렌 카보네이트, 디에틸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메틸에틸 카보네이트, 프로필

렌 카보네이트, 부틸렌 카보네이트 및 비닐렌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을 함유하는 이차전지.

31. 1 내지 23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를 5~95질량% 함유하는 연료전지 세퍼레이터.

32. 31에 기재된 연료전지 세퍼레이터를 포함하는 연료전지.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탄소질 입자에 폴리머의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을 충분히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고, 이어서 상기 유기

화합물을 중합시킨 후, 그 얻어진 생성물을 탄소화 및 소성시킴으로써, 중심부에서 표면까지 입자 전체에 걸쳐서 실질적으

로 균질한 구조를 각각 갖는 입자로 이루어진 탄소분말을 제조한다.

[1] 탄소질 입자

본 발명에 있어서 핵재료로서 사용되는 탄소질 입자의 종류는 리튬이온이 삽입 및 방출될 수 있는 입자이면 특별히 한정하

지 않는다. 탄소질 입자가 삽입 및 방출하는 리륨이온의 양이 클수록 바람직하다. 따라서, 탄소질 입자는 천연 흑연과 같이

결정성이 높은 흑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성이 높은 흑연으로 이루어진 탄소질 입자는 하기 요구조건을 만

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선 회절법을 통해 측정된 (002)면의 C0가 0.6703~0.6800nm(평균 층간거리(d002) 환산으로 0.33515~0.3400nm)임;

La(a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가 100nm를 초과하고; Lc(c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가 100nm를 초과하고;

또 레이저 라만 R값(즉, 레이저 라만스펙트럼에 있어서 1,580cm-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도의

비)이 0.01~0.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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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질 입자는 중합단계에 이어서 행해지는 1,800~3,300℃에서의 열처리를 통해 흑연화된 이흑연화 탄소재료(연탄소)로

이루어진 입자여도 좋다. 탄소질 입자의 구체예로는 석유피치코크 및 석탄피치코크 등의 코크로 이루어진 입자가 열거된

다.

예컨대 괴상, 편상, 구상 또는 섬유상의 탄소질 입자를 사용해도 좋다. 구상 또는 괴상의 입자가 바람직하다. 핵재료로서의

탄소질 입자의 플루오식 입자상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평균 진원도는 0.85~0.99인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 진원도가

0.85 미만이면, 전극형성용 탄소재료로서의 탄소분말의 충전밀도가 전극의 형성시 증가하지 않게 되어, 단위체적 당 방전

용량이 저하된다. 반면, 평균진원도가 0.99를 초과하는 것은, 탄소질 입자가 진원도가 낮은 미세입자를 거의 함유하지 않

기 때문에, 전극형성 시 방전용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더욱이, 탄소질 입자에 함유되는 평균 진원도 0.90 미만의 입자의 양

은 2~20입자수%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 진원도는, 예컨대 메카노퓨젼(표면융합) 처리를 이용하는 입자형상

제어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탄소질 입자의 레이저 회절산란법에 의해 측정된 평균입자크기는 10~40㎛가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한 평균입자크기는

10~30㎛이다. 탄소질 입자의 입자크기 분포에 있어서, 1㎛ 미만 및/또는 80㎛ 이상의 범위 내에 있는 입자크기를 갖는 입

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자크기 범위가 바람직한 이유는, 탄소질 입자의 입자크기가 크

면, 전극형성용 탄소재료로서 제조된 탄소분말의 입자크기도 커지게 되어, 이 탄소분말로 이루어진 이차전지의 음극의 사

이클 특성이 충/방전 반응을 통한 입자의 마이크론화에 의해 열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탄소질 입자의 입자크기가 작으면,

입자가 리튬이온과의 전기화학반응에 효율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용량이 저하되고, 사이클 특성이 저하되게 된다.

입자크기분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쇄 또는 분급 등의 공지된 기술을 사용해도 좋다. 분쇄에 사용되는 장치의 구체예로는

햄머밀, 죠크러셔(jaw crusher), 및 충격식 분쇄기가 열거된다. 분급은 공기분급 또는 체를 이용한 분급이어도 좋다. 공기

분급에 사용되는 장치로는 터보 분급기 및 터보 플렉스가 열거된다.

탄소질 입자는 하기 2종의 영역; 즉, 투과형 전자현미경의 명시야상에서 관찰되는 결정질(흑연 결정질) 탄소영역과 비결정

질 탄소영역 모두를 가져도 좋다. 통상적으로, 투과형 전자현미경은 탄소재료의 구조분석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특히, 탄

소결정면을 격자상(특히, 육각의 망상면이 002격자상으로서 관찰될 수 있음)의 형태로 관찰할 수 있는 고분해능 현미경을

사용한 경우, 약 400,000 이상의 배율에서 탄소재료의 적층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탄소질 입자의 결정질 탄소영역

및 비결정질 탄소영역은 탄소의 특성화에 유효한 기술인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질 입자의 명시야상에서 판별되는 영역을 제한시야 회절(SAD) 분석을 행하고, 얻어진 회절패턴에 기초

하여 판별을 행한다. SAD 분석은 "최신 탄소재료 실험기술(분석ㆍ해석편)"(SIPEC Corporation), The Carbon Society of

Japan 발행, pp.18~26, 44~50, 및 미치오 이나가키 등의 "개정 탄소재료입문", The Carbon Society of Japan 발행,

pp.29~40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된 "결정질 탄소영역"이란, 예컨대 이흑연화 탄소의 2,800℃에서의 처리를 통해 얻어진 생성물의 회절패턴(구

체적으로,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 패턴)에서 관찰된 바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영역을 나타내고; "비

결정질 탄소영역"이란, 예컨대 난흑연화 탄소의 1200~2800℃에서의 처리를 통해 얻어진 생성물의 회절패턴(구체적으로,

(002)면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에서 관찰된 바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영역을 나타낸

다.

탄소질 입자에 있어서,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입자의 광시야상으로부터 얻어진 결정질 탄소영역과 비

결정질 탄소영역의 면적비는 바람직하게는 95~50:5~50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90~50:10~50이다. 탄소질 입자의 결정

질 탄소영역과 비결정질 탄소영역의 면적비가 50:50 미만인 경우에는, 얻어진 음극재료는 높은 방전용량을 나타내지 않는

다. 반면, 결정질 탄소영역과 비결정질 탄소영역의 면적비가 95:5를 초과하는 경우; 즉, 탄소질 입자가 결정질 탄소영역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에는, 입자표면이 탄소층으로 완전하게 피복되어 있지 않으면, 클롱효율이 저하고, 사이클 특성이 열화

되는 반면, 입자표면이 탄소층으로 완전히 피복되어 있으면, 2층 구조의 형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용량이 저하하게

된다.

[2] 유기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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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은 폴리머 형성용 원료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폴리머형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핵재료로

서의 탄소질 입자의 내부에 원료를 균질하게 침투시킬 수 있다. 반면, 폴리머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분자량이

크고 점성이 높기 때문에, 폴리머형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폴리머를 탄소질 입자의 내부에 균질하게 침투시킬 수

없어, 얻어진 전극재료에 있어서 우수한 특성이 얻어지지 않는다.

유기 화합물의 중합을 통해 얻어진 폴리머는 바람직하게는 탄소질 입자 및/또는 섬유상 탄소에 접착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사용된 "접착성을 나타내는 폴리머"란, 폴리머가 탄소질 입자와 섬유상 탄소 내에 존재하여 이들 재료가 서로 접촉하게 하

는 경우, 이들 재료는, 예컨대 공유결합, 반데르발스력 또는 수소결합 등에 의한 화학결합, 또는 예컨대 앵커효과 등에 의

한 물리적 흡착을 통해 일체화되는 폴리머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혼합, 교반, 용제제거 또는 열처리 등의 임의의

처리를 행한 경우, 폴리머가 실질적으로 탄소층의 박리를 야기시키지 않을 정도로, 예컨대 압축, 굽힘, 박리, 충격, 인장 또

는 인열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는 폴리머이면 어느 폴리머를 사용해도 좋다. 폴리로는 페놀 수지, 폴리비닐알콜 수지, 푸란

수지, 셀룰로오스 수지, 폴리스티렌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및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이 바람

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페놀 수지 및 폴리비닐알콜 수지이고, 특히 바람직하게는 페놀 수지이다.

페놀 수지를 소성함으로써 조밀한 탄소질 재료가 얻어지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페놀 수지 원료의 불포화 결합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얻어진 페놀 수지는 열처리 시(소성 시) 분해를 완화시켜 발포를 억제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용될 수 있는 페놀 수지의 예로는 노볼락 및 레졸 등의 페놀 수지; 및 이러한 페놀 수지의 부분 변성에 의해 얻어진 변성

페놀 수지가 열거된다.

이러한 페놀 수지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의 유기 화합물의 에로는 페놀 화합물, 알데히드, 필요 촉매, 가교제가 열거된

다.

여기서 사용된 "페놀 화합물"이란, 페놀 및 페놀 유도체를 나타낸다. 페놀 화합물의 예로는 페놀, 크레졸, 크실레놀, 탄소수

20 미만의 알킬기를 보유한 알킬페놀, 및 비스페놀 A 등의 4개의 관능기를 갖는 페놀화합물이 열거된다. 알데히드로는 입

수용이성, 비용 등의 관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바람직하고, 포르말린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알데히드는 파라포름알데

히드 등이어도 좋다.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로는 페놀과 벤젠핵 사이에 -NCH2 결합을 형성한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같은 염

기성 물질이어도 좋다.

페놀 수지 중에서, 건성유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을 함유하는 변성 페놀 수지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건성유 또

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을 함유하는 페놀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소성 시 기포를 더욱 억제하여 조밀한 탄소질 층을

형성한다.

건성유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을 함유하는 페놀 수지는 하기 공정: 우선 페놀 화합물과 건성유를 강산 촉매의

존재하에서 첨가반응시키고, 이어서 얻어진 반응 혼합물에 염기성 촉매를 첨가하여 혼합물이 염기성을 나타내게 한 다음,

포르말린 첨가반응을 행하는 공정; 또는 페놀 화합물과 포르말린을 반응시킨 후, 얻어진 반응 혼합물에 건성유 또는 그것

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을 첨가하는 공정을 통해서 제조될 수 있다.

건성유는 분산시켜 박막을 형성한 후, 공기 중에 방치한 경우, 비교적 단시간에 건조고화되는 식물성유이다. 건성유의 예

로는 동유, 아마씨유, 탈수 피마자유, 대두유 및 캐슈넛유 등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일이 열거된다. 이들 건성유로부터 유

도된 지방산을 사용해도 좋다.

건성유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의 양은 페놀 수지(예컨대, 페놀과 포르말린의 축합을 통해 얻어진 생성물) 100

질량부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5~50질량부이다. 건성유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지방산의 양이 50질량부를 초과하면,

얻어진 탄소질 층은 핵재료로서의 탄소질 입자 및 섬유상 탄소에 대해 낮은 접착성을 나타낸다.

[3] 유기 화합물의 부착 및/또는 침투, 및 중합

탄소질 입자를 교반 하에서 유기 화합물 또는 그 용액에 분산시킴으로써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또는 침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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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유기화합물이 탄소질 입자의 내부로 균질하게 침투되도록, 유기 화합물은 저비점의 용액의 형태로 사용된

다. 이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제로는 폴리머형성 원료가 그 용제에 용해 및/또는 분산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용제의 예로는 물, 아세톤, 에탄올, 아세토니트릴 및 에틸아세테이트가 열거된다.

흑연분말에 대한 친화성이 나쁜 용제(예컨대, 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흑연분말에 표면산화 등의 예비처리를 행한 후, 분

말에 용제를 첨가해도 좋다. 표면산화는, 예컨대 공기산화, 질산 등으로의 처리 또는 중크롬산 칼륨 수용액 처리 등의 임의

의 공지의 기술에 의해 행해져도 좋다.

유기 화합물 또는 그 용액이 탄소질 입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부분으로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반 전 또는

교반 시에 배기를 1~수십회 이상 행해도 좋다. 배기를 통해 탄소질 입자의 내부의 공극부분에 잔존하는 공기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배기 시 유기화합물이 휘발된다. 그러므로, 입자를 용제와 혼합한 후 배기를 행하고, 이어서 압력

을 다시 정상으로 한 후,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첨가, 혼합해도 좋다. 진공의 정도가 낮을 수록 바람직하다. 바람직

한 범위는 약 13kPa~0.13kPa(약 100torr~1torr)이다.

유기 화합물의 부착 및/또는 침투는 대기압, 가압 또는 감압 하에서 행해도 좋다. 탄소질 입자와 유기 화합물 사이의 친화

성의 향상의 관점에서, 유기 화합물의 부착은 감압하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머형성 원료로서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의 양은 탄소질 입자 100지량부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4~500질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500질량부이다. 유기 화합물의 양이 지나치게 적으면, 충분한 효과가 얻어지지 않는 반면, 지나치게

많으면 탄소질 입자가 서로 응집체를 형성하여 불리하다.

상기 처리의 완료 후, 유기 화합물을 중합한다. 중합조건은 유기 화합물의 중합이 진행되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기 화합물의 중합은 가열 하에서 수행된다. 가열온도는 폴리머형성 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만, 예컨대 온도범위 100~500℃에서 중합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고, 이어서 유기 화합물을 중합하는 공정을 복수

회 반복할 수 있다.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유기 화합물이 불충분하게 부착 및/또는 침투된 탄소질 입자의 부분을 가능한 한

작게 할 수 있다.

다음에, 유기 화합물로서 사용되는 페놀 수지의 원료를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또는 증착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반응용기에 페놀 화합물, 알데히드 화합물, 반응촉매 및 탄소질 입자를 가하고, 교반하다. 이 경우, 용제로서의 물을

적어도 얻어진 혼합물이 교반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용기 내에 존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놀 화합물과 알데히드

화합물의 혼합비는 몰비로 1(페놀 화합물):1~3.5(알데히드 화합물)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질 입자의 양은

페놀 화합물 100중량부에 대해서 5~3,000질량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하듯이, 교반 전 또는 교반 시 배기를 1~수십회 행해도 좋다. 그러나, 용기를 배기시키는 경우, 다량의 페놀 화합물 및

알데히드 화합물이 휘발된다. 그러므로, 탄소질 입자와 물을 혼합한 후 배기를 행하고, 이어서 압력을 다시 정상으로 한

후, 페놀 화합물 및 알데히드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에 첨가, 혼합해도 좋다.

상기 교반공정을 통하여 폴리머형성 원료를 탄소질 입자에 충분히 부착 및 침투시킨 후, 원료를 중합한다. 원료의 중합은

예컨대 100~500℃에서 가열 하에서 중합을 행하는 통상의 페놀 수지를 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행해질 수 있

다.

페놀 화합물, 알데히드 화합물, 촉매, 탄소질 입자 및 물을 함께 혼합하는 경우, 최초 반응단계에서 얻어진 혼합물의 점도

는 마요네즈와 거의 동일하게 된다. 반응을 진행함에 따라, 탄소질 입자를 함유하는 페놀 화합물과 알데히드 화합물 사이

의 축합반응을 통해 얻어진 생성물은 얻어진 반응 혼합물 중의 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반응을 소망한 정도로 진행한

후, 혼합물을 교반하는 것을 중단한 다음 혼합물을 냉각시킴으로써, 흑색 입자가 침전물의 형태로 생성된다. 이 얻어진 입

자는 세정, 여과한 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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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계에 있어서 침전된 수지의 양은 페놀 화합물과 알데히드 화합물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증가될 수 있고, 또는 페놀

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저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침전된 수지의 양은 물의 양 또는 페놀 화합물과 알

데히드 화합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이들 재료의 양은 반응 전에 제어될 수 있다. 또는, 각각의 재료의 양

은 반응 시 반응계에 재료를 적하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4] 탄소섬유

본 발명의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는 탄소섬유를 함유해도 좋다. 이 경우에, 탄소섬유의 적어도 일부를 탄소재료를 이루

는 탄소분말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전기전도성이 높고, 또 그것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트는 직경이 작고, 종횡비가 크기 때문에, 상기 탄

소섬유는 기상성장 공정을 통해 제조된 기상성장 탄소섬유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상성장 탄소섬유 중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높고, 결정성이 높은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탄소재료가 리튬이온 전지 등의 음극형성에 사용되는 경

우, 상기 재료에 함유된 기상성장 탄소섬유의 결정성장 방향이 섬유를 이루는 필라멘트의 필라멘트축과 평행하고, 또 그

섬유 필라멘트는 분기상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상성장 탄소섬유가 분기상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탄소섬유인 경

우, 탄소섬유에 의해 탄소입자간에 전기적 접합이 용이하게 되므로, 전기전도성이 향상된다.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예컨대 고온 분위기에서 촉매로서의 철과 함께 가스화된 유기 화합물을 블로우함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제조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또는 예컨대 800~1,500℃에서 열처리를 더 하거나, 또는 예컨

대 2,000~3,000℃에서 흑연화를 행한 후 사용해도 좋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00℃에서 열처리를 행한 탄소섬유가

사용된다.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분기상 탄소섬유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기상 탄소섬유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

트는 그 분기상 부분을 포함한, 공동이 필라멘트 전체에 걸쳐 연장되어 있는 중공구조를 가져도 좋다. 그러므로, 원통형 구

조의 각각의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각각의 탄소층은 연속층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사용된 "중공구조"란, 탄소층이 원통형

상을 이루는 구조로서, 불완전 원통형상, 일부 절단부분을 보유한 구조 및 2개의 탄소층이 적층되어 하나의 탄소층으로 일

체화된 구조를 포함한 구조를 나타낸다. 원통형 구조의 단면은 반드시 완전한 원형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탄원형 또는 다

각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탄소결정층의 층간거리(d002)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X선 회절법에 의해 측정된 탄소결정

층의 층간거리(d002)는 바람직하게는 0.344nm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0.339n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338nm 미

만이고, C축 방향으로의 탄소결정층의 두께(Lc)는 40nm 미만이다.

기상성정 탄소섬유의 각각의 섬유 필라멘트의 외경은 2~1,000nm이고, 필라멘트의 종횡비는 10~15,000이다. 섬유 필라

멘트는 바람직하게는 외경 10~500nm, 길이 1~100㎛(종횡비 2~2,000) 또는 외경 2~50nm, 길이 0.5~50㎛(종횡비

10~25,000)를 갖는다.

기상성장 탄소섬유를 그 제조 후 2,000℃ 이상에서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탄소섬유의 결정성이 더욱 향상되므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열처리 전에 탄소섬유에 흑연화를 촉진시키는, 예컨대 붕소를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전극형성용 탄소재료에 함유된 기상성장 탄소섬유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0.01~20질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0.1~15질

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5~10질량%이다. 탄소섬유의 양이 20질량%를 초과하면, 전기화학적 용량이 저하되는 반면, 탄

소섬유의 양이 0.01질량% 미만이면, 저온(예컨대, -35℃)에서의 내부 전기저항이 증가한다.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그 표면 상에 요철 및 거친 부분을 다량 보유한다. 그러므로, 기상성장 탄소섬유는 핵재료로서의 탄

소질 입자에 대해 향상된 접착성을 나타내므로, 충/방전 사이클이 반복되는 경우에서도 음극 활성물질 및 전기전도성 부여

제로서도 제공되는 탄소섬유는 입자에 대한 접착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것으로부터 해리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어, 사이클 특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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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기상성장 탄소섬유가 다량의 분기상 탄소섬유 필라멘트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형

성될 수 있으므로, 높은 전자전도성 및 열전도성이 용이하게 얻어진다. 또한, 이러한 경우, 섬유 필라멘트는 활성물질(탄소

분말 입자)의 표면 상에 균질하게 분산되어, 활성물질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형상으로 활성물질 중에 걸쳐있으므

로, 음극의 강도가 향상되고, 입자간에 접촉이 양호하게 된다.

입자간에 기상성장 탄소섬유가 존재함으로써, 탄소재료는 전해액을 보존하는 효과가 향상되어, 리튬이온의 도프 또는 탈

도프가 저온 조건 하에서도 원활하게 행해진다.

본 발명의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를 구성하는 탄소분말에 탄소섬유를 부착하는 방법은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예컨

대, 유기 화합물 또는 그 용액을 핵재료로서의 탄소질 입자에 부착 및/또는 침투시키는 단계에서, 직경 2~1,000nm의 필라

멘트로 이루어진 탄소섬유를 첨가하여, 유기 화합물을 통해 탄소질 입자에 부착시킴으로써, 탄소섬유를 입사 상에 부착할

수 있다. 또는, 유기 화합물을 탄소질 입자상에 부착하고, 이어서 얻어진 입자와 탄소섬유를 함유하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입자와 혼합한 후, 얻어진 혼합물을 교반함으로써, 탄소섬유를 탄소질 입자 상에 부착할 수 있다.

교반방법은 특별히 한정하지 않으며, 예컨대 리본 믹서, 스크류 니더, 스파탄 류저, 로디지 믹서, 플라네터리 믹서 또는 다

용도 믹서 등의 교반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교반 온도 및 시간은 특별히 한정하지 않으며, 교반 온도 및 시간은 입자 및 유기 화합물의 성분, 점도 등에 따라 적당히 결

정된다. 교반온도는 통상 약 0~150℃이고, 바람직하게는 약 20~100℃이다.

[5] 열처리 조건

리튬이온 등의 삽입에 의한 충/방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재료의 결정성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탄소의 결정성

은 일반적으로 열이력현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온도에 따라 향상되기 때문에, 전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열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유기 화합물을 중합한 후, 열처리를 1,800~3,300℃에서 행함으로써, 탄소화 및 소성을 행한다. 열처리

온도는 2,500℃ 이상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2,800℃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3,000℃ 이상이다.

붕소 또는 붕소 화합물을 열처리 전에 첨가하여,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붕소 화합물의 예로는 탄화붕소

(B4C), 산화붕소(B2O3), 붕소원소, 붕산(H3BO3) 및 붕소산염이 열거된다.

열처리를 공지의 가열장치를 사용하여 가열장치의 최고 승온속도와 최저 승온속도의 범위 내의 승온속도로 행하는 경우,

승온속도는 탄소질 입자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분말이어서, 성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

주 수반되는 크랙 등의 문제점이 이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승온속도가 높은 것이 바

람직하다. 실온에서 최고 온도까지의 경과시간은 12시간 미만이 바람직하고, 6시간 미만이 더욱 바람직하고, 2시간 미만

이 특히 바람직하다.

아케슨로(Acheson furnace) 또는 직접 전기가열로 등의 임의의 공지의 열처리장치를 소성에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장치

는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입자의 내성이 질소가스의 존재 하에서 저하될 수 있고, 또 탄소질 재료의 강도

가 산소에 의한 산화를 통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로의 내부를 아르곤 또는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로 충전할 수 있는 구

조를 가진 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로의 바람직한 예로는 반응용기를 배기 후 가스치환할 수 있는 배치로,

및 내부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관형상의 배치로 또는 연속로가 열거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유기 화합물이 부착 및/또는 침투된 탄소층은 결정성이 높고, 레이저 라만스펙트럼에 있어서 1,580cm-

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도의 비가 0.4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피크강도비가 0.4 이상인 경우

에는 탄소층의 결정성이 불충분하고,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의 방전용량 및 클롱효율이 바람직하지 않게 낮다.

흑연화 공정에서 붕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피크강도비가 약 0.7~0.9의 범위 내에 있어서도 방전용량 및 클롱효율이 잘

유지될 수 있다.

[6]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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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본 발명의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는 후술하는 물성을 나타내는 탄소분말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흑연결정조직 영역과 비결정질조직 영역이 표면에서 중심부분까지 탄소분말 전체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또한 탄소재료를 이루는 각각의 입자를 절단하여 얻어진 박편의 단면에서 임의로 선택된 5㎛ 정방형 영역의 투과형 전자

현미경 명시야상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흑연결정조직 영역과 (002)면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회절패턴을 갖는 비결정질조직 영역의 면적비는 99~30:1~70이다.

면적비가 30:70 미만이면, 얻어진 음극재료는 높은 방전용량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면적비가 99:1을 초과하면, 흑연결정

이 음극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문제인 클롱효율이 저하하고, 불가역용량이 증가한다.

플로우 입자상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탄소분말의 평균진원도(측정방법은 실시예에 후술함)는 바람직하게는

0.85~0.99이다.

평균진원도가 0.85 미만이면, 전극의 성형 시에 입자의 충전밀도가 증가하지 않아, 단위체적 당 방전용량이 저하하게 된

다. 한편, 평균 진원도가 0.99를 초과한다는 것은 탄소입자가 진원도가 낮은 미세입자를 실질적으로 함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극의 성형 시에 방전용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탄소분말 중의 진원도 0.90 미만의 입자의 함유량은 바람직하

게는 2~20입자수%로 제어된다.

레이저 회절산란법으로 측정된 탄소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바람직하게는 10~40㎛이다. 더욱 바람직한 평균 입자크기는

10~30㎛이다.

평균 입자크기가 큰 경우에 있어서, 이차전지의 음극이 탄소분말로 이루어진 경우, 탄소분말은 충/방전 반응을 통해서 마

이크론화되어 사이클 특성이 열화되게 된다. 탄소분말이 입자크기 80㎛ 이상의 입자를 함유하는 경우, 얻어진 전극의 표면

상에 다수의 요철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지에 사용되는 세퍼레이터 상에 스크래치가 발생되게 된다.

탄소분말의 평균 입자크기가 작으면, 분말의 입자가 리튬이온과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아, 용량이 저하

하고, 사이클 특성이 열화되게 된다. 또한, 탄소분말의 입자크기가 작으면, 종횡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비표면적이 커

지는 경향이 있다. 전지전극을 제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극재료와 바인더를 혼합하여 페이스트로 제조하고, 얻어진 페

이스트를 집전기에 도포한다. 음극재료가 입자크기 1㎛ 미만의 소입자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페이스트의 점도가 증가하여

페이스트의 도포성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음극재료는 입자크기 1㎛ 미만의 입자와 입자크기 80㎛ 이상의 입자 모두를 실질적으로 함유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탄소분말에 있어서, X선 회절법으로 측정된 (002)면의 C0는 0.6703~0.6800nm(평균 층간거리(d002) 환산으로

0.33515~0.3400), La(a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는 100nm를 초과하고, Lc(c축 방향에서 측정된 결정자 크기)는

100nm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분말의 BET 비표면적은 바람직하게는 0.2~5㎡/g, 더욱 바람직하게는 3㎡/g

미만이다. 비표면적이 크면, 탄소분말의 입자의 표면활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소분말을 리튬이온 전지의 전극

형성에 사용하는 경우, 전해액 등의 분해에 의해 클롱효율이 저하하게 된다. 탄소분말의 실제밀도는 바람직하게는

2.21~2.23g/㎤이다. 탄소분말에 있어서, 레이저 라만 R값(1,580cm-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

도의 비)은 0.01~0.9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1~0.8이다.

[7] 이차전지

본 발명의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는 리튬이온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음극재료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임의의 공지된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탄소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전극은 하기 방법: 바인더를 용제로 희석한 후, 통상의 방식으로 본 발명의 탄소재료(음극재료)와 혼

련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이 페이스트를 집전기(기재)에 도포하는 통상의 방식을 통해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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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는 바인더의 예로는 플루오린 함유 폴리머(예컨대,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및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

렌) 및 고무(예컨대, SBR(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등의 공지의 바인더가 열거된다. 용제로는, 사용되는 각각의 바인더에

접합한 공지의 용제가 사용될 수 있다. 플루오린 함유 폴리머가 바인더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지의 용제, 예컨대 톨루엔 또

는 N-메틸피롤리돈이 용제로서 사용된다. SBR이 바인더로서 사용된 경우, 예컨대 물이 용제로서 사용된다.

바인더의 사용량은 음극재료 100질량부에 대해서 바람직하게는 0.5~20질량부이고, 특히 바람직하게는 약 1~10질량부

이다.

본 발명의 탄소재료와 바인더의 혼련은 리본 믹서, 스크류 니더, 스파탄 류저, 로디지 믹서, 플래네터리 믹서 또는 다용도

믹서 등의 임의의 공지된 장치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혼련된 혼합물을 임의의 공지된 방법으로 집전기에 도포할 수 있다. 예컨대, 혼합물을 닥터 블래이드, 바코터

또는 유사 장치를 사용하여 집전기에 도포한 후, 얻어진 집전기를 롤압축 등을 통해 성형한다.

사용될 수 있는 집전기 재료로는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레스강, 니켈 및 그 합금 등의 공지의 재료가 열거된다.

임의의 공지된 세퍼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제 미세다공성 필름(두께: 5~50㎛)이 특

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리튬이온 전지에 있어서, 전해액은 공지된 유기 전해액이어도 좋고, 전해질은 공지된 무기 고체 전해질 또는 폴

리머 고체 저해질이어도 좋다. 전기전도성의 관점에서 유기 전해액이 바람직하다.

유기 전해액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 용제의 바람직한 예로는 디에틸에테르, 디부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디에틸렌글리콜 디메틸에테르 및 에틸렌글리콜 페닐에테르 등의 에테르류; 포름

아미드, N-메틸포름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N-에틸포름아미드, N,N-디에틸포름아미드, N-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에틸아세트아미드, N,N-디에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프로피온아미드 및 헥사메틸포

스포릴아미드 등의 아미드류; 디메틸술폭시드 및 술폴란 등의 황 함유 화합물류; 메틸에틸케톤 및 메틸이소부틸케톤 등의

디알킬케톤류; 에틸렌옥시드, 프로필렌옥시드, 테트라히드로푸란, 2-메톡시테트라히드로푸란, 1,2-디메톡시에탄 및

1,3-디옥솔란 등의 환상 에테르류; 에틸렌카보네이트 및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등의 카보네이트류; γ-부티로락톤; N-메틸

피롤리돈; 아세토니트릴; 및 니트로메탄이 열거된다. 더욱 바람직한 예로는 에틸렌 카보네이트, 부틸렌 카보네이트, 디에

틸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비닐렌 카보네이트 및 γ-부티로락톤 등의 에스테르류; 디옥솔

란, 디에틸에테르 및 디에톡시에탄 등의 에테르류; 디메틸 술폭시드; 아세토니트릴; 및 테트라히드로푸란이 열거된다. 특

히, 에틸렌 카보네이트 및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등의 카보네이트계 비수용성 용제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들 용제는 단

독으로 또는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용제에 용해되는 용질(전해질)로서 리튬염이 사용된다. 통상의 공지된 리튬염의 예로는 LiClO4, LiBF4, LiPF6,

LiAlCl4, LiSbF6, LiSCN, LiCl, LiCF3SO3, LiCF3CO2, LiN(CF3SO2)2 및 LiN(C2F5SO2)2가 열거된다.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예로는 폴리에틸렌옥시드 유도체와 이 유도체를 함유하는 폴리머, 폴리프로필렌옥시드 유도체와 이

유도체를 함유하는 폴리머, 인산에스테르 폴리머, 및 폴리카보네이트 유도체 및 이 유도체를 함유하는 폴리머가 열거된다.

리튬이온 전지에 있어서는, 리튬함유 전이금속 산화물을 양극 활성물질로서 사용된다. 양극 활성물질로는 리튬과 Ti, V,

Cr, Mn, Fe, Co, Ni, Mo 및 W 중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전이금속의 조합물을 주로 함유하는 산화물로서, 리튬과 전이

금속의 몰비가 0.3~2.2인 산화물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양극 활성물질로는 리튬과 V, Cr, Mn, Fe, Co 및 Ni

중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전이금속의 조합물을 주로 함유하는 산화물로서, 리늄과 전이금속의 몰비가 0.3~2.2인 산화

물이다. 양극 활성물질은 주성분인 전이금속 전체에 대해서 30몰% 미만의 양으로 Al, Ga, In, Ge, Sn, Pb, Sb, Bi, Si, P, B

등을 함유해도 좋다. 상술한 양극 활성물질 중에서, 바람직한 물질은 분자식 LixMO2(여기서, M은 Co, Ni, Fe 및 Mn 중에

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원소를 나타내고, x는 0~1.2임) 또는 LiyN2O4(여기서, N은 적어도 Mn을 포함하고, y는 0~2임)

의 스피넬 구조를 갖는 물질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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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람직하게는, 양극 활성물질은 LiyMaD1-aO2(여기서, M은 Co, Ni, Fe 및 Mn 중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원소를 나

타내고; D는 Co, Ni, Fe, Mn, Al, Zn, Cu, Mo, Ag, W, Ga, In, Sn, Pb, Sb, Sr, B 및 P 중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원소를

나타내고, 단 M에 상응하는 원소는 제외되고; y는 0~1.2이고; a는 0.5~1임)를 함유하는 물질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

이고; 또는 스피넬 구조를 갖고, 또 분자식 Liz(NbE1-b)2O4(여기서, N은 Mn을 나타내고; E는 Co, Ni, Fe, Mn, Al, Zn, Cu,

Mo, Ag, W, Ga, In, Sn, Pb, Sb, Sr, B 및 P 중에서 선택되는 1개 이상의 원소를 나타내고; b는 1~0.2이고; z는 0~2임)로

표시되는 물질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것이다.

양극 활성물질의 구체예로는 LixCoO2, LixNiO2, LiMnO2, LixCoaNi1-aO2, LixCobV1-bOz, LixCobFe1-bO2, LixMn2O4,

LixMncCo2-cO4, LixMcNi2-cO4, LixMncV2-cO4 및 LixMncFe2-cO4(여기서, x는 0.02~1.2이고, a는 0.1~0.9이고, b는

0.8~0.98이고, c는 1.6~1.96이고, z는 2.01~2.3임)이 열거된다. 가장 바람직한 리튬함유 전이금속 산화물로는 LixCoO2,

LixNiO2, LixMnO2 , LixCoaNi1-aO2, LixMn2O4 및 LixCobV1-bOZ(여기서, x는 0.02~1.2이고, a는 0.1~0.9이고, b는

0.9~0.98이고, z는 2.01~2.3임)이 열거된다. x값은 충/방전의 개시 전에 측정된 값이고, 충/방전을 통해 증가 또는 감소

된다.

양극 활성물질 입자의 평균 입자크기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지만, 평균입자크기는 0.1~50㎛가 바람직하다. 입자크기

0.5~30㎛의 입자의 체적은 양극 활성물질 입자의 전체 체적에 대해서 95% 이상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입자

크기 3㎛ 미만의 입자의 체적이 양극 활성물질 입자의 전체 체적에 대해서 18% 미만인 것이고, 입자크기 15㎛ 이상 25㎛

미만의 입자의 체적이 양극 활성물질 입자의 전체 체적에 대해서 18% 미만인 것이다. 양극전극 활성물질의 비표면적에 대

해서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지만, BET 법에 의해 측정된 비표면적은 바람직하게는 0.01~50㎡/g, 더욱 바람직하게는

0.2~1㎡/g이다. 양극 활성물질(5g)을 증류수(100㎖)에 용해시킨 경우, 얻어진 용액의 상청액의 pH는 7 이상 1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전지제조에 필요로 되는 원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상술하였듯이, 본 발명의 전지전극 형성용 탄소재료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음극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의 탄소재료는 연료전지의 세퍼레이터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퍼레이터는 탄소재료의 함유량이 5~95질

량%가 되도록 제조된다.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을 대표적인 예를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예에서, 물성 등은 하기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1] 평균 진원도:

탄소재료의 평균 진원도를 하기한 바와 같이 플로우 입자상 분석기 FPIA-2100(Symax Corporation 제품)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측정 샘플을 106㎛ 필터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미세먼지 제거). 샘플(0.1g)을 이온교환수(20㎖)에 가하고, 그 얻어진 혼

합물에 음이온성/비이온성 계면활성제(0.1~0.5질량%)를 첨가하여 혼합물에 샘플을 균질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샘플을 함

유하는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샘플의 분산을 초음파 세척기 UT-105S(Sharp Manufacturing Systems Corporation 제

품)를 사용하여 5분간 행하였다.

측정원리 등의 요약은, 예컨대 "분체와 공업" Vol.32, No.2, 2000, 및 일본특허공개 평8-136439호 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진원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측정샘플의 분산액이 평평하고, 투명한 플로우셀(두께: 약 200㎛)의 유로를 통과할 때, 분산액에 1/30초 간격으로 섬광을

조사한 후, CCD 카메라로 촬상하였다. 이렇게 하여 캡쳐된 소정 매수의 분산액 정지화상을 화상분석하여, 평균 진원도를

하기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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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도=(원-상당 직경으로부터 계산된 원주변길이)/(입자투영상의 주변길이)

"원-상당 직경" 이란, 입자의 사진으로부터 얻어진 입자의 실제 주변길이와 동일한 주변길이를 갖는 원의 직경을 나타낸

다. 입자의 진원도는 원-상당 직경으로부터 계산된 원의 주변길이를 입자의 실제 주변길이로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예컨

대, 진원형상의 입자의 진원도는 1인 반면, 형상이 복잡할수록 입자의 진원도 작아진다. 입자의 평균 진원도는 상술한 방

법에 의해 얻어진 입자의 진원도의 평균이다.

[2] 평균 입자크기:

레이저 회절산란 입자크기 분석기(Microtrac HRA, Nikkiso Co., Ltd. 제품)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비표면적:

비표면적은 비표면적 측정장치(NOVA-1200, Yuasa Ionics Inc. 제품)을 사용하여 비표면적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ET법으로 측정하였다.

[4] 전지 평가방법:

(1) 페이스트 제조:

KF 폴리머 L1320(12질량%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를 함유하는 N-메틸피롤리돈(NMP) 용액제품, Kureha

Chemical Industry Co., Ltd. 제품) 0.1질량부를 음극재료 1질량부에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플래네터리 믹서로 혼련

하여, 원제를 제조하였다.

(2) 전극형성:

상기 원제에 NMP를 첨가하여 점도를 조정하였다. 얻어진 혼합물을 닥터블래이드를 사용하여 고순도의 동박 상에 도포하

여, 두께 250㎛를 얻었다. 얻어진 생성물을 진공하 120℃에서 1시간 건조시킨 후 펀칭하여, 크기 18mmφ의 전극을 형성

하였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전극을 초강제 프레스판 사이에 끼운 후, 약 1×102~3×102N/mm2(1×102~3×103kg/cm2)

의 압력이 전극에 가해지도록 프레스를 행하였다. 그 후, 얻어진 전극을 진공건조장치에서 120℃에서 12시간 건조시킨

후,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3) 전지의 제조:

다음과 같이 3극셀을 제조하였다. 하기 공정을 이슬점 -80℃ 이하의 건조 아르곤의 분위기 하에서 행하였다.

스크류 캡을 구비한 폴리프로필렌제 셀(내직경: 약 18mm) 내에서, 세퍼레이터(폴리프로필렌제 미세다공성 필름(Celgard

2400)을 상기 (2)에서 형성된 동박을 보유한 탄소전극(양극)과 금속성 리튬박(음극) 사이에 끼워서, 적층체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대조 전극으로서의 금속성 리튬박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층하였다. 그 후, 이 셀에 전해액을 가하고, 얻어진

셀을 시험용으로 하였다.

(4) 전해액:

EC(에틸렌 카보네이트)(8질량부)와 DEC(디에틸 카보네이트)(12질량부)의 혼합물에 전해질로서의 LiPF6(1mol/L)을 용

해시켜 제조하였다.

(5) 충/방전 사이클 시험:

전류밀도 0.2mA/㎠(0.1C에 상당)에서 정전류 정전압 충/방전시험을 행하였다.

전압을 휴지전위부터 0.002V까지 증가시키면서, 0.2mA/㎠에서 정전류(CC) 충전(즉, 탄소로의 리튬이온 삽입)을 행하였

다. 이어서, 0.002V에서 정전압(CV) 충전을 행하고, 전류값이 25.4㎂까지 감소되었을 때 충전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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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mA/㎠(0.1C에 상당)에서 CC 방전(즉, 탄소로부터의 리튬이온 방출)을 행하였고, 전압 1.5V에서 커트오프하였다.

실시예 1:

핵재료로서의 탄소질 입자로는, 레이저 회절산란법에 의해 측정된 평균 입자크기가 20㎛이고, 평균 진원도가 0.88이며,

얻어진 입자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명시야상에 있어서의 입자의 결정질 탄소영역과 비결정질 탄소영역의 면적비가 80:20

인 것을 사용하였다.

반응용기에 탄소질 입자(500질량부), 페놀(398질량부), 37% 포르말린(466질량부), 반응촉매로서의 헥사메틸렌테트라아

민(38질량부) 및 물(385질량부)을 넣었다. 얻어진 혼합물을 60rpm에서 20분간 교반하였다. 이어서, 그 혼합물을 교반하

면서, 용기를 0.4kPa(3Torr) 배기하고, 그 압력에서 5분간 유지한 후, 용기 내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을

3회 행하여, 입자의 내부에 액체를 침투시켰다. 혼합물을 계속적으로 더 교반하면서, 혼합물을 150℃까지 가열하고, 그 온

도로 유지시켰다. 반응의 최초단계에서, 용기 내의 혼합물은 마요네즈와 동일한 유동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반응이 진

행됨에 따라, 페놀과 포름알데히드 사이의 반응에 의해 얻어진 흑연을 함유하는 생성물이 물을 주로 함유하는 층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약 15분 후 흑연과 페놀 수지로 이루어진 흑색의 입상물이 반응용기 내에 분산되었다. 그 후, 얻어진

반응 혼합물을 150℃에서 60분간 교반한 후, 반응용기 내에 얻어진 생성물을 30℃까지 냉각시킨 다음, 교반을 중단하였

다. 용기 내의 생성물을 여과하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흑색의 입상물을 수세하였다. 이 입상물을 더 여과한 후, 유동층식

건조기(열풍온도: 55℃)를 사용하여 5분간 건조시켜, 흑연-페놀 수지 입상물을 얻었다.

이어서, 상기 흑연-페놀 수지 입상물을 헨셀믹서를 사용하여 1,800rpm에서 5분간 분쇄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분쇄

물을 가열로에 넣고, 로의 내부를 배기한 후, 아르곤으로 충전하였다. 이어서, 로를 아르곤 기류 하에서 가열하였다. 로의

온도를 2,900℃로 10분간 유지한 후, 로를 실온까지 냉각하였다. 그 후, 이렇게 하여 얻어진 처리물을 63㎛ 메시의 체로

걸러서, 63㎛의 체를 통과한 음극 전극재료 샘플을 제조하였다.

도 1에 이렇게 하여 얻어진 샘플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사진(×25,000)을 나타낸다. 도 1의 현미경사진 중 임의로 선택된

정방형 영역(5㎛×5㎛)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을 갖는 영역과 (002)면에 의한 단 1개

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을 갖는 영역의 면적비가 85:15인 것을 알았다.

샘플 표면의 레이저 라만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1,580cm-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도의 비(레이

저 라만 R값), 즉 1,580cm-1 피크강도/1,360cm-1에서의 피크강도가 0.05인 것을 알았다. 또한, 샘플의 평균 입자크기, 비

표면적, C0 및 평균 진원도가 각각 25㎛, 1.1㎡/g, 0.6716nm 및 0.934인 것을 알았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이 샘플을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충/방전 사이클 시험에서, 첫번째 사이클에서의 용량 및 클롱효율과 50번째 사이

클에서의 용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실시예 2:

핵재료로서의 탄소질 입자로서, 로디지 믹서를 사용하여 편상 흑연(평균입자크기: 5㎛)의 입상화를 통해 얻어졌으며, 레이

저 회절산란법에 의해 측정된 평균 입자크기가 20㎛이고, 평균 진원도가 0.88인 입자를 사용한 것 이외는, 실시예 1의 과

정을 반복하여 탄소재료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탄소재료의 물성을 특정하고, 이 물질을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

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표 1 및 표 2에 나타낸다.

실시예 3:

페놀 수지 모노머의 에탄올 용액(BRS-727, Showa Highpolymer Co., Ltd. 제품)(수지 고형분 환산 5.5질량부)에 물(5.0

질량부)을 가하고, 상기 용액이 물에 완전히 용해되도록 얻어진 혼합물을 교반하였다. 실시예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탄소질 입자에 탄소질 입자 전체에 대한 페놀 수지 고형분이 10질량%가 되도록 얻어진 용액을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플래네터리 믹서를 사용하여 30분간 혼련하였다. 얻어진 혼합물을 진공건조기로 150℃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이렇게 하

여 건조한 생성물을 가열로에 넣고, 로의 내부를 배기한 후, 아르곤으로 충전하였다. 이어서, 로를 아르곤 기류 하에서 가

열하였다. 로의 온도를 2,900℃에서 10분간 유지한 후, 로를 실온까지 냉각하였다. 그 후, 이렇게 하여 처리된 생성물을

63㎛ 메시의 체로 걸러서, 63㎛의 체를 통과한 음극 전극재료 샘플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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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표면의 레이저 라만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1,580cm-1에서의 피크강도에 대한 1,360cm-1에서의 피크강도의 비(레이

저 라만 R값)가 0.15인 것을 알았다. 샘플의 다른 물성을 표 1에 나타낸다. 이 샘플을 사용하여 얻어진 전지 평가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실시예 4:

반응개시 전, 반응용기에 2,800℃에서 흑연화된 기상성장 탄소섬유(섬유직경: 150nm, 종횡비: 100)을 넣고, 이 원료를 교

반 하에서 혼합하여, 탄소재료를 제조한 것 이외는, 실시예 1의 과정을 반복하여 탄소재료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

어진 탄소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고, 이 재료를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1 및 표 2에 나타낸다.

실시예 5:

실시예 1의 흑연-페놀 수지 입상물에 B4C(Denka 제품)(0.01질량%)를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헨셀믹서를 사용하여

1,800rpm에서 5분간 분쇄시킨 것 이외는, 실시예 1의 과정을 반복하여 탄소재료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탄소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고, 이 재료를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1 및 2에 나타낸다.

비교예 1:

핵재료로서의 탄소질 입자로서, 레이저 회절산란법에 의해 측정한 평균 입자크기가 23㎛이고, 평균 진원도가 0.83이며,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얻어진 입자의 명시야상으로부터 계산된 입자의 결정질 탄소영역과 그 비결정질 탄소영역

의 면적비가 997:3인 천연 흑연입자를 사용한 이외는, 실시예 1의 과정을 반복하여 탄소재료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조된 탄소재료의 물성을 표 1에 나타낸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얻어진 탄소재료의 명시야상의 정방형 영역(5㎛×5㎛)에 있어서, 결정질 탄소영역과 그 비

결정질 탄소영역의 면적비가 재료의 표면부근에서 80:20이고, 재료의 중심부근에서 995:5인 것을 알았다; 즉, 탄소재료의

면적비가 불균일한 것을 알았다.

이 탄소재료를 실시예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2:

입자의 표면 상에 탄소층을 형성하지 않고, 실시예 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탄소질 입자로부터 탄소재료를 제조하였다.

도 3에 탄소재료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사진(×25,000)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여 제조된 탄소재료의 물성을 실시예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 탄소재료를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하였

다. 결과를 표 1 및 표 2에 나타낸다.

비교예 3:

최종 열처리를 1,000℃에서 행한 이외는, 실시예 1의 과정을 반복하여 탄소재료를 제조하였다. 도 4에 이 탄소재료의 단

면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사진(×25,000)을 나타낸다. 도 4의 현미경사진 중 임의로 선택된 정방형 영역(5㎛×5㎛)에 있어

서,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을 갖는 영역과 (002)면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을 갖는 영역의 면적비가 상기 재료의 표면부근에서는 25:75이고, 상기 재료의 중심부근에서는 70:30인 것을 알

았다; 즉, 탄소재료의 면적비가 불균일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여 제조된 탄소재료의 물성을 실시예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 탄소재료를 전지 평가용으로 사용하였

다. 결과를 표 1 및 표 2에 나타낸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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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입자크기

㎛

레이저 라만

R값

비표면적

㎡/g

C0

nm
평균 진원도

실시예 1 25 0.05 1.1 0.6716 0.934

실시예 2 26 0.12 1.3 0.6717 0.938

실시예 3 26 0.15 1.0 0.6716 0.935

실시예 4 26 0.20 1.5 0.6718 0.928

실시예 5 25 0.37 1.3 0.6718 0.937

비교예 1 24 0.10 1.4 0.6719 0.880

비교예 2 24 0.23 4.6 0.6717 0.927

비교예 3 28 0.80 3.5 0.6750 0.920

[표 2]

 

용량

(mAh/g)

(첫번째 사이클)

클롱효율(%)

(첫번째 사이클)

용량

(mAh/g)

(50번째 사이클)

실시예 1 360 94 356

실시예 2 352 93 349

실시예 3 350 92 345

실시예 4 353 93 352

실시예 5 351 93 348

비교예 1 350 90 325

비교예 2 350 89 310

비교예 3 320 85 300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면, 투과형 전자현미경에서의 명시야상으로 관찰가능한 결정질 탄소영역과 비결정질 탄소영역을 보유하는

탄소재료를 제조함으로써, 방전용량이 높고, 불가역용량이 낮으며, 우수한 클롱효율 및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나타내는 리

튬이온 이차전지 제조용 음극재료로서 바람직한 탄소재료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탄소재료 제조방법은 사용이 용이한 피

복재를 사용하고, 안정성이 향상되어 제조비용 및 양산화의 관점에서 유리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탄소재료 분말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낸다.

도 2(A)는 비결정질조직 영역에 상응하는 (002)면에 의한 단 1개의 스팟만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의 사진을 나타

낸다.

도 2(B)는 흑연결정조직 영역에 상응하는 2개 이상의 스팟이 나타나는 제한시야 회절패턴의 사진을 나타낸다.

도 3은 비교예 2에서 제조된 탄소재료 분말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낸다.

도 4는 비교예 3에서 제조된 탄소재료 분말의 투과형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낸다.

도면

등록특허 10-0751772

- 21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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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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