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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 개발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의 목적

- 방사선을 이용하여 리튬이차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킴

2) 연구의 중요성

- 리튬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분리막은 미세다공성 평

막으로 전지 내부의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고 다량의 액체

전해질을 담지하고 리튬이온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리튬이차전지의 발화 또는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는 고분자를 기초로 하는 분리막을 대체할 수 있는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제조 공정에서 방사선 처리효과에

관한 내용임.

- 본 과제를 통해 전지의 내부 단락을 방지하는 분리막 제조

원천 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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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무기물 필러가 90%이상 차지하는 무기물 분리막 제조

- 방사선 가교를 통한 열적 안정성과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분리막 개발

Ⅳ. 연 구 결 과

- 무기물을 기초로 하는 유/무기 나노 복합분리막 개발 및 방

사선 처리를 통한 물성 향상.

Ⅴ

Ⅴ. 기 대 효 과

- 고용량/고안정성을 동시에 구현 가능한 리튬이차전지용 신규

분리막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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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영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 Development of an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

for Lithium Ion Batteries using an ir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

- Improvement the mechanical stability of an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s for lithium ion batteries by

using an irradiation.

2) Importance

- The separator which has a porosity is a critical component

of Li-ion battery. It is placed between the positive electrode

and negative electrode to prevent contact of the electrodes

while absorbing the electrolyte and enabling lithium ion

transport.

- This research is about an 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

enable to replace the separator based on a high polymer material

since the high polymer separator has a critical risk causing

an explosion of Lithium-ion battery. The research objective

is to improve the stability using UV cu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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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certain that we could obtain an original technology

enable to prevent the short-cut inside Lithium-ion battery

through this projec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he manufacture of an 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

including an inorganic filler over 90%.

- The development of an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 enhancing a thermal and mechanical stability through

UV curing method.

Ⅳ. Result of Project

- The development of an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 based on an inorganic filler and the improvement of

a property of matter through UV curing metho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e security of the original technology for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enabling to obtain a high capacity/stabilit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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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리튬 2차전지용 분리막 시장 및 개발 동향

 

1991년 일본의 소니가 최초의 상업용 리튬 2차전지의 개발에 성공한 이래, 급

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산업 및 전기 자동차 등의 확산과

더불어 리튬2차전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는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리튬 2차전

지는 리튬 산화물로 이루어진 양극(cathode)과 탄소 재질의 음극(anode)이, 고분

자 재질의 분리막(separator)과 리튬염으로 구성된 액상 및 고상의 전해질

(electrolyte)에 의해 분리되어 구성되며,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화시

키는 전기화학소자를 의미한다. 리튬 2차전지의 구성성분들 중, 분리막은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 중의 하나로,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에 따른 전기적 단락

(electrical shot)을 방지하며, 전해질을 담지하고 리튬 이온을 자유롭게 이동시키

는 역학을 수행한다. 분리막은 리튬 2차전지 성장과 함께 분리막 시장이 성장되

어 왔으며[그림1], 휴대폰이나 노트북, MP3 등의 소형기기는 물론 휴대용 전동동

구, 전지자전거, HEV(Hybrid electric vehicle)동의 분야로 그 시장이 점차 커져

나가고 있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리튬 2차 전지도 고집약적 능력을 요구받기

그림 1 리튬 이차전지 기술의 응용과 새로운 에너지로서의 기대 효과 (Hitachi

Research Institut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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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이에 1990년에 전지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적 측면에서부터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상용화된 리튬 이온 2차전지

(Lithium ion Battery : LIB)에 이르게 되었고, 그 뒤로 리튬 이온 폴리머 2차전

지 (Lithium ion Polymer Battery : LIPB), 리튬 폴리머 2차전지(Lithium

Polymer Battery : LPB)순으로 상용화 및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과정을 재료구성에 따라 구분하여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 재료 구성에 따른 리튬 2차전지 개발 경위(EIA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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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겔형 고분자 분리막

 분리막(separator)은 사용 목적에 따라 대개 10~30㎛ 정도의 두께와 상호 연결

된 구조의 0.1~1㎛의 기공 크기를 갖는 polyethylene 혹은 polypropylene과 같은

폴리올레핀계 고분자로 구성된다. 리튬 2차전지용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은 전

극간의 전기적 단락 방지를 위한 절연성, 전기화학적 안정성, 기계적 강도 막 두

께, shut down 특성 등으로, 막 두께는 전지의 고용량화에 필요하고, shut down

특성은 안전상(safety)에 중요하다. 폴리올레핀계 분리막의 특성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 화학적 안정성, 생산 비용 등을 들 수 있으며, 리튬 2차전지에 적합한 물성

을 가져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보인다.

리튬 2차전지는 채택된 전해질 종류에에 따라 크게 리튬 이온 전지와 리튬 폴

리머 전지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 리튬이온 전지의 누액, 폭발위험성 등의 안전

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튬 폴리머 전지에 대한 과심이 증대되고 있다. 리튬 폴

리머 전지에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은 용매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고체 고분

자 전해질 및 겔형 고분자 전해질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3]

그림 3 리튬 2차전지용 액체 전해질, 겔형 및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메카니즘

電子部品(EP&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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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극성기를 갖는 고분자와 염으로만

구성된 물질로, 고분자의 높은 유전율로 인해염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

고, 해리된 양이온이 고분자와 착제를 형성하고, 고분자 사슬의 운동을 통해 이

동되는 특성을 지닌다.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

므로, 매우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량의 리튬 금속 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온에서의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아 고온 작

동형 혹은 박형 전지 등의 일부 제한된 용도로 개발 되고 있다. 한편, 겔형 고분

자 전해질은 이온전도가 높은 유기 용매(또는 가소제)를 고분자 matrix에 혼합

시켜 상온에서 10-3Slcm이상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가소

화된 고분자 전해질을 의미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이온 전도는 유기 용매에

의해 발현되며, 고분자는 전해질의 지지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지지체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fluoride-co-hexafluoroporpylene), poly(methylmethacrylate),

poly(acrylonitrile) 등의 고분자에 carbonate 계열의 비수계 유기 용매 및 염을

첨가한 전해질을 들 수 있다.

그림 4 겔형 고분자 전해질 분류, 電子部品(EP&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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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에서와 같이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크게 물리적 가교에 의해 만들어진

방법과 화학적 가교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가교에서는

고분자 matrix 사슬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적인

결정화는 물리적인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기계적 물성을

유지할 수 있다. 화학적 가교는 고분자 사슬이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가교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리튬이온 전도도는 액체 전해질과 유사할 정

도로 매우 높으며, 기타 전기 화학적 특성이 액체 전해질과 유사하므로 쉽게 전

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중 겔형 고분자 전해질들은 우수한 이

온 전도도 및 적절한 기계적 물성으로 인해,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전해질이라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현재 상용화된 리튬 폴리머 전지들은 모두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LG화학, 소니, 산요 등 여러 업체에서 개발한 리

튬이온 폴리머 전지들은 각 사의 고유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폴리올레핀 계열 분리막에 함께 적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최근에 나노 크기의 무기물 입자를 함께 혼합하여 일종의 복합체(composite)

개념의 전해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온 전도도 및 기계적 물성 등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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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UV-Curing을 통한 기계적 물성 향상

제 1 절 서 론

 

1975년 라이트(Wright) 등에 의해 poly(ethylene oxide) (PEG)/salt의 이온 전

도도가 발표되고, 1978년 아먼드(Aramand)에 의해 이들 고분자/염의 리튬 2차전

지 및 전기 화학 장치에의 응용이 제안된 이후, 최근까지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림5]. 고분자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 박막

의 전해질 필름으로 가공이 쉽고, 유연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한 특성을 나타내고,

전해액 누액에 대한 염려가 적은 정점 등으로 인해 차세대 재료로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 근래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battery 폭발

사고로 그 관심이 더욱더 높아져가는 실정으로, 고용량화를 위한 고밀도 충전이

가능한 두께와 높은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로인해 고분자의 다양한 기하학적 변화나 morphology 변화, 비전도성 무기물과

의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전지 성능 및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림 5 주요 분리막 물성 및 전지 성능 / 안정성과의 관계, 電子部品(EP&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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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은 전지 내에서 분리막과 전해액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위해 [그

림 6]과 같은 필요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필요조

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 리튬 고체 고분자 전해

질 전지는 상용화 되지 않았다. 다만 상업화에 가장 적합한 겔형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6 고체 고분자의 핵심 요구 물성, KISTI 2005

본 장에서는 Non-woven matrix에 poly(vinylidene fluoride)(PVdF)/Al2O3 복합

분리막을 제조하여 UV-curing을 통하여 battery 폭발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인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켜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기존 대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7]

그림 7 schematic structure of bas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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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oven는 겔형 폴리머 전해질을 만들기 위한 지지체로 사용함으로써, 분

리막의 제조 단가를 낮추고, 리튬 2차전지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안

정성과 공정성(processibility)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그림 8]

그림 8 Non-woven SEM image

 고분자 기재로 사용된 non-woven는 우수한 polyethylene fibres로 구성 되어

져 있으며 20㎛ 이하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Battery 제조와 관련하여 20N/5cm

범위의 기계적 강도(mechanical strength)와 낮은 연신율(elongation)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Li battery 환경에서 전기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낮은 열 수축율

(thermal shrinkage)로 200°C 이상의 온도까지 견딜 수 있게 한다. 또한 약 20∼

100㎛ 크기의 균등한 기공(pore) 분포, 향상된 점도(viscosity)를 가진 겔형 고분

자 전해질 제조가 가능한 55%∼65%의 기공도(porosity)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를 가짐으로 pin-hole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저가로 우수한 분리막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기 용매와의 반응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PVdF(poly(vinylidene fluoride))는 고분자 바인더로써, 무기입자사이에 접착제 역

할을 함과 동시에 액체 전해질과의 친화성을 향상시켜 이온 전도도의 향상에 영

향을 주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겔형 고분자는 높은 온도에서 내부 단락

(short-circuit)이 일어나 안정성이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로인해 PVdF와

non-woven 기반의 분리막은 long storage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가교된 고분자

구조로부터 누액(exudation)의 위험을 유발 할 수 있다. 이에 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PEGDA), poly(methyl methacrylate)(PMMA) 등을 첨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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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violet(UV)나 방사선를 조사시키거나 copolymer HFP(hexafluoropropylene)에

의해 물리/화학적으로 가교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바가 있다.

UV 또는 방사선 가교는 고분자 전해질 기재의 향상된 열적 안정성을 만들어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2O3와 같은 ceramic 나노 입자는 여러 문헌을 통하여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battery 내부의 저항 증가를 초래하는 passivation layer

구조를 억제시키는 내부 계면 활동처럼, 나노 입자의 확산 또한 film의 기계적

안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분자 전해질의 전도도(conductivity)와 전기 화학

적 안정성(electrochemical stability) 및 치수 안정성(dimension stability)의 효과

가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PE Non-woven 기재에

Al2O3/poly(vinylidene fluoride)(PVdF)가 코팅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을 제조

하여 Ultraviolet을 통해 가교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기계적 물성 및 이를 포함

하는 리튬이차전지의 성능이 관찰되었다.

제 2 절 Uv-curing을 이용한 분리막 제조

 

1. 실 험 방 법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첨가제(additive)로 40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계면접착 촉진

(coupling agent) 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surfacta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

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

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

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를 질량비 9대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시간 동안 300RPM으로 교반 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여기에 UV 가교를 위해 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PEGDA) oligomer(Aldrich), photoinitior 2-chlorobenzophenone(Aldrich,

FW=216.67)과 accelerator triethylamine(TEA, Aldrich, d=0.73, FW=101.19)를 첨

가한 후, 두 시간 동안 교반(stirring)시켜 주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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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간(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UV lamp(CM-10, Spectronics Co.,

USA, λ=375nm)로 4시간 동안 조사(irradiation) 시켜주었다. 액체 전해질로는

1M LiClO4이 포함된 PC(Semichem. Co.,)를 사용하였다.

이온 전도도(ionic conductivity)는 ac impedance spectroscopy(CHI 608C,

USA)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은 Stainless steel blocking 전극 사

이에 포개 놓은 상태에서 1x105 Hz에서 1Hz까지의 주파수(frequency), amplitude

가 0.05V인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σ)는 전극의 면적(A), 분리막의 두

께(L)와 전해질의 저항(Re) 값으로 구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ASTM D882에 의거하여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NEXYGEN puls Model LR30K tester)으로 측정하였다. 시편은 폭이 6mm, 두께

가 대략 30㎛가 되게 하였고. grip 사이의 거리는 50mm, test speed는

10mm/min으로 하였다. UV로 가교된 유/무리 나노복합 분리막의 표면

(morphology)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JSM 7000F, JEOL Co.)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분리막 자체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hermogravimetic analysis(TGA, Seiko Exstar 6000, SEICO Inst.)를 측정 온도

범위 20°C∼ 600°C, 승온속도 10 oC/min로 N2 Gas가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하였

다.

2. 결과 및 고찰

[그림 9]는 UV 경화가 일어난 Al2O3/PVdF/PEGDA 합성 비율에 따른 이온

전도도를 비교한 것을 나태내고 있다. 합성된 분리막(membrane)은

Al2O3/PVdF/PEGDA 질량비 9/1/0을 기준(reference)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PVdF를 기준으로 PEGDA의 양을 조절하였다. Non-woven에

Al2O3/PVdF/PEGDA가 9/1/1로 상온에서 코팅된, UV의해 가교되지 않은 나노복

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9.62 x 10-4 S/cm였다. UV 가교를 위해 첨가된

PEGDA는 PVdF의 질량비가 1/1로 동등해 질수록 이온 전도도는 감소하였다. 이

것은 PEGDA가 UV에 의해서 가교됨으로써 Al2O3/PVdF에 의해 만들어진 기공

들을 일부 막아 분리막을 통한 리튬 이온의 기동성(mobility)을 떨어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Al2O3와 PVdF 코팅층이 UV 가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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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적당한 기공도(porosity)를 유지하여 줌으로써

이온 전도도는 10-4 S/cm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UV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그림 10]는 UV 경화된 Al2O3//PVdF/PEGDA 합성 비율에 따른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를 보여 주고 있다. 흔히 혼합될 수 없는 합성 고분자의 표면

응착(interfacial adhesion)은 응력(stress)이 한 phase에서 다른 phase로 옮겨지는

과정 또는 군열 중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약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림 10]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9.09MPa의 인장 강

도를 가진 non-woven에 Al2O3/PVdF/PEGDA의 비율이 9/1/0로 코팅되면 그 인

장 강도는 코딩전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UV 가교 후 약 25% 정도의 기계적 물

성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기물 나노 입자인 Al2O3의 효과뿐만

아니라 UV에 의해 가교된 PEGDA의 network 구조와 PVdF chain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는 PVdF의 양을 기준으로 PEGDA의 비율을 달리하

였다. PVDF와 PEGDA가 1/1의 질량비로 제조하여 UV 가교시킨 분리막이 기계

적 물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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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UV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인장강도

 

[그림 11-14]은 Al2O3/PVdF/PEGDA(9/1/0)의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에

PEGDA의 양을 달리하여 UV 가교시킨 분리막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것

을 통해서 가교된 PEGDA network 구조와 Al2O3와 PVDF chains과의 얽힘이

기계적 물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교된 PEGDA 양이 증가할수록

Al2O3/PVdF chains는 일정하지 않게 PEGDA oligomer와 얽혀지다가 점점

Al2O3/PVdF chain이 점차 PEGDA network에 의하여 감싸여지는 것을 확인함으

로써 UV 가교를 통해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가교는 액체

전해질이 분리막으로 스며들어가면서 Al2O3/PVdF의 물리적 가교를 수반하게 되

어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Al2O3/PVdF에 의한 미세다공성과 비결정질의

구조를 가지는 PEGDA의 상호작용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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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l2O3/PvdF/PEGDA(9/1/0, w/w/w)이 코팅된 분리막의 SEM 

image

그림 12 UV 가교된 Al2O3/PvdF/PEGDA(9/1/0.2, w/w/w)가 코팅된 분

리막의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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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UV 가교된 Al2O3/PvdF/PEGDA(9/1/0.6, w/w/w)가 코팅된

분리막의 SEM image

그림 14 UV 가교된 Al2O3/PvdF/PEGDA(9/1/1, w/w/w)가 코팅된

분리막의 SEM image

[그림 15]는 본 실험에서 제조된 분리막의 치수 안전성(dimension stability)을

확인 하고자 Thermogravimetic analysis(TGA)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순수 PE Non-woven는 390°C 이후로 분해되기 시작했고



15

Al2O3/PVdF/PEGDA(9/1/0)의 reference 분리막은 PVdF 고분자 바인더로 인하여

290°C에서 처음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UV 가교 시킨 나노복합 분리막은

290°C 이상에서 분해가 시작되었고, 측정이 완료된 600°C에서는 70% 이상 분리

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것으로 UV 가교시킨 나노복합 분리

막이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보다 열적 안정성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UV 가교 전/후 분리막의 Thermogravimetic analysis(TGA) curves

sample
transition range

±5°Ca weight(%)

Ti Td Tc

nonwoven 390 439 490 53

Al2O3/PVdF/PEGDA
(9/1/0) 290 430 510 39

Al2O3/PVdF/PEGDA
(9/1/0.2) 370 510 540 80

Al2O3/PVdF/PEGDA
(9/1/0.6) 380 520 540 75

Al2O3/PVdF/PEGDA
(9/1/1) 350 530 540 70

표 1  UV 가교 전/후 분리막의 TGA 분석 a Ti-첫 분해 시작 온도, Td-최

대 분해 온도, Tc-분해가 끝나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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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adiation-Curing을 통한 분리막 물성 향상

제 1 절 서 론

 

방사선(radiation)을 공업적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각종 고분자의 가교

(cross-linking)에 의한 개질, 도막의 경화, 그라프트중합(graft poylmerization)에

의한 막의 합성, 목재-플라스틱 복합재료, 식품, 의약품의 살균 등 수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지만 공업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분야는 고분자의 가교분

야이다. 무엇보다도 유기물은 방사선효과를 받기 쉽다. 고분자를 적당한 단량체

와 혼합하고 방사선을 조사하면 고분자의 결합이 절단되어 단량체가 가지 친 그

래프트중합체를 만들게 되어 원래의 고분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고분자가

된다. 특히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면서 고온 특성도 개선된다고 알려

져 있다. 방사선에는 전자선(e-beam)과 감마선(gamma ray)이 있다. 전자선은 조

사선량이 크지만 전자선의 투과력은 낮고 감마선은 조사선량은 낮지만 투과력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제품을 조사하기 적합하다. 고분자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가

교는 조사 중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고분자의 가

교율은 낮게 된다. 전자빔 조사에는 전자가속기가 사용된다. 전자가속기란 말 그

대로 전자를 가속시키는 장치이다. 전자는 대부분 원자에 속박되어 움직이지 않

는데 이것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높아져서 진공 중으로

튀어 나오게 된다. 이 전자는 에너지가 낮아서 느리게 움직이는 이 느린 전자에

에너지를 주어 빛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가속기이다.

고분자가 전자가속기로 전자빔을 쪼이면 길게 늘어선 고분자들이 더욱 단단하

고 치밀하게 결합되어 우수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다. 국내외 전선

회사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내열전선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수축

튜브, 타이어, 발포플라스틱 등의 생산에도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 고관절

등 의공학품, 탄소복합체, 항공기용 경량 고강도 재료등의 재료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MeV이하 수백 KeV의 전자빔은 인쇄 잉크 경화처리, 표면코팅 경화

에 이용된다. 전자빔을 테프론등의 불소수지에 쪼이면 결합력이 약해져서 분해되

는데. 이 기술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산업 분야에는 전력 반도체의 스위칭 특성을 개선하는데 전

자빔 조사기술을 이용한다. 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전력반도체의 스위칭 특성

을 개선하는데 전자빔 조사기술을 이용한다. IGBT, Diode, MOSFET, PW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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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력반도체 소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스위칭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인데, 전자빔을 쪼이면 스위칭 시간이 크게 빨라진다. 소자의 용량이 커질수록

전자빔 조사가 필수적인데, 최근 고속전철, 초고압 전력전송, 전기자동차 등 신기

술/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전력반도체도 고전압화, 대용량화, 고속화 추세에 있어,

고부가가치 소자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가속기는 관리가 쉬우며 대용량 처

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망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Al2O3와 PVdF의 물리적 가교와 UV 가교를 통한 화학적 가교를 결

합하여 열에 의해 유/무기 나노복합 겔형 고분자 전해질이 팽윤되거나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 또한 향상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

다. 이에 이 장에서는 UV보다 에너지가 더 큰 전자선을 활용 하고자 하였다.[그

림16]

그림 16 Schematic structure of radiation-cured separator by PVdF-HFP

제 2 절 Radiation-curing을 이용한 분리막 제조

 

1.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첨가제(additive)로 40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계면접착 촉진

(coupling agent) 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surfactant)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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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

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

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

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를 질량비 9대 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h동안 300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전자선(e-beam)을 10KGy/pass가 되는 전자가속기(Electron

Accelerator)안에서 50KGy와 100KGy로 조사하였다.

이온 전도도(ionic conductivity)는 ac impedance spectroscopy(CHI 608C,

USA)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은 Stainless steel blocking 전극 사

이에 포개 놓은 상태에서 1x105 Hz에서 1Hz까지의 주파수(frequency), amplitude

가 0.05V인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σ)는 전극의 면적(A), 분리막의 두

께(L)와 전해질의 저항(Re) 값으로 구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ASTM D882에 의거하여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NEXYGEN puls Model LR30K tester)으로 측정하였다. 시편은 폭이 6mm, 두께

가 대략 30㎛가 되게 하였고. grip 사이의 거리는 50mm, test speed는

10mm/min으로 하였다.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의 표면

(morphology)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JSM 7000F, JEOL Co.)

통해 관찰하였고, 제조된 분리막의 열적 특성을 Thermogravimetic

analysis(TGA, Seiko Exstar 6000, SEICO Inst.)로 온도범위 20°C~ 400°C, 승온

속도 10 C/min로 N2 Gas가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음극은 흑연화(graphitized)된 94wt%, mesocabon microbeads (MCBM2528) 와

6wt% Kynar 741 바인더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양극은 90wt% LiCoO2,

6wt% super-P 그리고 4wt% PVdF로 혼합된 것을 사용하였다. 충방전 test를

위한 cell은 bi-cell 타입으로 전극 크기가 2x2 cm
2
가 되고 전해질로 1M LiPF6가

함유된 ethylene carbonate/diethylene carbonate/ethyl-methyl carbonate(EC/DEC/EMC,

1/1/1, v/v/v, Techno SEMICHEM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전지

는 충/방전기(TOSCAT-3000U, Toyo System Co., Ltd.)를 사용하여 4.2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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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C 중전하고 방전은 3.0V까지 다양한 C-rate(전류밀도) 값으로 방전하여 충/방

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장의 실험은 고분자 바인더 PVdF의 다양한 질량비에

따른 분리막 제조와 그것의 방사선 처리 및 조사량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그림 17]는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선이나 UV로 가교되지 않는 Al2O3/PVdF(9/1,

w/w) 나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9.62 x 10-4 S/cm이었다. 이것을

PEGDA oligomer를 첨가하여 UV로 가교 되었을 때는 8.02 x 10-4 S/cm으로 다

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가교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가교된지 않은 분리막의 그것과 크게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이것은 방사선으로 가교된 PVdF-HFP가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전해질

담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분자 바인더로써 무

기물 입자 사이를 접착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Al2O3와 함께 미세 다공성을 형

성하여 다량의 액체 전해질을 담지하고 Li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

로(paths)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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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9]은 방사선(전자선)으로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을

UTM으로 측정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문헌을 통해 짐작컨대, 무

기물 나노입자와 고분자 바인더로 제조된 분리막의 경우 겔형화 되었을 경우 충

분한 기계적 물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

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PVdF-HFP와 같은 고분자 바인더의 접찹

력(adhesion force)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림 18]는 PVdF-HFP가 전자선

에 의해 가교된 전/후의 분리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사량이 증

가하면 그 효과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자선에 의해

PVdF-HFP가 가교되고, 그로 인해 나노 입자 사이에 큰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기계적 물성은 향상된다고 판단된다. [그림 19]은 고분자 바인더인 PVdF-HFP가

Al2O3와의 다양한 질량비에 따른 방사선 전/후의 나노복합 분리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Al2O3/PVdF가 질량비로 9.5/0.5의 경우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분

리막의 인장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5% 향상되었고 8/2의 경우는 17%

가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VdF가 전자선에 반

응하여 PVdF chains들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Al2O3와 결합되어 우수한 기

계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18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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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사선(e-beam)으로 가교된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변화에 따

른 인장 강도

[그림 20,21,22]]은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나노복

합 분리막의 SEM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0(a)]는 순수 PE non-woven

을 관찰한 것으로 직경이 15㎛ 정도 되는 가느다란 섬유(fiber)로 얽혀서 최대

100㎛ 이상 되는 기공 크기를 관찰 하였고 그 자체로는 리튬 이온 battery의 분

리막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0(b)]를 통해 Al2O3/PVdF

가 코팅되면 기존보다 작은 기공을 형성하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20(c)]를 통해서 전자선(100KGy)으로 가교된 후에도 분

리막 표면(morphology)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어 Al2O3/PVdF가 형성한

미세 다공성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여 분리막을 통한 리튬 이온의 원활한 기동성

(mo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그림 21,22]은

고분자 바인더인 PVdF의 함량에 따라 Al2O3/PVdF의 혼합 질량비가 다른 상태

에서 방사선 가교된 나노복합 분리막의 SEM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

여 가교된 PVdF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Al2O3와 결합하여 기

계적 특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l2O3/PVdF가 질량비로 8대

2로 혼합되어 방사선 가교를 시키면 미세 다공성 기공들은 유지하면서 다른 질

량비에서 볼 수 없었던 벌집 구조 형태를 나타냄으로써 더 견고한 구조를 가짐

으로 가장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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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EM images (a) non-woven (b) Al2O3/PVdF(9/1, w/w)

(c) 100KGy로 전자선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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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50/100KGy로 방사선 가교된 Al2O3/PVdF(9.5/0.5, w/w) 분

리막의 S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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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50/100KGy로 전자선 가교된 Al2O3/PVdF(8/2, w/w) 분리

막의 S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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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언급되었다시피, Al2O3와 같은 무기물 나노 입자는 치수 안정성의 향

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물 기

반 분리막의 경우 열적 안정성을 측정 할 때에 무기물 나노 입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분자 바인더가 높은 열에 의해 분해되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23,24]은 방사선으로 가교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의

치수 안정성(dimension stability)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는 질량비 9/1의

Al2O3/PVdF 나노 복합 분리막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TGA curve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

는 질량비 9/1의 Al2O3/PVdF 나노 복합 분리막을 기준(reference)으로 하였다.

이 reference 분리막의 경우 PVdF때문에 270°C에서 처음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PVdF로 인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분리막 전체 질량(weight)은 감소하였고, 제

조된 분리막에서 차지하는 PVdF의 양은 손실된 30 w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반면,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의 경우 온도가 400°C까지 될 때가지

질량 변화는 거의 없어 고온에서도 여전히 박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4]은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비율에 따라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를 나타낸다. 측정 온도 400°C까지 다양한 고분자 바인더 함량을 보이는

분리막 모두가 거의 2 wt.% 정도의 손실밖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80°C

에서 PVdF가 분해가 되기는 하나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2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림 24]을 통해 질량비 8/2의 Al2O3/PVdF로

코딩된 분리막의 경우 전자선을 100KGy 조사하였을 때 가교가 완전히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3 Al2O3/PvdF(9/1, w/w)가 코팅되어 각기 다른 조사량의 전자선

(e-beam)에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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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변화에 분리

막의 TGA curves

[그림 25]는 0.2C로 충전하여 다양한 C-rate(전류밀도)로 방전한 질량비 9/1의

Al2O3/PVdF을 기본으로 코팅되어진 분리막을 전자선(e-beam)에 의해 가교된 유

/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으로 제조된 bi-cell의 충방전(charge-discharge) curves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cell은 3.8V까지 빠르게 충전되면서 원활한 충/방전 curve를 보여줌으로

써 LiCoO2를 양극으로 하는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intercalation)가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분리막의 초기 쿨롱효율(coulomic efficiency)은 85%이상이

었다. 또한 [그림 25(b)]에서처럼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은 가교된지 않은 분

리막과 비슷한 형태의 다양한 전류밀도에 따른 방전용량 curve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아 방사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을 채용한 cell의 전지 성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 시스템을 비교

하기 위해 UV로 경화된 분리막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양의 고분자 바인더와 PEGDA가 적은 양의 photo-initiator와 함

께 첨가되어 UV 가교된 분리막은 다양한 C-rate(전류밀도)로 방전된 용량을 전

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과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에 비해 훨씬 저하된 cell 성능

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첨가된 PEGDA와 photo-initiator의 부정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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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l2O3/PVdF로 구성된 무기물 기반의 분리막은 전자선을 이용해

가교시키면 기계적 강도(mechanical strength)와 치수 안정성(dimension

stability)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UV 가교와는 다르게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적은 양의 고분자 바인더를 경화시켜 무기입자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과 비교

해서 표면(morpholoy) 변화나 이온전도도 등의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Li-ion battery의 구성 재료로써 폴리올레핀(polyolefin) 기반에 무기물

과 고분자 바인더를 코팅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

막를 제조한 후 방사선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켜 기존

의 분리막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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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5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분리막을 적용한 cell의

charge-discharg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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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의 혼합에

따른 분리막 물성 향상

제 1 절 서 론

 

지난 수 년 동안, 고분자 전해질로 poly(ethylene oxide)(PEO)가 발견된 이후

로 리튬 전지에 고체 고분자 전해질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PEO를 기초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리튬염의 삽입/탈리(intercalation)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반결정(semicrystalline) 구조를 가지므로 상온

(ambient temperature)에서 낮은 이온 전도도(<10-5 S/m)를 나타낸다. 비록 60°C

이상의 고온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10-4 S/m)를 나타내지만 결정화도가 감소하

게 되어 낮은 치수 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무기물 filler를 첨가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이온

전도도 향상과 리튬염의 기동성(mobility) 향상이 관찰되었다. 이 무기물 filler는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 안정성과 부분적으로 비결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향상된 기계적 물성 및 열적 안정성과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낸다. 이에 본 장

에서는 앞에서 400nm Al2O3를 non-woven matrix에 고분자 바인더 PVdF와 혼합하여

코팅한 분리막의 치수 안정성과 전극과 전해질로부터 안정성을 나타내는 전기화학적

(electrochemical) 특성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무기물 입자의 혼합에 따른 특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그림 26]

그림 26 Schematic structure of different Al2O3 particle size se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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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양한 입자 크기의 Al2O3가 혼합된 분리막 제조

 

1.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첨가제(additive)로 400nm 또는

5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계면접착 촉

진(coupling agent) 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surfacta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

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400nm/50nm(50/50wt.%) Al2O3 또는 50nm

Al2O3와 PVdF를 용매인 acetone과 혼합하여 3h동안 300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

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여기에 UV 가교를 위해 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PEGDA) oligomer(Aldrich), photoinitior 2-chlorobenzophenone(Aldrich,

FW=216.67)과 accelerator triethylamine(TEA, Aldrich, d=0.73, FW=101.19)를 첨

가한 후, 두 시간 동안 교반(stirring)시켜 주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UV lamp(CM-10, Spectronics Co.,

USA, λ=375nm)로 4시간 동안 조사(irradiation) 시켜주었다.

이온 전도도(ionic conductivity)는 ac impedance spectroscopy(CHI 608C,

USA)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은 Stainless steel blocking 전극 사

이에 포개 놓은 상태에서 1x10
5
Hz에서 1Hz까지의 주파수(frequency), amplitude

가 0.05V인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σ)는 전극의 면적(A), 분리막의 두

께(L)와 전해질의 저항(Re) 값으로 구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ASTM D882에 의거하여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NEXYGEN puls Model LR30K tester)으로 측정하였다. 시편은 폭이 6mm, 두께

가 대략 30㎛가 되게 하였고. grip 사이의 거리는 50mm, test speed는

10mm/min으로 하였다. UV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의 표면(morphology)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JSM 7000F, JEOL Co.)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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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은 흑연화(graphitized)된 94wt%, mesocabon microbeads (MCBM2528) 와

6wt% Kynar 741 바인더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양극은 90wt% LiCoO2,

6wt% super-P 그리고 4wt% PVdF로 혼합된 것을 사용하였다. 충방전 test를

위한 cell은 bi-cell 타입으로 전극의 크기가 2x2 cm2가 되고 전해질로는 1M

LiPF6가 함유된 ethylene carbonate/diethylene carbonate/ethyl-methyl

carbonate(EC/DEC/EMC, 1/1/1, v/v/v, Techno SEMICHEM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전지는 충/방전기(TOSCAT-3000U, Toyo System Co., Ltd.)

를 사용하여 4.2V까지 0.2C 중전하고 방전은 3.0V까지 다양한 C-rate(전류밀도)

값으로 방전하여 충/방전을 실시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표 2]은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에

코팅된 후, light-curing system에 의해 경화된 전/후의 분리막 이온전도도와 인

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400nm Al2O3와 그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50nm Al2O3

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그 표면적이 극대화되어 나타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7]은 400nm Al2O3, 400nm Al2O3와 50nm Al2O3 (1/1, w/w) 혼합되어 각

각 제조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를 나타낸다. 400nm Al2O3와 50nm Al2O3를 질량

비로 1대1 혼합된 뒤 전자선으로 조사되어 제조된 분리막의 경우 많은 전해액을

채울 수 있는 높은 기공도(porosity)와 전하를 띠는 리튬 이온의 이동에 용이한

연속된 기공 구조를 갖게 하는 알맞은 굴곡도(tortuosity), 전해질에 의한 우수한

젖음성으로 인해 400nm Al2O3만으로 제조된 분리막보다 >10-3S/cm의 이온전도

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ondition 400nm Al2O3
400nm/50nm
Al2O3

Non-curing

conductivity
(S/cm) 9.62x10

-4
8.02x10

-4

tesile strength
(MPa) 9.5865 13.401

UV-curing

conductivity
(S/cm)

8.02x10
-4

5.53x10
-4

tesile strength
(MPa) 10.978 17.033

Radiation

-curing

conductivity
(S/cm)

9.20x10
-4

1.52x10
-3

tesile strength
(MPa) 11.143 20.591

표 2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분리막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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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다양한 입자 크기의 Al2O3가 혼합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그림 27-2 다양한 입자 크기의 Al2O3가 혼합된 분리막의 AC

impedanc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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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

에 코팅된 분리막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400nm Al2O3와 50nm Al2O3

를 혼합한 경우와 400nm Al2O3만으로 제조된 경우, 또한 전자선에 의해 경화된

분리막의 경우 인장강도가 400nm Al2O3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 2배 이상 증가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400nm Al2O3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50nm

Al2O3가 채워줌으로써 무기물 입자 사이에 보다 큰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무기

물 입자들 사이에서 PVdF와 같은 고분자 바인더가 우수한 접착력을 보임으로써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향상된 기계적 물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자선

에 의해 PVdF가 경화되면 무기물 입자 사이 간 접착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인장 강도 증가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물리적/화학적 가교를

통해서 유/무기 매트릭스 사슬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적인 결정화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28 다양한 입자 크기의 Al2O3가 혼합된 분리막의 인장강도

[그림 29-31]은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전/후의 400nm Al2O3와 50nm Al2O3가

혼합(1/1, w/w)되어 PVdF(9/1, w/w)와 함께 non-woven에 코팅한 분리막의 표

면을 나타내는 SEM image이다. 400nm Al2O3와 50nm Al2O3가 혼합되어 제조한

분리막은 많은 전해액을 채울 수 있는 높은 기공도와 균일한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내면서 리튬 이온의 이동에 용이한 연속된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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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것을 통해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나타 낼 뿐만 아니라 전극의 활물질

을 포함하는 전극 구성물질의 입자 크기보다 작아 내부 단락을 차단시켜 주면서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9 400/50nm(1/1, w/w) Al2O3/PVdF (9/1, w/w)가 코팅 된 분

리막의 SEM Image

그림 30 400/50nm(1/1, w/w) Al2O3/PVdF (9/1, w/w)가 코팅 된 뒤 

50KGy로 전자선 가교된 분리막의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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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400/50nm(1/1, w/w) Al2O3/PVdF (9/1, w/w)가 코팅 된

뒤 100KGy로 전자선 가교된 분리막의 SEM Image

그림 32 400/50nm Al2O3/PVdF(9/1, w/w)가 코팅된 후 각기 다른 조

사량의 전자선(e-beam)에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



36

[그림 32]은 방사선으로 가교된 400nm/50nm(1/1, w/w) Al2O3/PVdF를

non-woven에 코딩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의 치수 안정성(dimension

stability)을 보여주고 있다.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은 PVdF로 인해 250oC 부근에

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하지만 분리막 모두 400oC까지 약 5% 이하의 질량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의 경우 고온에서의 치

수 안정성은 더욱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3]은 400nm/50nm(1/1, w/w), 50nm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분리막으로 bi-cell을 제조하여 충/방전을 실시하여 얻어

진 방전용량을 나타내었다. 0.2C로 충전하여 다양한 C-rate(전류밀도)로 방전한

400nm/50nm(1/1, w/w) Al2O3와 PVdF가 질량비 9/1을 기본으로 전자선

(e-beam)에 의해 가교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으로 제조된 bi-cell의 충방전

(charge-discharge) curves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cell은 3.8V까지 빠르게 충전되면서 원활한 충

/방전 curve를 보여줌으로써 LiCoO2를 양극으로 하는 리튬 이온의 기동성

(mobility), 즉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intercalation)가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

였다. 또한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은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과 비슷한 형태의

다양한 전류밀도에 따른 방전용량 curve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

해 가교된 분리막을 채용한 cell의 경우, power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400nm Al2O3와 50nm Al2O3가 혼합된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의 여러 효과는 다음과 같다. 400nm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50nm 입자가 채워

주면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 많은 전해액을 채울 수 있는 높은 기공도와 균일한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내면서 리튬 이온의 이동에 용이한 연속된 구조를 지닌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나타 낼 뿐만 아

니라 전극의 활물질을 포함하는 전극 구성물질의 입자 크기보다 작아 내부 단락

을 차단시켜 주어 셀 성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더불어 다

양한 크기의 무기물 입자의 혼합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극대화시키고

PVdF과 같은 고분자 바인더와 함께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기계적 강

도를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자선(e-beam)를 이용하여 고분자 바인더 PVdF

를 경화시키면 약 2배 이상의 기계적 물성 향상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물리적/화학적 가교를 통해서 유/무기 매트릭스 사슬의 상호작용으로 결

정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적인 결정화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

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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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400nm/50nm(1/1, w/w) Al2O3/PVdF(9/1, w/w)가 코팅 된

뒤 100KGy의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이 적용된 cell의 방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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