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구조를 가지는 수화겔을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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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층이 코팅된 양극활물질

기술
개요

Executive Summary
□ 본 발명은 표면에 탄소층이 코팅된 양극활물질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수화겔을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표면에 탄소층이 코팅된 양극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
지에 관한 것

기술
현황

Background
□ 이차전지는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상호변환이 가능함에 따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이슈와 재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그 시장은 가전시장을 바탕으로 빠르
게 성장세를 보임
□ 대표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격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정적인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양극활물질을 이루는 화합물을 조절하여 양극활물질의 높은 출력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
□ 종래의 탄소 코팅층을 가지는 양극활물질은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망상구조를 가지는 수화겔을 이용하여, 양극활물질의 표면에 탄소층을 형성하는 공
정과정을 줄이고, 미세 나노구조 및 화학성분 제어가 용이하도록 하는 수화겔을 이용한 양극
활물질을 제조함

Technology Overview
Fig. 1. 수화겔을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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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현황

및 탄소층이 코팅된 양극활물질

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3-0020777(2013.02.26.)/10-1499196(2015.02.27)
□ 명칭 : 망상구조를 가지는 수화겔을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및 탄소틍이 코팅된 양극
활물질
□ 패밀리특허

Claim Analysis
□ 전체 청구항(9), 독립항(2), 종속항(7)
Exemplary Claim
(대표 청구항)
망상 구조를 가지는 수화겔을 제조하는 제1단계;
양극활물질 전구체 수용액을 제조하는 제2단계;
상기 수화겔을 상기 양극활물질 전구체 수용액에서 팽윤시키는 제3단계; 및
상기 양극활물질 전구체 수용액을 흡수한 상기 수화겔을 소성하여 표면에 탄소층이 코팅된 양극활
물질을 얻는
제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화겔을 이용한 양극활물질의 제조방법.

시장

Technology & Business Trend

현황

이차전지 시장
<이차전지 시장 현황>
□ 2013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은 550억달러 규
모였으며, 납축전지와 리튬이차전지가 전체 시
장의 90% 이상을 차지함
□ 이차전지 시장은 2013년 554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 661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오는
<리튬이차전지 응용분야별 시장 전망>

2020년에는 1천31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특히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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