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YO
2004. 10. NTT (+) LiNiCoMnO2/LiCoO2 2004. 11.

Docomo휴대폰(820 mAh) (-) C(3.0-4.4V) 203Wh/kg 월50만셀

SONY
2005. 2. 자사 (+) LiNiCoMnO2/LiCoO2 2005. 1/4분기

Camcord(910mAh) (-) Sn-Co Alloy/C(2.5-4.2V) 158Wh/kg

Panasonic
2005. 3. 나노코팅전극 (+) Ni계

2005. 10.
18650:2800mAh (-) C(4.2–(2.5-2.7)V)

TOSHIBA
2005. 3. 급속충방전

(-) 나노미립자 2006중 상품화
1분에 80% 충전, 저온(-40℃) 80%

표 1. 일본 전지메이커 신제품 출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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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에 일본 전지메이커의 신제품 출시 동향을 나타내었다. SANYO(주)의 경우 3원계와 Co계 양극소재를 혼

합한 전극을 사용하여 상한전압을 4.4V로 하여 고용량화를 이루었으며, SONY(주)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탄소

음극재료대신Sn-Co 합금계를사용하 으며, Panasonic과 TOSHIBA는나노기술을이용하여고성능전지를개발

중에 있다. 이제 양극에 LiCoO2를 음극에 탄소재료를 사용하던 1세대 전지에서 고용량재료를 채택한 2세대 전지로

진입하기 시작하 으며, 조만간 리튬이차전지를 채용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발달은 고성능

재료개발로가능하 다.

본 특집에서는 양극재료와 고분자전해질 개발동향과 향후 큰 시장이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한다.

리튬이온이차전지의 필요성
IT(information technology)는우리의삶을상당히

변화시켜 놓았고, 항상 휴대장치(휴대전화, 개인용

PDA 등)를우리몸에지니게만들었다. 요즘하루바

삐출시되어나오고있는휴대전화의경우사진기, 동

상, 디지털 TV 수신, 이동용 컴퓨터, 게임기 등의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큰 용량과

출력을필요로하게되었다. 이러한모든휴대장비들은

전원으로서 전지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의 사회 활

동이전지없이는유지될수없음을의미한다.

휴대장치용 전원은 재료절약 및 경제적인 면에 있

어서 일차전지보다는 이차전지를 더 선호한다. 이러

한고에너지 도및고출력작동을만족시키는전원이

바로리튬이온이차전지(리튬폴리머전지포함)이다.

여러 종류의 이차전지의 성능지표는 다음과 같다;

부피당 에너지 도, 출력 도, 작동전압, 방전곡선의

평탄성, 수명, 안전성, 저온방전용량등이있다. [그림

1]에여러형태의일차전지및이차전지의방전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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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 다. 리튬이온이차전지의 경우 비교적 높은

방전전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튬이온이차

전지와 Ni-MH이차전지를 비교하 을 때, 용량에 있

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작동전압에 비례하는 에너

지 도에있어서는리튬이온이차전지가얼마나높은

에너지 도를나타내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작동원리
리튬이온이차전지의작동원리는[그림2]에명시한

것처럼 리튬이온이 삽입(intercalation)되고 탈리

(deintercalation)되는것을바탕으로한다. 전기화학적

인반응은다음과같은반응식에의해일어나게된다.

양극쪽(+, positive electrode): 
충전

LiMO2 ↔Li1-xMO2 + xLi+ + xe- (1)
방전

음극쪽(-, negative electrode): 
충전

C + xLi+ + xe- ↔CLix (2)
방전

여기에서, M은 천이금속(M=Co, Ni, Mn)을 의미하

고C는음극재료로서탄소(graphite)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활물질들은 삽입(intercalation)반응을

이용하여구조내로리튬이온들을머물게하는성질을

갖고있다. 특히양극활물질의경우, 방전동안에리튬

이온이 결정구조 내로 들어오게 되고 음극 활물질의

경우충전중에리튬이온이구조내로들어오게된다. 

양극 활물질
일반적으로양극활물질은충전시결정격자내에서

리튬이온을탈리시키며방전시리튬이온을결정격자

내로 삽입시키는 방식으로 리튬이온을 저장한다. 층

상구조를 갖는 천이금속 산화물들은 리튬이온 삽입

(intercalation)층이 존재하는 결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아주흥미로운물질이다[그림3]. 이러한형식

으로 리튬을 삽입 및 탈리 시킬 수 있는 수많은 종류

의금속산화물들이양극활물질로써제안되어왔지만,

현재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극 활물질은

그림 1. 대표적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의 방전곡선.

그림 2.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충전 및 방전 원리.

리튬이온 삽입층

천이금속층

그림 3. 이상적인 층상구조 LiMO2(M=천이금속)의 가상
적인 결정 구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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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층상구조를 갖는

LiCoO2 뿐이다[그림4]. 

상용 리튬이온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높은 작동

전압, 충방전중전압의작은분극(polarization), 높은

용량및효율, 수명특성, 화학적안정성, 전해질로부터

의 내식성, 재료의 수급 용이성, 가격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한다. 

LiCoO2와 같은 층상구조를 갖는 LiNiO2 역시 큰

용량과높은전압을갖는물질이다. 그리고이물질의

경우, 가격면에서 LiCoO2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하다

는장점이있다. 하지만, 전해질과의반응성그리고충

전된상태에서의양극활물질의결정격자로부터방출

되는산소에의해전지의안전성이좋지않다. 그리하

여 이 물질은 아직까지 리튬이온이차전지용 양극 활

물질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줄이기 위하여천이금속Ni 자리에다른금속

이나혹은천이금속등을치환하여현재연구및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LiCoxNi1-xO2(x=0~0.3)에

Ni자리를적당량의Al이나Mn으로치환하여주면구

조적안정성및부족한열적안정성이크게향상된다. 

스피넬 구조를 갖는 LiMn2O4는 높은 작동전압과

비교적높은가역용량을나타내기때문에오래전부터

연구되어져오고있는양극활물질이다. 이물질의가

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풍부한 망간을 이용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른 활물질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LiCoO2 및 LiNiO2와 비교하 을 때, 그 가역용

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 물질

의 경우, 휴대전원용 리튬이온이

차전지용 양극 활물질로는 사용

되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LiMn2O4 자체의 열적 안정성이

다른 양극활물질들과 비교하여

우수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

시 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

지용양극활물질로의응용이기

대되고 있으며 현재도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들어연구가되고있는분야로철계(iron) 인화

물(phosphates), 황화물(sulfates) 혹은 비정질 수산

화물 등이 평탄한 작동전압과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

로내세워많은관심을받고있다. 

LiCoO2와같은구조를갖고있는새로운형태의층

상물질들도 주목을 끈다. Li[Ni1/3Co1/3Mn1/3]O2,

Li[Ni1/2Mn1/2]O2, Li[(Ni1/2Mn1/2)1-xCox]O2 같은 재

료들은 최근에 새롭게 알려진 물질로써, 아직 연구초

기단계이기는 하나 비교적 고가 양극 활물질인

LiCoO2를대체할차세대양극활물질로큰주목을받

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들은 LiCoO2나

LiNiO2에 비하여 열적으로 불안정한 Co나 Ni의 양을

현저하게 줄 으며 그로 인하여 열적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역 용량 및 작동 전

압도LiCoO2와비교하여거의유사하기때문이다. 구

조적인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LiCoO2의 경우 고전압

역까지(4.4~4.5V) 사이클링하는것도불가능하

지만, Co의 양을 대폭 줄임으로써 고전압 역까지의

안정적인 사이클링을 가능하게 하 고, 그로 인하여

가역용량도4.2V까지충방전할때보다약15~20%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 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위의 물질들 역시 휴대전원 뿐만 아니라

그 열적 안전성 때문에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로적용될것으로예상되어진다. 

그림 4. 각각 다른 입자 크기를 갖는 LiCoO2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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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및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지로의 응용
앞으로 위에 기술한 양극 활물질들은 소형 및 중대

형리튬이온이차전지용소재로이미채택되거나앞으

로 큰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대형 전지

의 경우, 무엇보다도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를들수있다. 화석연료를이용하여엔진을구동

시키는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구동

시켜그힘으로써나아가게된다. 오늘날과같은고유

가 시대에 EV의 개발 및 보편화는 필수적이라 생각

되어 진다. 이러한 것에 중간적인 형태로써, HEV

(hybrid-type electric vehicle)[그림 5]를 하나의 예

로 들 수 있다. HEV는 두 개의 출력부가 있다. 내부

연소 기관(엔진)과 전지에 의해 구동되는 모터. 예를

들면, 전지의힘을이용하여출발하고그속도가일정

하게 유지되면 내부 연소 기관에 의해 주행하며, 이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 된다. 전지는 이 때

다시 재충전 된다. 그리하여 종래의 화석 연료 연소

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비교하 을 때, 연료의 효

율이연료의효율이2배가된다. [그림 5]는리튬이온

이차전지를 채택한 최초의 HEV(Nissan Tino)이다.

여기에 사용된 전지는 열적인 안정성이 뛰어난 스피

넬 LiMn2O4를 양극 활물질로 하고 있다. 그 후 출시

된 HEV인 Toyota Prius는 Ni-MH이차전지를 전원

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리튬이온이차

전지로교체될것으로예상되어진다. 

Battery Construction 48 Cylindrical Cells in Series

Nominal Voltage 170 V

Rated Capacity 3.6 Ah

Dimensions 260W x 540L x 160Hmm

Weight 20 kg

Rated Output Power 12.5 kW

Rated Input Power 8 kW

(A) (B)

그림 5. Nissan HEV Tino(A), Tino의 전원인 리튬이온이차전지 모듈(B)과 그 사양(표).

리튬폴리머전지의 개발 중요성
이차전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세계 정보

기술(IT) 산업을이끌어나갈3대핵심전략제품으로,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PDA 등 21세기인류

의생활과 접한미래형모바일 IT 제품들의성능을

좌우함은물론전기자동차의동력원으로그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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