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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화석 연료의 고갈과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 환

경적 이슈로 인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

치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리튬이온 전

지는 방전 시(Galvanic cell) 산화전극(anode)에서 

산화반응이 발생하고 환원전극(cathode)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충전 시에는 반응이 역으

로 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흑연을 산화전극으로 사용

할 경우 리튬이온이 흑연의 그래핀 층 사이에 가

†주저자 (E-mail: hjjin@inha.ac.kr, ysyun@kangwon.ac.kr)

역적으로 삽입/탈리 되는 특성을 발견한 이후 상

업적인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리튬이온이 

흑연의 그래핀 층 사이의 지정된 공간에 삽입

(intercalation)되는 반응은 리튬 대비 0.1 V 이하

의 낮은 전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양극재에 따라 

2.5-4.3 V의 높은 작동 전압을 가능하게 하며, 

LiC6 형태로 여섯 개의 탄소당 한 개의 리튬이온

을 수용할 수 있어 372 mA h g-1의 이론 용량과 

비교적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진다. 그러나 리튬 

자원이 극소수 국가에 편재되어서 수급이 어려우

며,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점점 높은 가격이 형성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튬 채굴과정에서 발생

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리튬이온 전지를 친환경

적인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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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로써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이온 전지의 음극소재에 대해서 탄소계,
합금반응계, 전환반응계 및 나트륨금속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탄소계 음극소재는 저렴한 가격과 가공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며 미세구조와 표면특성에 따라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미세구조와 표면

성질을 나타내는 탄소소재들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합금반응계 및 전환반응계 물질들은 높은 이론용량을 나타내는

반면 부족한 수명특성과 율특성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흑연계 탄소

소재에 용매화된 나트륨이온이 가역적으로 삽입/탈리되는 현상이 보고되면서 흑연계 탄소소재를 나트륨이온 전지의

음극소재로 응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나트륨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물질들이 나트륨이온 전지의 음극소재로써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어 나트

륨이온 전지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Sodium-ion batteries, Anode, Carbon, Conversion, All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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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트륨이

온 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슈퍼커패시터 등 다양

한 에너지 저장장치가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로

써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나트륨이온 전지의 경

우 리튬이온 전지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의 매장량이 고르고 

풍부하며 리튬과 유사한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

해 기존에 알려진 리튬이온 전지의 기술을 활용하

여 다양한 문제점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에 따라 나트륨이온 전지를 차세대 대

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나트륨이온은 이온 반지름

의 크기가 1.2 Å으로 리튬이온보다 130% 정도 크

고, 330% 무거우며 리튬 대비 0.33 V 높은 전위로 

인해 에너지특성에서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전지의 상업화

에 크게 기여한 흑연에 나트륨이온의 삽입/탈리 반

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흑연을 대체할 만

한 음극소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흑연과 같이 저가

이면서 저전압을 나타내고, 안정성을 지닌 새로운 

음극소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현재 

흑연에 비견될 만한 나트륨이온 전지용 음극소재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특집에서는 현재 연구 중인 나트륨이온 전지

용 음극소재를 크게 탄소계, 금속/합금계, 금속산

화물계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트륨금속 음

극소재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탄소계 음극소재

탄소계 음극소재는 표면특성 및 미세구조에 따

라 다양한 에너지저장특성을 나타낸다. 복잡한 구

조로 인해 탄소 소재를 단순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흑연계과 비흑연계로 분류할 수 있

다. 흑연계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의 전

해질 하에서 나트륨이온의 가역적인 삽입/탈리 반

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흑연

계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나트륨이온 음극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흑연계 탄소를 

대표하는 하드카본(hard carbon)의 경우, 수명특성 

및 율특성(rate properties)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

여 비정질 탄소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명특성과 율특성이 매우 

우수한 음극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지만, 비정질 

탄소소재의 경우 에너지특성에서 한계를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흑연계 소재에 나트륨이

온과 용매가 함께 삽입/탈리 되면서 에너지를 저

장하는 코인터칼레이션(co-intercaltion) 현상이 밝

혀지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부 목차에서는 연구의 진행 흐름에 맞추어 

비흑연계 탄소소재(하드카본), 비정질 탄소소재 및 

흑연계 탄소소재의 순서로 소개하고자 한다.

2.1. 하드카본계 음극소재

하드카본은 나노미터 수준의 그래파이트 탄소

층들이 무질서하게 배향되어 있는 난층 구조(tur-

bostractic structure)를 지닌 영역과 난층 구조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800 

℃의 고온으로 열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흑연화되

지 못하는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다(Figure 1)[1]. 

2000년대 초반, 캐나다의 D. A. Stevens와 J. R. 

(a)
     

(b)

*출처 : Proc. R. Soc. London, Ser. A, 209, 196-218 (1951).

Figure 1. Structure of (a) soft carbon and (b) hard carbon. *출처 : J. Electrochem. Soc., 147, 1271-1273 (2000).

Figure 2.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profile for har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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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n 그룹에서 glucose 전구체를 이용한 하드카

본계 탄소소재를 음극재로 활용하여 약 300 mA h 

g-1의 가역 용량을 나타낸 것을 보고하였으며, 

Figure 2와 같이 정전류 충/방전 전압곡선에서 사

선의 전압곡선 영역과 0.1 V 이하의 저전압 평탄

전위 구간의 두 단계에 걸친 전하저장거동을 보여

주었다[2,3]. 첫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전압 범위

에서는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탄소층 사이에 나트

륨이온이 저장되며,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낮

은 전압 범위에서는 나노기공에 나트륨이 저장되

면서 용량이 발현된다는 것을 XRD 분석법을 통

해 확인하였다[2]. 이후 프랑스의 D. Billaud 그룹

에서도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미세구조의 

탄소소재에서의 나트륨이온의 저장 특성을 관찰

했으며 탄소소재의 미세구조가 나트륨이온 저장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고하였다[4]. 

그리고 앞서 설명된 D. A. Stevens와 J. R. Dahn 

그룹의 관찰 내용과 유사한 나트륨 저장특성을 보

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몇 논문들에서 저전압 평탄전위

에서의 나트륨 저장 메커니즘에 대해 나트륨이온

이 나노기공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난층 구조의 

그래핀 층 사이에 삽입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드카본의 나트륨이

온 저장 거동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5-7]. 본 연

구진은 다양한 미세구조를 가진 탄소나노플레이

트를 이용하여 나트륨이온 저장 거동에 관한 체계

적인 연구를 통해, 난층 구조의 그래파이트 결정 

사이의 공간에서 나노미터 수준의 나트륨금속이 

형성됨을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직접 

관찰하여 보고하였다(Figure 3)[8]. 

이와 같이 탄소구조 내에서의 금속나노입자의 

형성/제거 반응은 탄소구조에 지속적인 손상을 야

기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탄소

*출처 : Adv. Mater., 27, 6914-6921 (2015).

Figure 3. Ex situ characterization of hard carbon. (a) XRD data of pristine electrode (black) and ex situ electrodes after

first discharge (olive) and charge (orange), and third discharge (navy) and charge (wine). (b) Ex situ XPS Na 1s spectra

depth profiles after discharging (Na insertion) to 0.005 V and (c) XPS Na 1s spectra depth profiles of Na metal foil. (d)

HR-TEM image. The sample has a graphitic structure with (002), (100), and (110) crystal faces, and e) ex situ HR-TEM

image of sample after discharging (Na insertion) to 0.005 V. Na metal nanoclusters were found in the sample after Na 

insertion. This suggests that sodium ions are reduced in the disordered graphitic structures to sodium metal nano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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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를 사용할 경우 율특성에서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나노 구조의 하드카본을 제조함으로

써 수명특성과 율특성을 극대화하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나노 구조의 하드카본은 필연적

으로 큰 초기 비가역 용량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에너지특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2. 비정질 탄소계 음극소재

위에서 언급된 하드카본계 음극소재의 불충분

한 수명특성 및 율특성을 개선하고자 비정질 탄소

를 음극소재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2010년대에 이

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9-17]. 비정질 탄소

는 매우 넓은 전기화학적 활성 면적을 가지며, 나

트륨이온과 활성을 나타내는 표면 결함과 풍부한 

이종원소로 인해 표면 반응을 통한 나트륨 저장특

성이 용이하여 매우 우수한 율특성과 수명특성을 

나타낸다. 독일의 J. Maier 그룹은 중공 탄소 나노

입자를 나트륨이온 음극소재로 사용할 경우 10 A 

g-1의 매우 빠른 전류 속도에서도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호주의 S.-L. Chou 그룹은 

환원된 산화 그래핀을 나트륨이온 음극소재로 활

용할 경우 5 C-rate의 전류 속도에서 100 mA h g-1

의 용량을 보유하며 1,000회 이상의 충/방전 과정

에서 약 70% 이상의 초기 용량을 유지할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Figure 4)[10,11]. 또한 질소가 도핑 

된 비정질 탄소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역 용량

이 크게 증가하며 중국의 X. Zhang 그룹은 질소가 

도핑 된 다공성 탄소나노쉬트를 이용하여 약 350 

mA h g-1의 가역용량을, 독일의 J. Maier 그룹은 

질소가 도핑 된 다공성 탄소나노섬유를 이용하여 

약 300 mA h g-1의 가역용량을 나타냄을 보고하

였다[13,14]. 그러나 비정질 탄소계 음극소재의 경

우 넓은 전기화학적 활성면적으로 인한 초기 비가

역 용량이 매우 크며 충방전 전압 곡선에서의 전

압이력특성(Voltage hysteresis)을 나타냄에 따라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2.3. 흑연계 음극소재

안정적인 구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리튬이온 전

지의 음극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흑연계 음극소재

*출처 : Adv. Energy Mater., 2, 873-877 (2012), Carbon, 57, 202-208 (2013).

Figure 4. (a-b)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Hollow Carbon Nanospheres. (a) Rate performance of hollow carbon 

nanospheres (HCS) and carbon spheres (CS) at variant rates. (b) Schemes of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process of hollow

carbon nanospheres and carbon spheres. (c-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reduced graphene oxide. (c) TEM image of 

RGO. (d) Rate capability of RGO at variant current rate. (e) Cycling performance of RGO at 1 C for 1,00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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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트륨이온 전지의 음극소재로 활용하고자 하

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트륨이온

은 흑연에 인터칼레이션되는 것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나트륨이온 저장장치용 음극소재로의 

활용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독일의 P. Adelhelm 

교수와 국내 강기석 교수팀은 glyme 계열의 전해

질을 사용할 경우, 용매화된 나트륨이온의 co-in-

tercalation으로 인해 흑연에도 나트륨이온이 저장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강기석 교

수팀은 나트륨이온의 co-intercalation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Figure 5)[18-20]. 또한 본 

연구진에서 그래핀을 이용하여 지지체나 바인더 

없이 자가 지지가 가능한 적층된 그래핀 필름 제조

하여 벌크(bulk) 상태에서도 co-intercalation을 통해 

나트륨이온이 용이하게 저장됨을 보고하였다[21]. 

이 외에도 미국의 C. Wang 그룹은 3.35 Å 흑

연의 층간 간격을 4 Å 이상으로 증가시켜 리튬이

온보다 큰 직경을 지닌 나트륨이온이 수월하게 삽

입/탈리가 가능하도록 팽창된 흑연(expanded 

graphite)을 제조한 결과, 20 mA g-1의 전류 속도

에서 284 mA h g1의 가역 용량을 발현하고, 2,000

회 이상 구동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Figure 6)[22].

*출처 : Energy Environ. Sci., 8, 2963-2969 (2015).

Figure 5. Mechanism of solvated Na-ion co-intercalation into graphite.

*출처 : Nat. Commun., 5, 4033 (2014). 

Figure 6. Morphology of expanded graphite and their electrochem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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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금반응(Alloying Reaction)기반 음극소재

리튬이온 전지에서 호스트 전극 구조 내의 지정

된 위치에 전하가 저장되는 인터칼레이션 기반 전

극재료의 제한적인 용량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합금반응 기반 음극소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대표적인 합금물질인 실리콘(Si)과 주석

(Sn)은 리튬이온 저장을 위한 음극소재로 활용하

였을 경우 각각 4,212, 994 mA h g-1의 높은 이론

용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합금 물질을 나트륨이온 

전지의 음극소재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Table 1). 실리콘은 리튬이온과 반응

하여 Li15Si4의 상을 통해 많은 양의 리튬을 저장

할 수 있는 반면, 나트륨이온과는 이론적으로 

NaSi 상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기화학적

으로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나트륨이온 저장용 음

극물질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나

노 크기의 실리콘 입자를 이용하여 나트륨이온 저

장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

만, 14족 원소인 게르마늄(Ge)과 주석 (Sn), 납

(Pb), 15족 원소인 인(P)과 안티모니(Sb)와 같은 

물질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24]. 

미국의 G. Ceder 교수팀은 계산을 통해 주석은 

나트륨이온을 NaSn5, NaSn, Na9Sn4의 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Na15Sn4 상을 통해 저장하며, 게르마

늄은 NaGe 상을 통해 이론적으로 각각 874 mA h 

g-1과 369 mA h g-1의 높은 이론 용량을 발현한다

는 것을 규명하였다(Figure 7)[25]. 그러나 게르마

늄의 경우에는 율특성 및 수명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극소재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

석의 경우에는 합금 반응의 가장 큰 문제인 부피

팽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소재와의 복합화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의 J. Chen 그룹은 

구형의 탄소체에 8 nm의 나노 크기의 주석 입자

가 박혀 있는 물질을 합성하여 전기화학적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주석입자의 부피 변화 및 응집을 

억제하여 수명특성을 향상시켰으며, 중국의 W.-Q. 

Han 연구팀 또한 탄소체와 주석 나노입자의 복합

화를 통해 3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수명특성을 나

타내는 것을 보고하였다[26,27].  

인은 나트륨과 전기화학적으로 Na3P상 형성을 

Mechanism Materials Theoretical capacity (mA h g-1) Volume expansion (%)

     ↔

Ge 369 205

Sn 847 424

Pb 485 487

P 2569

Sb 660 293

Table 1. Properties of Alloying Reaction Based Materials

*출처 : J. Electrochem. Soc., 158, A1011-A1014 (2011).

Figure 7. Na-M voltage curves calculated using DFT and known Na-M crystal structures. (a) M-Si, (b) M-Ge, and (c)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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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현되는 2,596 mA h g-1의 높은 이론용량으

로 인해 음극소재로써 큰 잠재력을 갖는 물질로, 대

표적으로 백린(white phosphorus), 적린(red phos-

phorus), 흑린(black phosphorus) 세 가지 동소체로 

존재한다. 백린은 인 원자 4개로 이루어진 정사면

체 모양의 분자상태로 존재하며, 동소체 중에서 

가장 불안하고 반응성이 크며, 다른 동소체에 비

해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배터리의 음극소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비정질의 적린

은 리튬 및 나트륨이온의 음극소재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낮은 전기 전도도로 인한 

부족한 수명특성 및 율특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국내 이규태 교수팀은 비정질

의 적린과 탄소 소재의 복합화를 통해 전기 전도

도 향상과 함께 부피 팽창을 최소화하여 1,890 

mA h g-1의 우수한 가역 용량으로 30회 이상 안정

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전극소재를 보고하였다 

[28]. 또한 미국의 C. L. Pint 교수팀은 적린과 단

일벽 탄소 나노 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

tub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혼(single-walled car-

bon nanohorn)의 복합체를 통해 나트륨과 적린의 

합금 상태에서 탄소의 결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탄소체에 결함이 많이 존재할수록 

탄소 표면에 비가역적인 Na3P의 형성으로 인해 

전기화학적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Figure 8)[29]. 

흑린은 그래핀과 같이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2

차원 물질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며 3.08 Å

의 넓은 층간 채널 간격으로 인해 리튬과 나트륨

의 저장이 용이하여 음극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Y. Cui 교수팀은 

흑린과 그래핀을 샌드위치 구조로 하이브리드화 

하여 나트륨이온 전극으로 활용한 결과 2,440 mA 

h g-1의 용량 및 100회까지 83%의 용량 보유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Figure 9)[30].

Sb 또한 660 mA h g-1의 우수한 이론 용량으로 

인해 나트륨이온 저장용 음극물질로 주목받고 있

다. 프랑스의 L. Monconduit 그룹은 NaxSb의 중

간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Na3Sb상을 통해 나트륨

을 저장하는 것을 XRD를 통해 관찰하였으며, 4C 

에서도 372 mA h g-1의 용량과 99% 이상의 쿨롱 

효율로 160회 이상 효과적으로 나트륨을 저장한

다는 것을 보고했다[31]. 그러나 다른 합금계 물질

들과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합금 반응을 하는 동안 

290%의 큰 부피팽창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의 X. Ji 교수팀은 속이 비

어 있는 구형의 Sb를 합성하여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Figure 10)[32]. 

* 출처 : J. Mater. Chem. A, 5, 5266-5272 (2017).

Figure 8. (a) Schematic illustration underlying the carbon

defect-dominated unstable alloy formation and increased 

resistance that leads to irreversible alloying/dealloying 

process. (b) Cycling performance of different carbon-red P

composites.

* 출처 : Nat. Nanotechnol., 10, 980-986 (2015).

Figure 9. (a) Structural evolution of the sandwiched 

phosphorene-graphene structure during sodiation. (b) 

Reversible desodiation capacity and coulombic efficiency 

for the first 100 galvanostatic cycles of the phosphorene/

graphene under different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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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Sn-Sb, Sn-Ge-Sb, Sn4P3 등과 같은 

합금 물질들을 이용하여 나트륨이온 저장용 음극

소재로써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33-36]. 

4. 전환반응(Conversion reaction)기반 음극

소재

금속 산화물계 물질은 나트륨과 전환반응(con-

version reaction)을 통해 이온을 저장하게 된다. 이

러한 물질들은 원자 하나당 한 개 이상의 나트륨이

온과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론 용량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나트륨이온 저장용 음극물질

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전기 전도도에 더해, 나트륨과 반응 시 기존 

물질의 화학적인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화학적 결

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율특성이 낮으

며, 부피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금속 산화물계 

물질의 이론 용량은 Table 2에 나타냈다. 

철(Fe)은 지구상에서 4번째로 많은 물질로 매장

량이 풍부하며 값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철을 

Mechanism Materials Theoretical capacity (mA h g-1)

  
   ↔  

Fe2O3 1007

CuO 674

Co3O4 890

MnOx 700-1000

(1)   
   ↔  

(2)      ↔

SnO2 782

Sb2O3 1102

Table 2. Properties of Conversion Reaction Based Materials

* 출처 : ACS Appl. Mater. Interfaces, 6, 16189-16196 (2014).
Figure 10. (a) Schematic of the volume change during the Na+ insertion of Sb HNSs and NSs, (b)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profiles, (c) cycle performance and (d) rate performance of Sb HNSs anode for S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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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물질들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용 

음극소재로 활용하기에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나

트륨과 반응 시 부피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핀과 

같은 탄소 물질과 복합화를 한다면 부피 변화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전기 전도도 또

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H. 

Zhou 교수팀은 넓은 비표면적을 지닌 그래핀 나

노쉬트를 전도성 충진제 및 나노 크기의 Fe2O3의 

지지체로 활용하여 우수한 수명특성 및 율특성을 

달성했으며, 중국의 J. Chen 교수팀 또한 3차원의 

기공구조를 지닌 탄소 복합체와 5 nm의 Fe2O3 나

노 입자 복합화를 통해 2 A g-1의 전류 속도 하에

서 1,400회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하며, 8 A g-1의 

빠른 전류 속도에서도 317 mA h g-1의 용량 발현

이 가능한 전극 소재를 보고하였다[37,38]. 

Co3O4 또한 대표적인 전환반응 물질로 리튬이

온과 마찬가지로 나트륨이온과도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Co3O4 또한 전기전도도

가 낮고 부피변화가 크기 때문에 나트륨이온 특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세 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거나 탄소와 같은 전도성을 나

타내는 물질과의 복합화가 필수적이다[39,40]. 

철, 구리, 코발트와 같이 나트륨과 전기화학적

으로 반응성이 없는 금속 산화물은 단일 단계의 

전환반응을 통해 나트륨이온을 저장하지만, 주석 

및 안티모니 산화물의 경우에는 전환반응 이후에 

형성된 금속의 합금반응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

트륨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G. 

Wang 그룹 및 Z. Guo 그룹은 SnO2와 그래핀을 

복합화하여 SnO2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극대화 하

였으며, 중국의 D.-J. Li 연구팀 및 C. X. Wang 교

수팀, J. Bao 교수팀 등에서는 안티모니 산화물과 

탄소소재와의 복합화를 통해 나트륨이온 저장특

성을 향상시켰다[41-45]. 

그러나 전환반응 기반 물질을 나트륨이온 전지

용 음극소재로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큰 부

피 팽창 및 상대적으로 낮은 수명 및 율특성 개선

이 숙제로 남아있다. 

5. 나트륨금속 음극소재

높은 에너지밀도와 출력 밀도를 갖는 에너지 저

장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

킬 음극소재로 나트륨금속이 주목받고 있다. 나트

륨금속 전지는 음극으로 나트륨금속이나 나트륨

합금을 사용하는 전지로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3

배에 달하는 높은 이론 용량(1,166 mA h g-1)과 낮

은 환원 전압(표준 수소전극 대비 -2.714 V), 저밀

도(0.5 g cm-3)의 특징을 갖는다[46,47]. 이러한 장

점들로 인해 나트륨금속 배터리를 상용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4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나

트륨금속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하여 아

직까지 완전하게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나

트륨금속은 전해질과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금

속 표면에 고체 전해질 내부상(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을 형성하며 이 층은 충/방전 시 

끊임없이 부셔지고 새로 생기며 두꺼워지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해질의 소모가 일어난다. 

SEI층의 형성 및 발달은 전극 내부 저항을 높여 

전지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낮은 쿨롱 효율

(Coulombic efficiency)을 야기하며 나트륨금속이 

특정 부위에만 증착되어 수상 결정(dendrite)형태

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트륨금속

이 수상 결정형태로 성장하게 되면 금속이 분리막

을 통과해 양극에 도달하여 쇼트 현상이나 발화와 

같이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키며 비활성 나트륨금

속(Dead Sodium)의 형성과 충/방전 과정에서 계

속되는 부피의 팽창 및 수축은 전극의 수명특성에 

악영향을 끼친다[48].

미국의 Y. Cui 교수팀은 나트륨금속 전지에 헥

사플루오로인산나트륨(NaPF6)이 녹아 있는 glyme 

계열 전해질을 사용하여 쿨롱 효율 개선 및 나트

륨금속의 수상 결정 형태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49]. 음극에는 일반적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의 집전체로 사용하는 구리 호일을 

사용하였으며 300회의 충/방전 동안 99.9%의 쿨롱 

효율을 유지하였고 나트륨금속이 수상 결정 없이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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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glyme 계열 전해질을 이용한 나

트륨금속 음극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최

근 Pint 교수팀은 음극 집전체 위에 나트륨금속의 

핵 형성(Nucleation)을 용이하게 하는 얇은 탄소층

을 형성하여 1,000회 이상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명특성을 갖는 나트륨금속 전지 음극소재의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50].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트륨이온 전지를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나, 적절한 음극소재의 부재로 인해 이

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초기에는 나트륨이온 전지의 음극소재로써 하

드카본이 주목을 받았지만 부족한 율특성과 수명

특성으로 인해 표면 반응을 이용하는 비정질 탄소

를 음극소재로 응용하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러나 비정질 탄소가 가지는 에너지특성

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론 용량을 가

진 주석, 인 및 안티모니와 같은 합금반응계 음극

소재와 철, 구리 및 코발트 산화물과 같은 전환반

응계 음극소재가 연구되고 있다. 한편 용매화된 

나트륨이온이 흑연에 co-intercalation 되는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흑연이 음극소재로써 새로운 가능

성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몇몇 그룹에서 나트륨

금속 음극소재를 이용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

능을 구현하고 있어 나트륨금속 또한 음극소재로

써 높은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전술한 각

각의 음극소재마다 고유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

업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지

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점점 진보되고 있어 가

까운 미래에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

세대 에너지 저장기기로써 나트륨이온 전지가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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