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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ositive plate was composed of lead hydroxide via reaction between lead oxide and 
H2O and lead sulfate was formed of the reaction of lead hydroxide with sulfuric acid. And its 
density is 3.8 g/cm3, 4.0 g/cm3, 4.2 g/cm3 and 4.4 g/cm3 by controlling volume of refined water. 
Curing of positive plate is done for low (45℃, 40hr, over 95% of relative humidity) & high (80℃, 
40hr, over 95% of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 which created 3BS & 4BS active materials. 
Experimental result of DOD with 100% life cycle test shows that it was not related to the density 
of active materials but to the low & high temperature aging of active materials. The test makes us 
to understand that the crystallization which is made by curing of active materials is a more of a 
main factor than density of active materials under the deep cycle using circumstances. The active 
materials which were from the high temperature curing are better for deep cycl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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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납축전지의 용도는 크게 자동차용과 산업용으
로 구분된다. 자동차용 납축전지는 시동 성능 향
상에 중점을 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산업
용 납축전지는 방전 성능 향상과 수명향상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1,2]. 산업용 납축전지
는 실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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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 건물 및 병원, 지하철 등에 실내에 설
치되어 비상 전원 공급 용도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용 납축전지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시대에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에
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 스쿠터 구매 비용을 지
원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 
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 수요 증가에 
따른 납축전지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에 장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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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Pure Lead

Material Pb Ag As Bi Sb Cu

Composition(%) 99.997 0.0003 0.0001 0.001 0.00002 0.0001

축전지는 일반 산업용 납축전지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비상 전원용으로 설계된 납축전지는 수명
과 성능 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특히 심방전이 반복되는 조건에서는 납축전
지의 조기 수명 종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활물질 고밀도화를 통한 심방전 성
능 향상[3,4,5], 극판 화성 공법 개선을 통한 심
방전용 양극판 개발[6], 탄소계 첨가제를 적용한 
고효율 극판에 관한 연구[7,8], 양극판 나노 사이
즈화를 통한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9,10]가 수행
된 바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적용하기 위해 극판에 전력저장 효율 증대에 관
한 연구[11]와 심방전 특성을 향상시킨 활물질을 
적용한 배터리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
차의 시스템 호환성에 관한 연구[12,13]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 활물질의 밀도와 숙성 온
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 심방전용 극판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산화납 (Lead Oxide)

  납축전지 활 물질(active material)의 출발물질
인 산화 납은 ball mill process로 제조하였으며, 
이 때 산화납의 산화도는 76±2 %, 겉보기 밀도
는 1.35±0.02, 산흡수도는 259±5 ㎎H2SO4/g 
(oxide) 이며, particle size는 4.5±0.5 ㎛였다. 이 
때 산화납 제조에 사용된 납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2.2. 페이스트 혼합 및 첨가제

양극판용 페이스트는 납 분말 900 kg 
(81.85%), 황산 103 kg (9.37%), 초순수 96 kg 
(8.73%) 및 합성 섬유 재료로 제조된 결합 첨가
제 0.54 kg (0.05%)을 혼합하여 제조 하였으며, 
음극판의 경우는 납 분말 900 kg (81.41%), 황
산 104 kg (9.41%), 초순수 86 kg (7.78%), 결

합 첨가제 0.36 kg (0.03%), 리그닌 2.7 kg 
(0.24%) 및 음극판 오일 3.4 ℓ (0.31%)를 혼합
하여 제조 하였다. 이때 칭량된 납 분말은 혼합 
전 1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이
후 결합 첨가제와 리그닌 및 초순수와 황산을 투
입하여 숙성용 패이스트를 각각 제조하였다.
  페이스트 혼합은 산화 납 (PbO)과 정제수 
(H2O)을 반응시켜 수산화납 (Pb(OH)2)을 생성시
키고, 황산 (H2SO4)를 첨가하여 황 산납 (PbSO4)
을 생성시키는 순서로 제조하였으며, 양극판용 페
이스트는 황산과 정제수 투입량을 조절하여 밀도
를 3.8g/cm3, 4.0g/cm3,4.2g/cm3, 4.4g/cm3로 제
작하였다.
  음극판용 페이스트는 양극판용 페이스트 제작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페이스트의 
밀도는 4.4g/cm3로 제작하였다.

2.3. 극판의 숙성과 화성

  제작된 페이스트를 Pb-Ca(0.1%) 그리드에 충
진 하였고, 숙성 후 극판을 사용 하였다. 이 때 
극판의 숙성은 초기 전류 용량에 유리 하다고 알
려진 3염기성 황산납 (3PbO․PbSO4)의 생성을 위
하여 저온 숙성 (45℃ 40시간, 상대습도 95% 이
상)과 수명 성능에 유리 하다고 알려져 있는 4염
기성 황산납 (4PbO․PbSO4)의 생성을 위하여 고
온 숙성 (80℃ 40시간, 상대습도 95% 이상)을 
실시하였다.  
  저온 숙성으로 제작된 3염기성 황산납 극판과 
고온 숙성으로 제작된 4염기성 황산납 극판을 검
증하기 위하여 숙성 후 활물질을 SEM 분석을 통
하여 결정을 관찰하였다.
  극판 화성은 저 비중의 황산 용액 내에서 실시
하였다. 화성된 극판의 결정 변화와 성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습식분석법과 SEM 장비를 사용
하여 분석 하였다. 

2.4. 납 축전지 제작 및 평가

  본 연구에 사용한 밀폐형 납축전지는 6개 셀 
(12V)로 구성되었으며, 용량은 40Ah로 제작하였
다. 시료 구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초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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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ampling Conditions for Lead Acid Battery

Sample No. S1 S2 S3 S4 S5 S6 S7 S8
Curing Low Temperature (45℃) High Temperature (80℃)

Positive Paste
Density (g/cm3)

3.8 4.0 4.2 4.4 3.8 4.0 4.2 4.4

Negative Paste 
Density (g/cm3)

4.4 (Low Temperature Curing (45℃))

          (a)                     (b)                     (c)                    (d)

Fig. 1. SEM observations of active material after curing: (a) S1, (b) S2, (c) S3, (d) S4.

           (a)                    (b)                     (c)                   (d)

Fig. 2. SEM observations of active material after curing: (a) S5, (b) S6, (c) S7, (d) S8.

능시험은 10시간율 방전 성능을 비교 검증하였
고, 수명성능은 DOD100%, 사이클 시험으로 비
교· 검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숙성 활물질

  저온 숙성과 고온 숙성에 따른 각 페이스트 밀
도 별 적용 극판에 대한 SEM 분석 사진을 Fig. 
1, 2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 결과, 저온 숙성된 
S1, S2, S3, S4 극판에서는 결정 크기가 2~10 ㎛
의 3염기성 황산납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14,15], 고온 숙성된 S5, S6, S7, S8 극판의 활
물질에서는 30~100 ㎛의 조대한 4염기성 황산납 
결정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17,18].

  페이스트의 밀도 변화에 따른 결정 생성은 차
이점이 없었으며, 저온 숙성과 고온 숙성에 따른 
결정에 형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화성 활물질

  Table 2에 나타낸 조건으로 제작된 숙성 극판
을 저 비중의 황산에서 화성하는 방법으로 극판
을 화성하였다. 화성 후, 습식분석으로 PbO, 
PbO2, PbSO4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2의 조건별로 제작된 화성 활물질
을 SEM으로 분석하여 Fig. 3과 Fig. 4에 나타내
었다.
  Fig. 3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물질의 밀도
에 따른 결정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화성 후 극판 활물질의 조성 별 분석 결과, 저온 
숙성 활물질인 S1, S2, S3, S4 활물질은 PbO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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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fter Formation Results of Composition in Positive Active Material

Sample S1 S2 S3 S4 S5 S6 S7 S8

PbO 5.8% 6.2% 5.1% 5.1% 6.8% 6.9% 6.5% 7.5%

PbO2 89.8% 89.3% 90.5% 90.1% 88.8% 87.5% 88.1% 86.9%

PbSO4 4.7% 4.5% 4.4% 4.8% 4.4% 5.6% 5.4% 5.6%

           
          (a)                   (b)                     (c)                    (d)

Fig. 3. SEM observations of active material after formation: (a) S1, (b) S2, (c) S3, (d) S4.

          (a)                    (b)                     (c)                    (d)

Fig. 4. SEM observations of active material after formation: (a) S5, (b) S6, (c) S7, (d) S8.

조성이 높았으나, 고온 숙성 활물질인 S5, S6, 
S7, S8 활물질은 PbO2 조성이 저온 숙성된 극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PbO2 조성을 나타내
었다. 

3.4. 납축전지의 수명시험

  Table 2의 조건으로 종류별로 제작된 극판을 
사용하여 12V 40AH의 납축전지를 제작하였고, 
이를 방전심도 100%로 충·방전하였다. 이때 조건
은 25±3 ℃ 조건으로 수명시험을 진행하였다. 
충·방전 수명시험 방법은 4 Amper(0.1C10)로 방
전용량을 측정한 후 24시간동안 정전압 충전을 
진행 하였다. 이것을 1회로 하여 수명시험을 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 결과를 Fig. 5와 Table 
4에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온숙성으로 생성
된 3염기 황산납 활물질의 경우 활물질 간의 결

합력을 나타내는 기계적 강도가 약하여 4염기 황
산납 활물질에 비하여 낮은 수명성능을 나타내었
으며, 4염기 황산납 활물질로 제작된 납축전지는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나타내었다.

   Fig. 5. The results of DOD100% life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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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DOD100% Cycle Life Test

Sample S1 S2 S3 S4 S5 S6 S7 S8

100%DOD Cycle 
number 

53 49 64 69 99 96 97 93

4. 결 론

  본 연구에서 양극 활물질의 밀도 변화와 숙성
온도에 따른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활물질의 숙성과정에서 3염기 황산납과 4염기 
황산납를 생성하는 주요 인자는 온도이며, 특히 
저온 (45℃) 조건에서는 3염기 황산납 결정이 생
성되었으며, 고온 (80℃)조건에서는 4염기 황산납
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활물
질의 밀도는 저온, 고온 숙성 조건에 따른 3염기 
황산납, 4염기 황산납 결정 생성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성 후 화성 활물질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4
염기 황산납 활물질은 3염기 황산납 활물질에 비
하여 PbO2의 조성이 낮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초기 10시간율 성능시험 결과, PbO2조
성이 낮은 4염기 황산납 활물질이 낮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온 숙성 활물질과 고온 숙성 활물질로 구분
하여 100%DOD 반복 수명 성능시험 결과, 심방
전을 반복하는 환경에서는 활물질의 밀도가 미치
는 영향에 비해 활물질 숙성 시 생성되는 결정이 
가장 큰 인자이며, 고온 숙성을 통해 제작된 4염
기 황산납 활물질이 심방전 성능에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염기 황산납 활물질의 작은 결정 크기로 활물
질과 전해액의 반응 표면적이 커져서 초기에 성
능은 유리 하였지만, 장기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
하는 수명시험의 경우 활물질의 조직 파괴가 쉽
게 일어나 수명이 조기에 종료되었으며, 4염기 
황산납 활물질의 경우, 결정 크기가 3염기 황산
납보다 약 5배 조대하여 전해액과의 반응 표면적
은 작으나, 활물질의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장
기간 충전, 방전을 반복하여도 활물질 조직이 파
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3염기 황산납 활물질에 비
해 긴 수명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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