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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hy-
brid cell that combined the advantageous characteristics of Li secondary battery
and supercapacitor, high energy density and high power density, respectively.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the hybrid cell was characterized by charge/dis-
charge, cycle and impedance tests. The hybrid cell using Li secondary battery 
and supercapacitor had better discharge capacity and cycle performance than 
that of using Li secondary battery only. Proper design of such a hybrid cell system
is expected to result in substantial benefits to the well being of the Li secondary 
battery. The hybrid cell involving Li secondary battery for high energy density and
supercapacitor for high power density may be the possible solution for future en-
ergy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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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은 과잉

으로 생산된 전력을 이차전지 등에 저장하였다가 전

력이 필요한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력

사용 효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저

장시스템은 이차전지 등의 전력저장원, 전력변환장

치(power conversion system) 및 전력관리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된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도입

은 고에너지 밀도, 고출력 및 장수명 등 다양한 특성

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응용분야

의 광범위한 확장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에너지저장시스템 또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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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이차전지, 초전도 에너지저장장치 및 양수발

전, 플라이휠, 압축공기저장 및 수소저장 등이 해결

방법으로 경쟁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그 저장용량

과 운전주기에 따라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중 리튬이차전지 기반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단위 

용량 당 가격이 비교적 높고 폭발 위험 등의 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용량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 친환경 

특성이 있으며 효율이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가정 

및 산업용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1).

리튬이차전지는 1990년대 Sony에 의해서 양산화

된 이후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성장을 이

루어 왔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에너

지저장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는 기존의 이차전지 대비 고전압, 

고에너지 밀도 및 안정된 충방전 특성을 보이고 있

으나 산업계의 요구에 의하여 고용량 및 고출력 특

성의 리튬이차전지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양극, 음극, 분리막 

및 전해질이며 이차전지의 성능 구현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어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2,3).

커패시터는 초기에는 메모리 백업용 등 소형 IT기

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높은 출력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전력품질 시스템 및 스마

트 그리드 등에 그 응용이 제안되고 있다. 슈퍼커패

시터는 높은 출력 밀도와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며 

커패시터의 대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전기이중층 커

패시터(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가 있으며, 기

존의 전기 이중층커패시터의 높은 출력 밀도와 리튬

이온전지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하이브리드 

커패시터(hybrid capacitor) 및 산화 환원 반응의 원

리를 이용한 유사 커패시터(pseudo capacitor)로 나눌 

수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1995년부터 상용화된 이래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과 같이 부하변동에 민감한 

대응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용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슈퍼커패시터는 충방전 속도가 빠

르고 저온에서의 안정적인 방전 특성 및 수명이 50만 

사이클 이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고가이면

서 에너지밀도(energy density)가 낮다는 치명적인 단

점이 있다
4).

다양한 산업계 수요에 의하여 최근의 에너지저장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밀도와 출력밀도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이상적인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특성의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리튬이차전지와 슈퍼커패

시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5).

Raj 등6)
은 LTO 기반 이차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셀을 구성하여 C-rate별 방전 특

성을 연구하여 하이브리드 셀이 우수한 방전 특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Chin 등7)
은 리튬이온전지

와 슈퍼커패시터로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구성하여 낮은 임피던스 기반 저온 방전 특성이 우

수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가 보유하고 있는 우

수한 에너지밀도와 슈퍼커패시터의 빠른 충방전 특

성을 활용하고자 하이브리드 셀을 병렬연결로 구성

하였고 그 전기화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서 구성한 하이브리드 셀은 리튬이차전지 단독 활용 

대비 부하에 대한 유연한 응답 특성을 기반으로  리

튬이차전지의 사이클 특성 개선도 기대된다.

2. 실 험

2.1 하이브리드 셀의 구성

본 연구에는 리튬이차전지로 LG화학에서 제조한 

공칭전압 3.63 V 및 3,350 mAh급 18650 타입의 원

통형 전지(LGABF1L1865)와 슈퍼커패시터로 Vitzro 

Cell에서 제조한 원통형 타입을 직렬로 연결하여 5.4 

V 및 12.5 F 용량의 것을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셀

은 리튬이차전지와 슈퍼커패시터에 저항을 포함한 

PCB를 사용하여 병렬연결로 구성하였고, Table 1에 

그 사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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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Li secondary battery and supercapacitor

LIB Supercapacitor

Manufacturer LG Vitzro cell

Type 18650 Cylindrical

Model LGABF1L1865 -

Capacity 3,350 mAh 12.5 F

Nominal voltage 3.63 V 5.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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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ge/Discharge test schedule of the LiB only and hy-
brid cell under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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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charge profile of the LiB only and hybrid cell with 0.5 
C-rate

2.2 리튬이차전지 및 하이브리드 셀의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리튬이차전지 및 하이브리드 셀의 충전은 0.5 

C-rate로 4.2 V까지 진행하였으며 50 mA 이하의 전

류에서 충전을 종료하였다. 충전 후 상온에서 0.2-2.0 

C-rate의 다양한 방전 전류를 인가하여 2.75 V까지 

진행하였고 방전용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리튬이차

전지와 하이브리드 셀의 사이클 특성을 단시간에 확

인하기 위하여 55℃에서 1 C-rate 충전 및 4 C-rate의 

방전을 진행하였고 충방전 사이에는 10분의 휴지기

를 주어 셀의 안정화를 유지하였다. 상기 테스트 조

건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상기 조건의 가속수명시

험(accelerated degradation test) 진행시 항온항습기 

TH-40BS (Irea Tech)를 사용하였으며 충방전실험 및 

사이클 특성은 WMPG 1000 (WonA Tech)을 이용하

여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이클 수명 평가 진행과 동시에 리튬이차전지와 

하이브리드 셀의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

scopy (EIS)를 측정하여 내부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 임피던스는 전기화학분석장비인 Modulab 장비

(Solartron)를 사용하여 amplitude 10 mV, frequency 

10 mHz-100 kHz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리튬이차전지 및 하이브리드 셀의 방전 특성

상온에서 0.5 C-rate로 방전을 진행하여 리튬이차

전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하이브리드 셀을 

구성한 경우의 방전 특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0.5 C-rate의 비교적 저율방전에서 전압 프로파일

은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전압은 리튬이

차전지와 하이브리드 셀에서 각각 4.03 V와 4.13 V

를 나타내었으나 방전이 지속되면서 그 차이는 감소

하였다. 방전 종지전압 2.75 V까지 진행하여 확인한 

방전용량의 경우도 각각 3.14 Ah와 3.15 Ah로 유사

한 방전용량을 나타내었다. 저율방전의 경우 리튬이

차전지와 하이브리드 셀의 방전거동에는 차이가 없

었으나, 방전 초기에 슈퍼커패시터의 빠른 응답 특성

에 기인하여 초기 전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온에서 2.0 C-rate로 방전을 진행하여 리튬이차

전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하이브리드 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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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charge profile of the LiB only and hybrid cell with 2.0 
C-rate

Table. 2. Discharge capacity of Li secondary battery and hybrid 
cell with various C-rate

C-rate
Discharge capacity (Ah)

LIB only Hybrid cell

0.2 3.20 3.22

0.5 3.14 3.15

1.0 3.02 3.06

1.5 2.78 2.92

2.0 2.2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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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ycle characteristics of the LiB only (a) and hybrid cell 
(b) under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구성한 경우의 방전 특성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제품 스펙 상 

최대 방전전류는 3 C-rate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

어 고율방전에서 안정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

었다. 실험 결과 리튬이차전지와 하이브리드 셀의 초

기 방전전압은 각각 3.5 V와 3.95 V를 나타내었고 

방전이 진행되면서 리튬이차전지의 방전 종지전압까

지 그 차이는 0.08 V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는 빠른 

출력 특성의 슈퍼커패시터에서 초기 전압유지에 기

여한 부분이 장시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전 종지전압 2.75 V까지 진행하여 확인한 방전

용량의 경우 2.24 Ah와 2.56 Ah로 0.5 C-rate 방전의 

경우 대비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고율 방전 등의 

가혹한 조건에서 하이브리드 셀이 우월한 전기화학

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2-2.0 

C-rate의 방전 조건에서 방전용량을 실험한 결과 고

율 방전에서 하이브리드 셀이 보다 더 우월한 용량

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3.2 리튬이차전지 및 하이브리드 셀의 사이클 특성

일반적으로 리튬이차전지의 사이클 수명은 25±

5℃에서 방전 종지전압까지 진행하며 방전 후 안정

화를 위하여 30분의 휴지 시간을 둔다. 충방전을 500 

사이클 진행하여 첫 번째 사이클에서 확보된 용량 

대비 500 사이클의 용량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여 단

위전지 또는 모듈의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하이브리드 

셀의 사이클 특성을 단시간 내 확보하기 위하여 시

험온도를 55℃로 설정하였다. 또한 충전 1 C-rate 및 

방전 4 C-rate와 충방전 휴지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

여 가속열화 조건에서 180 사이클을 진행하여 그 특

성을 확인하였고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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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ycle characteristics of the LiB only (a) and hybrid cell 
(b) under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리튬이차전지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의 방전용

량은 하이브리드 셀 대비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고, 열화가 심한 LiB 02의 경우 100 

사이클에서 초기 용량의 57%를 180 사이클에서는 

22%를 나타내어 급격한 용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에 비하여 하이브리드 셀의 경우 100 사이클에서 초

기 용량의 88%를 180 사이클에서는 78%를 나타내

어 우수한 용량 보존 특성을 나타내었다.

리튬이차전지의 용량 감소는 전극의 구조적 변화, 

상전이, 전해액 고갈 및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층의 분해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8). 

리튬이차전지는 충방전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이 용해되고 이 물질이 주위에 전해액 

또는 기존 전극물질과 반응하여 새로운 상을 형성하

여 전극의 표면 형상이 변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그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이클 

특성의 개선 이유에 대한 기기분석을 향후 진행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가속수명시험 조건하에서 하

이브리드 셀의 사이클 특성이 리튬이온전지 단독 활

용하는 경우 대비 그 사이클 특성이 우수하게 확보

되었다. 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에서 고온 및 장수명

의 특징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리튬이차전지 및 하이브리드 셀의 EIS 특성

Fig. 5는 사이클 특성을 진행하면서 초기와 100 사

이클을 진행하면서 측정한 임피던스 결과이다.

가속수명시험을 진행하기 전과 100 사이클 진행 

후 하이브리드 셀에서 리튬이차전지를 분리하여 각

각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가속수명시험 이전의 리

튬이차전지는 유사한 리튬이온의 전해질 전달저항 

Rs와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저항 Rct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100 사이클 이후의 임피던스 결과는 리

튬이차전지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하이브리드 

셀에서 분리한 리튬이차전지의 임피던스 대비 Rct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사이클 수명시험 결과

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피던스 결과 및 

방전용량 감소는 전극 및 전해질에 대한 기기분석의 

진행으로 상관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하이브리드 셀을 구성하였고 그 전

기화학적 특성을 리튬이차전지 단독인 경우와 비교

하였다. 리튬이차전지 단독인 경우와 하이브리드 셀

은 0.2 C-rate의 저율방전에서 방전용량은 3.20 Ah와 

3.22 Ah로 그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2.0 C-rate의 고

율방전에서 각각 2.24 Ah와 2.56 Ah를 나타내었으며 

고율방전으로 갈수록 그 방전용량 차이가 심화되었

다. 하이브리드 셀은 리튬이차전지 단독으로 사용하

는 경우 대비 고율방전과 가속수명시험에서 우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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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사이클 특성을 나타내었다. 임피던스 측정 결

과 또한 사이클 특성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그 상관

관계 규명을 위하여 전극 및 전해질의 기기분석 진

행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하이브리드 셀

은 리튬이차전지 단독 활용 대비 부하에 대한 빠른 

응답 특성 및 사이클 특성이 우월하여 고온 및 장수

명의 특징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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