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SS용 NCM계 LIB(Li[NixCoyMnz]O2)의 양극 전이금속 설계

인자 조성비(x:y:z)를 5:2:3, 6:2:2로 달리하여 제작한 전지를 사

용하여 C rate별 방전시험을 통한 기본성능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속열화 시험을 통한 수명특성을 분석하였다.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실험을 통하여 전지의 임피던스를 확

인하였고, 열화되지 않은(Fresh) 전지와 열화된(Aging) 전지의

SOC(State of Charge)별 임피던스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서 론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시

스템으로 전력계통에서 생산된 여분의 전력을 저장장치에 저장

한 후 필요한 시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이다. 여러 종류의 ESS중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입출력 지령시 빠른 속도로 응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대규모

전력망에서 계통의 주파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주

파수조정용, 간헐적인 발전특성으로 인해 출력변동성이 큰 신

재생 에너지원와 연계하여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

키는 신재생연계용, 전력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

하고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함으로 전기요금을 절

감할 수 있는 피크저감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인해 향후 더욱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BESS에서 배터리는 큰 비중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용도로 운전됨에 따라 배터리 수명을 뜻하는

SOH (State of Health)는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에 열화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배터리 과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폭

발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설계인자별

성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열화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2. 본 론

2.1 Nikel-rich LIB 소재별 특성

리튬이온전지에서 층상(Layerd)구조의 LiCoO2, 스피넬(Spinel)

구조의 LiMn2O4, 올리빈(Olivine)구조의 LiFePO4 등 다른 양극

소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층상구조의 Nikel rich 산화물은

높은 가역 용량, 고 에너지 밀도, 우수한 C rate 성능 등으로

인해 가장 유망한 양극재 중 하나이다.[1] 반면, 수명특성, 열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개선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번 절에

서는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어온 Ni rich

LIB의 소재별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NCM 3원분계의 전이금속에 따른 특성[1]

Figure 1  Transition metal Characteristics of NCM LIB

2.1.1 LiNiO2

LiNiO2 소재 전지의 경우 우수한 리튬이온 전도도를 보이며,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고온(~700℃)의 합성과

정에서 Ni를 Ni3+로 안정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분적

으로 Ni2+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Ni Layer가 아닌 Li Layer에

위치하여 Li 이온의 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활물질 특성을 감소

시킨다.[3] 또한 LiNiO2는 충방전 중 상변화를 겪는데 이는 가역

적인 Li 이온의 삽입/탈리를 어렵게 만들어 용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i에 Co, Mn, Al,

Mg 등을 치환하여 사용된다.[3]

2.1.2 LiNi1-xCoxO2

LiNi1 xCoxO2(0≤x≤1)는 LiNiO2에서 Ni에 Co를 치환한 것이다.

화학량론적으로 두소재는동일한구조이며, Ni3+(low spin : 056Å)

의 이온 반경은 CO3+(low spin : 0.545Å)와 매우 유사하다. 중요한

것은 LiNiO2와 비교하였을 때 LiNi1 xCoxO2는 양이온 무질서도

(Cation disorder)를 감소시키고, 충/방전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다중 상전이를 완화시킨다. 결과적으로 Co 치환된 LiNi1 xCoxO2는

LiNiO2보다훨씬 향상된 전기화학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3]

2.1.3 LiNi1-xMnxO2

LiNi1 xCoxO2과 달리 LiNi1 xMnxO2는 x가 0.5보다 작을 때에만

형성될 수 있다. Mn함량이 높을 때에는 Ni과 Mn의 전하분리가

발생할 때에 Ni3+/Mn3+ 보다는 Ni2+/Mn4+로 형성되며, LiNi1 xMnxO2

에서 완전한 고용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Li 이온이

가역적으로 삽입/탈리되는 반응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x가

증가할수록 용량 측면에서 Co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Ni에 Mn을 치환하므로 얻을 수 있는 낮은 비용과 열적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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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장점은 전기화학적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되는 부분이다.[3]

2.1.4 LiNi1-x-yCoxMnyO2

양극 전이금속으로 Ni, Co, Mn을 사용하는 LiNi1 x yCoxMnyO2는

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용량이 증가하고, Co가 증가할수록 출

력이 증가하며, Mn이 증가할수록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다는

특징이 있다.[3] 국내 주파수 조정용 사업에는 대부분 NCM계

LIB가 사용되었으며 Ni, Co, Mn의 조성비에 따른 특성 및 성질

이 각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ESS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NCM계 LIB의 설계인자별 성능분석 및 열

화특성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2.2 Experiment (NCM523 vs NCM622)

20Ah급 Li[NixCoyMnz]O2계 Pouch형 단전지를 실험에 사용

하였고, NCM523 (x=0.5, y=0.2, z=0.3)과 NCM622(x=0.6, y=0 2,

z=0.2)로 삼원계의 조성비를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전지는 배터리

제작사에 의뢰하여 제작하였고, 충방전 실험을 위하여 5V

150A 사양의 MACCOR사 4000 Series 충방전기를 사용하였다. 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실험을 위하여 Bio Logic

사의 EIS장비를 사용하였고, 온도챔버를 사용하여 25℃의 실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2.1 기본성능분석

20Ah 용량의 NCM523과 NCM622의 C rate별 방전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2.8V 4.2V의 전압

범위 사이에서 정전류 정전압(CC CV, Constant Curent Constant

Voltage)으로 완전 충전하였고, 정전류(CC, Constant Curent)로

방전하였다. 충전은 0.5 C rate(10A)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완전

충전의 전류 조건은 1/20 C rate이다. 충전과 방전 사이에 전지의

안정화를 위하여 Rest 30분을 주었고, 0.2,0.5,1,2,3,4,5 C rate로

방전 전류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2  C-rate별 방전 특성 그래프(NCM523vsNCM622)

Figure 2  Graph of dischrage characteristics by C-rate

표 1  C-rate별 방전 시험 결과

Table 1  Discharge Test Result by C-rate

0.2C 0.5C 1C 2C 3C 4C 5C

NCM
523

Ah 22.37 22.06 21.67 21.22 20.98 20.85 20.77

Wh 82.52 81.27 79.52 77.21 75.72 74.64 73.81

충전Wh 82.70 84.28 83.09 81.70 80.13 79.28 78.78

효율 99.79 96.42 95.70 94.50 94.49 94.15 93.70

NCM
622

Ah 21.09 20.30 19.58 18.80 18.35 18.06 17.86

Wh 78.36 75.33 72.41 68.92 66.75 65.19 63.99

충전Wh 76.72 79.94 77.06 74.48 71.70 70.09 69.03

효율 102.13 94.23 93.96 92.54 93.10 93.01 92.70

이 실험을 통하여 NCM622이 NCM523에 비하여 우수한 용량

및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이금속

N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지의 용량이 증가하는 특성의 영향

으로 생각된다.[3] NCM622, NCM523 전지 모두 0.2~5 C rate

범위 내에서 90% 이상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2.2.2 가속열화 시험을 통한 수명특성 비교

그림 3  가속열화 시험에 따른 수명 특성(NCM523vsNCM622)

Figure 3  Lif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ccelerated 

deterioration test

그림 3은 가속열화 시험을 통한 NCM622과 NCM523의 수

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5℃의 실험온도 조건에서 4C rate전류

(80A)로 충전 방전을 반복하여 진행하였고, 충전과 방전 사이의

rest는 30분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초기 용량 대비 80%에 도달

하였을 때에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데 NCM523의 경우

약 3400 cycle, NCM622의 경우 약 1200 cycle에서 초기용량

대비 80%에 도달하였다. 배터리 제작사의 노하우 및 기술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또한 많이 차이나지만, NCM523과

NCM622 사이에 매우 큰 수명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소 전이금속 산소 리튬 층이 반복되는 층상 구조 NCM LIB

에서 Li 이온이 가역적으로 삽입/탈리됨으로써 충 방전이 일어

나게 되는데[1], Ni의 함량이 높을수록 양이온 혼합(Cation

Mixing)이 잘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Li site에 Ni이 위치

하게 되면서 Li 이온의 삽입을 방해하는 것이 수명 특성 차이

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Mn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층상 구

조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3] 이 역시 NCM523

이 NCM622보다 우세한 수명을 보이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2.2.3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를

이용한 열화특성

전지가 열화됨에 따라 전극 표면에 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층이 두꺼워지고, 임피던스는 증가하게 된다. 내부

저항 증가로 인하여 전지의 발열은 커지게 되고 효율은 더욱

나빠진다.

EIS는 전압 또는 전류의 정현파 신호를 전지에 입력으로 주었을

때 나타나는 전지의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전압의 신호를 입력으로 주어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

(PEIS, Potentiostat EIS)과 전류의 신호를 입력을 주어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 (GEIS, Galvanostat EIS)이 있는데 임피던스 실험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며, 부식 분석 등 다른 용도로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방법을 달리하여 진행한다.

그림 4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Figure 4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실험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순으로

바뀌어가며 임피던스가측정 되는데, 고주파에서는 전지의직렬저항

(Rs,Series Resistance)가 측정이 되며, 중주파에서는 전극 표면

에서의 반응저항(Rc,Charge Transfer Resistance)이 측정된다.

저주파에서는산화/환원반응에서의확산저항(Rd,Diffusion Resistance)이

측정된다.

열화에따른임피던스를비교분석하기위하여열화되지않은전지

(Fresh)와 열화된(Aging) 전지 NCM523(4C,3900cycle), NCM622

(4C,2400cycle)를 사용하여 PEIS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완전

충전된 상태(SOC100%)에서 완전 방전 상태(SOC0%)까지 5%씩

방전해 가며 EIS를 측정하였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정현파 전압의

최대값은 10mV이며, 주파수 범위는 10kHz에서 5mHz이다.

그림 5  SOC별 EIS 특성 그래프

Figure 5 Graph of EIS characteristics by SOC

표 2  SOC별 EIS 측정 결과

Table 2  EIS measurement results by SOC

NCM523 ∆Resistance(mΩ) NCM622 ∆Resistance(mΩ)

SOC Fresh Aging-1 Aging-2 Fresh Aging-1 Aging-2

100 0.8721 2.4779 3.0217 0.6730 12.8333 10.5751

95 0.8914 2.4628 3.0434 0.6850 11.4297 9.4388

90 0.9035 2.4450 3.0484 0.6907 10.5039 8.8285

85 0.9061 2.4307 3.0329 0.6990 10.0424 8.4831

80 0.9184 2.4184 3.0269 0.7057 9.6016 8.2442

75 0.9351 2.4108 3.0370 0.7113 9.4693 8.0997

70 0.9466 2.4330 3.0249 0.7271 9.4023 8.0256

65 0.9745 2.4423 3.0365 0.7446 9.4863 7.9692

60 1.0026 2.4460 3.0534 0.7607 9.4900 7.9316

55 1.0365 2.4257 3.0521 0.7762 9.4714 7.9968

50 1.0610 2.4371 3.0322 0.7888 9.4824 7.9992

45 1.0905 2.4649 3.0554 0.8075 9.7114 8.0181

40 1.1324 2.4701 3.0569 0.8222 9.8591 8.1173

35 1.1790 2.4790 3.0709 0.8469 10.0466 8.2376

30 1.2253 2.4776 3.0489 0.8699 10.3609 8.4260

25 1.3117 2.5208 3.0974 0.9086 10.8000 8.7405

20 1.4040 2.5332 3.1117 0.9606 11.4382 9.1272

15 1.5219 2.6069 3.1604 1.0236 12.5203 9.6559

10 1.6959 2.6643 3.2007 1.1355 13.5777 10.4534

5 1.9523 2.7377 3.2563 1.3113 14.8005 11.4651

0 2.3053 2.7912 3.3055 1.6186 15.0310 12.9891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에 직렬저항 Rs는 SOC가 변화함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열화 전·후

전지의 임피던스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NCM523(2.32→3.53mΩ), NCM

622(2.14→2.43mΩ) 모두 열화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에 Rs값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지가 열화 됨에 따라 전극 표면에

생성된 SEI층 두께의 증가하고, 양이온 혼합(Cation Mixing)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 증가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표2는 SOC에 따른 반응저항 임피던스 Rc의 크기를 나타낸

표이다. 열화 전·후 전지를 비교하였을 때에 Rc는 SOC가 변화

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열화되지 않은 전지의 경

우 완전 충전되어 있는 상태(SOC100%)에서 가장 작은 Rc를 나

타내었고 SOC가 감소함에 따라 Rc가 커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활물질이 있는 층상구조의 양극의 경우 충전

또는 방전됨에 따라 임피던스의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흑연으

로 구성된 음극의 경우 충전이 될수록 환원반응이 커지며 충전이

될 수록 Li이온과 흑연의 결합으로 인해 전도도가 높아져 임피던

스가 작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열화된 전지는

SOC100%인 상태에서 큰 Rc를 보이고 SOC 중간 영역에서 감

소하다가 SOC0%으로 방전해 갈수록 다시 Rc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열화됨에 따라 성장하는 SEI층으로 인한 영향

일 수 있으며, 추후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증명해 나갈 예정이다..

3. 결 론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에서 리튬이차전지는

빠른 응답특성, 에너지밀도, 높은 효율 등으로 인해 높은 관심을

이끌고 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논문에서는양극전이

금속조성비를 달리한 NCM계 LIB NCM523, NCM622의 성능특성과

열화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기본 C rate별 방전 시험을 통하여

Ni의 함량이 높은 NCM622전지가 NCM523보다 높은 용량 및

효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속 열화시험을 통하여 Mn

함량이 높은 NCM523전지가 NCM622전지보다 매우 우수한 수

명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IS실험을 통하여 열화 전·후

SOC별 임피던스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열화 전에는 SOC100%에서

SOC0%으로 갈수록 큰 임피던스를 나타내었다. 열화 되었을 때에

기존과 다른 임피던스 특성을 보이는 부분은 추후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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