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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econdary battery using sodium is investigating as one of power storage system and power in
electric vehicles. The secondary battery using sodium as a sodium battery and sodium ion battery had merits such
as a abundant resources, high energy density and safety. Sodium battery (sodium molten salt battery) is operated 
at lower temperature (100℃) compared to NAS and ZEBRA battery (300~350℃). Sodium ion battery is 
investigating as one of the post lithium ion battery.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for the principle and recent research
trends in sodium molten salt and sodium 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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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수요 증가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

난화 가스의 발생 억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전 세

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스템의 보급 및 인프

라 구축,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1).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은 자연에너

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

렵고, 전력 공급의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하고, 원활한 전력의 공

급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에너지 저

장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EVs), 하

이브리드 전기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s, HEVs),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 등이 연구개발 됨에 따라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

에너지 저장 기술은 잉여전력의 저장, 부하평준화, 

주파수 조절,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출력 및 에너지 

율(energy yield)의 증가를 위해 적용되며, 용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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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the NAS (Na-S) battery4)

Fig. 2 Unit Cell and module of the NAS (Na-S) battery

Fig. 3 Concept of the ZEBRA battery6)

라 분산 형(수 kW~MW), 중간 형(MW급), 대용량 중

앙 집중 형(GW급)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방법은 슈퍼 커패시터, 초전도 저장

(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SMES) 등

과 같은 전기적인 방법, 압축공기 저장(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CAES), 플라이 휠(flywheel) 등과 같

은 기계적인 방법, 납축전지, 레독스-흐름 전지, 리튬 

이온전지, Na-based전지와 같은 2차전지에 의한 전

기화학적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3). 

Na-based전지 중에서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나 실용화되고 있는 전지는 NAS(sodium-sulfur)

전지와 ZEBRA(sodium metal chloride battery)전지가 

있다.

NAS전지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음극으로 

나트륨, 양극으로 황을 사용하고, 전해질로 나트륨 

이온 전도성을 갖는 베타 알루미나(β″-alumina)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NAS전지는 활물질인 나트륨과 황, 그리고 생성물

인 황산나트륨을 용융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약300~ 

350℃의 온도에서 작동된다. 따라서 동작온도를 유

지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단전지를 집적화시켜 단

열용기에 수납한 모듈을 사용함으로서 전지의 충․방

전에 따른 발열을 이용한다
5). 운전 중에는 가열할 필

요가 없지만 기동 시에는 전기히터 등으로 가열할 필

요가 있다. NAS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약 110Wh/kg 

(150~250Wh/L)이다.

ZEBRA전지는 Na-NiCl2전지라고도 불리며, Fig. 3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염화알루미늄나트륨(NaAlCl4)

를 전해액으로 사용한다. 

음극으로 나트륨, 양극으로는 염화니켈을 사용하

고, 나트륨 이온 전도성을 갖는 베타 알루미나(β″- 
alumina)를 전해액으로부터 나트륨을 분리하는데 사

용한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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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nit Cell and module of the ZEBRA battery
Fig. 5 Concept of the Na molten salt battery9)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alkali metal amide salts9)

Anion Melting 
point

Alkali metal cation

Li+ Na+ K+ Rb+ Cs+

TFSA K 506 530 472 450 395

FSA K 403 379 375 368 365

ZEBRA전지도 NAS전지와 같이 300~350℃의 온

도에서 작동되고, Fig. 4와 같이 단전지를 집적화시

켜 단열용기에 수납한 모듈을 사용함으로서 전지의 

충․방전을 진행한다. ZEBRA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약 100Wh/kg(150~180Wh/L)이다.

본 논문에서는 나트륨을 활용하는 전지로서 앞에서 

살펴본 NAS전지와 ZEBRA전지 이외에,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트륨 용융염 전지(sodium 

molten salt battery)와 나트륨 이온 전지(sodium ion 

battery)에 대해 전지의 개념과 연구동향에 대해 정리

하고자 한다.

2. 나트륨 용융염 전지

2.1 나트륨 용융염 전지의 특징

나트륨 용융염 전지는 100℃이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온성 액체(ionic liquid)를 전해액으로 사용함

으로서 기존의 NAS전지와 ZEBRA전지가 300℃이

상의 고온에서 작동함으로서 발생하는 재료열화와 

Na의 폭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9). 또한 에너지 밀도가 270~290Wh/L(167~ 

224Wh/kg)으로 높은 값을 갖는다. 

나트륨 용융염 전지는 무기계 이온성 액체인 용융

염을 사용함으로서 완전 불연성이고, 전지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다.

나트륨 용융염 전지는 Fig.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트륨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 사이에 전해액을 함침한 격막으로 구성되며,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나트륨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여 

나트륨 합금을 형성하고, 방전 시에는 음극에서 양극

으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역 반응이 진행된다. 

나트륨 용융염 전지의 평균전압은 약 3.0V를 나타

낸다. 

2.2 무기계 이온성 액체(용융염)

무기계 이온성 액체로는 알칼리 금속 아미드 염이 

사용되고 있다.

알칼리 금속 아미드 염으로 bis(fluorosulfonyl) amide 

((FSO2)2N, FSA)염과 bis(trifluoromethylsulfonyl) amide 

((CF3SO2)2N, TFSA)염이 사용된다
10-13). 

Table 1은 FSA염과 TFSA염의 열적성질을 나타

낸다. 

FSA염이 TFSA염보다 융점이 낮아 낮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트륨을 활용한 이차전지 연구동향

제26권 제1호 2015년 2월

57

Fig. 6 Phase diagram of NaFSA-KFSA9)

Fig. 7 Coin cell for the charge-discharge test9)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of coin cell8)

Temperature 80℃

SOC (state of charge) 100%

Charge-discharge rate 0.2C

Fig. 8 Charge-discharge curves in the cycle test9)

Fig. 9 C-rate properties in discharge9)

또한 2종류 이상의 염을 혼합함으로서 융점을 낮

출 수 있다.

Table 1에 나타낸 알칼리 금속 아미드 염 중에서 

100℃ 전후에서 동작이 가능한 것은 FSA 염이다. 

이 FSA염 중에서 두 종류의 염을 혼합한 FSA 혼합 

염은 2성분 공정(eutectic)이 된다. 대표적인 FSA 혼합 

염은 NaFSA-KFSA로 공정온도(eutectic temperature)

는 약 61℃이다.

Fig. 6은 NaFSA-KFSA 혼합염의 상태도를 나타

낸다.

공정조성이 NaFSA : KFSA = 56 : 44(몰비)에서 

혼합염의 분해온도는 463K(190℃)이며, 약 334K~ 

463K의 온도범위에서 열적으로 안정한 전해질로 사

용 가능하다.

2.3 코인 셀 측정 

Fig. 7은 스미토모 전공에서 측정한 코인 셀의 구

성을 나타내며, Table 2는 충․방전 운전조건을 나타

낸다.

충전시의 상한전압은 3.5V, 방전시의 하한전압은 

2.5V로 하여 충․방전을 진행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냈

다. 충전용량은 약 74.7Ah/kg, 방전용량은 74.0Ah/Kg

을 나타냈으며, 전류효율은 약 99.1%를 나타냈다.

Fig. 9는 Table 3의 운전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9의 결과는 10초 정도의 단시간에 어느 정도

의 전류밀도로 방전이 가능한지 실험한 결과로,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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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 of coin cell9)

Temperature 90℃

Cut-off voltage 2.5V

Charge-discharge rate 0.2~30C

Separator 50-μm micro-porous membrane

Fig. 10 36kWh scale Na molten salt battery9)

Table 4 Comparison of lithium and sodium14)

Lithium Sodium

Ratio of reserves 1 1,000

Cost (for carbonate) 5,000$/ton 150$/ton

Atomic weight 6.9g/mol 23g/mol

Ionic volume 1.84Å3 4.44Å3

Theoretical capacity 3,829mAh/g 1,165mAh/g

Normal electrode potential vs SHE -3.045V -2.714V

간이라면 15C(50mA/cm2)에서 방전이 가능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2.4 kWh급 스택

스미토모 전공에서는 2010년 Fig. 10에 나타낸 것

과 같이 36kWh급 스택을 구성하여 시험 운전하였다. 

36kWh급 스택은 250Wh-3V급 단전지(150×180×40 

mm) 4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1kWh-12V급 전지를 제

작한 다음, 이 1kWh급 전지 36개를 조합하여 제작하

였다. 1개의 단전지는 각 20장의 양극, 음극재를 격

막을 사이에 두고 적층하여 알루미늄 케이스에 수납

한 뒤 용융염을 주입한 후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이

렇게 제작한 단전지의 에너지밀도는 270Wh/L(167 

Wh/kg)을 나타냈다. 

또한 36kWh급 스택의 500사이클 운전에도 성공

하였다.

250Wh급 전지를 이용하여 안정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리튬 전지에서 발생하던 전지 전압의 저하와 

온도상승에 의한 발화 등의 문제점은 관측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9).

3. 나트륨 이온 전지

3.1 나트륨 이온 전지의 특징

리튬 이온 전지(Li-ion battery)는 연구개발과 상용

화에 있어서 2차 전지 기술 중에 주류를 점하고 있지

만, 리튬 자원의 한정 및 지역 편재에 의해 축전지 시

장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급격한 가격상승이 예상

되고 있다
1). 또한 리튬 이온 전지는 전해질로 가연성

의 유기 전해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액 누출 등의 위험이 있고, 에너지 밀도의 한계에 의

해 방전속도 상승에 따른 온도상승과 함께 발화의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

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정성, 고용량, 장 수명, 저

가격의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2차 전지 기술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트륨 이온 전지(Na-ion battery)는 리튬 이온전

지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 중의 하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post Li-ion battery”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ble 4는 나트륨과 리튬의 비교를 나타낸다.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나트륨은 리튬에 비

해 가격이 약 33배 낮고, 표준전극전위가 약 0.3V, 

이온 체적이 약 2.4배, 원자량이 약 3.3배 높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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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cept of the Na-ion battery15)

Fig. 12 Comparison of reversible capacity of the sodium 
insertion materials22)

론용량은 약 3.2배 낮다. 

나트륨은 리튬에 비해 자원이 풍부하지만, 나트륨 

이온 사이즈와 중량이 리튬보다 크기 때문에 이온의 

전극 간 이동이 어려워, 전기저장 장치로서의 약점

이 있다. 하지만, 나트륨 이온의 3d 전이금속 이온보

다도 사이즈가 크다는 특징은 층상산화물이나 옥소

산염(oxo acid salt)계 재료에서는 리튬과 비교하여 

결정구조의 다양성이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다
15). 따

라서 나트륨 이온전지의 개발은 원자레벨에서 나트

륨과 잘 반응하는 축전지의 화학반응의 선택이 중요

하다
16).

Fig. 11은 나트륨 이온 전지의 동작원리를 나타

낸다.

나트륨 이온 전지는 양극재, 격막, 액체전해질, 음

극재로 구성되며,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나트륨 이온

이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 시에는 음극에서 양극으

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역 반응이 진행된다. 나

트륨 이온 전지의 평균전압은 약 3.0V를 나타낸다. 

3.2 나트륨 이온 전지의 양극재

Sauvage 등은 Na0.44MnO2를 고상법으로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나트륨의 흡 ․ 탈착에 의해 2~3.8V

에서 약 140mAh/g의 방전용량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7). Cao 등은 NaxMnO2(0.25<x<0.65)를 고분자 

열분해법으로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 Na0.25MnO2의 

경우 0.1C(C-rate)에서 1,000 사이클 동안 128mAh/g

의 방전용량을 유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8). 또한 

NaMO2(M=Co, Ni, Fe)타입의 층상산화물을 고상법으

로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평준전압 2.8~3.2V에서 방

전용량은 NaCoO2가 120mAh/g, NaFeO2가 80mAh/g, 

NaNiO2가 110mAh/g, NaNi0.5Fe0.5O2가 140mAh/g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9).

Liu 등은 나시콘(natrium super ion conductor, 

NASICON) 타입의 NaV1-xAlxPO4F를 고상법으로 제

작하여 실험한 결과, NaV0.98Al0.02PO4F의 경우, 3.0~ 

4.5V의 전압에서 방전용량은 80.4mAh/g을 보였고, 

30cycle 측정 후에 용량은 85%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0). Barker 등은 Na3V2(PO4)2F3를 제작하여 0.5C~ 

2C로 충․방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방전용량은 115~ 

120mAh/g을 보였고, 400사이클 후에 용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1).

Yabuuchi 등은 Na2/3Fe1/2Mn1/2O2를 제작하여 실험

한 결과, 180mAh/g을 넘는 방전용량을 보였고, 평균

전압이 3V이하이지만, 에너지밀도는 500mWh/g 이

상으로 리튬계 양극재와 비교하여 동등한 값에 도달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5).

Fig. 12는 지금까지 연구된 나트륨 이온전지용 양

극재의 전압 따른 방전용량을 나타낸다.

Fig. 12에 나타낸 O3-, P2-는 Fig. 13과 같은 층상

산화물의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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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chematic illustrations of O3- and P2-type layered 
materials15)

Fig. 14 Na ion battery prepared by Sumitomo Chemical 
Ltd.14)

나트륨 이온이 팔면체사이트(octahedral site)를 점

유하고 3종류의 MeO2층이 존재하는 것을 O3-형 층상

구조라 하고, 나트륨 이온이 삼각주사이트(prismatic 

site)를 점유하고 2종류의 MeO2층이 존재하는 것을 

P2형 층상구조라 한다.

Xia 등은 NaCrO2를 제작하고, 전해액을 이용하여 

안정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350℃로 용매가 없어질 

상태까지 가열하여도 발열거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3).

3.3 나트륨 이온 전지의 음극재

Komaba 등은 Na15Sn4를 제작하여 충전용량을 측

정한 결과 0~0.8V의 전압에서 500mAh/g에 도달하

였으며 20사이클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24). Kuze 등은 칼릭사렌(calixarene)으로부터 만들

어진 하드카본(hard carbon)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0~2V의 전압에서 약 320mAh/g의 충․방전 용량이 얻

어졌고 유효한 사이클 특성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

다
14). Darwiche 등은 Na3Sb를 제작하여 충전용량을 

측정한 결과, 0.5C에서 537mAh/g, 2C에서 506mAh/g, 

4C에서 491mAh/g을 나타냈으며, 80사이클 동안 큰 

용량저하 없이 98%이상의 전류효율을 보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
25). Xiao 등은 SnSb/C를 제작하여 충전

용량을 측정한 결과 약 550mAh/g을 나타냈고, 50사

이클 운전 후에 약490mAh/g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26).

Park 등은 나시콘 타입의 NaTi2(PO4)3를 제작하여 

전해액과 비 전해액 상태에서 충전용량을 측정한 결

과, 각각의 상태에서 120mAh/g과 123mAh/g을 나타

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27). 이 외에도 Na2Ti3O7

28), 

NaVO2
29), Na0.6VO2

30), NaSi와 NaGe와 같은 나트륨 

합금(Na alloy)31)
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3.4 나트륨 이온 전지의 구현

나트륨 이온 전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

펴본 양극재와 음극재 외에도 액체전해질과 격막이 

필요하다.

액체전해질은 일반적으로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propylene carbonate, PC), 에틸렌 카보네이트(ethylene 

carbonate, EC), 디메틸 카보네이트(dimethyl carbonate, 

DMC)를 단독 또는 조합하여 여기에 NaCl04 또는 

NaPF6를 용해한 것이 사용되며, 격막으로는 50μm이

하의 다공성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등이 사

용된다. 

스미토모 화학은 양극재로 NaFe0.4Mn0.3Ni0.3O2, 음

극재로 하드카본, 액체 전해질로 1M NaPF6 in PC, 

격막으로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여 Fig. 14와 같은 

20층의 나트륨 이온전지를 제작하여 25℃, 2.0~4.0V

의 전압범위에서 충․방전 성능을 평가하였다
14).



나트륨을 활용한 이차전지 연구동향

제26권 제1호 2015년 2월

61

Fig. 15 Charge-discharge curves of Na-ion battery14)

그 결과, Fig. 15에 나타낸 것과 같은 충․방전 곡선

을 나타냈으며, 방전용량은 약 120mAh/g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트륨 용융염 전지와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연

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트륨 용융염 전지의 경우, 기존의 NAS전지, 

ZEBRA전지와 비교하여 안정성과 에너지밀도가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스미토모 전공에서는 

나트륨 용융염 전지의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다.

나트륨 이온전지의 경우, 자원이 풍부하여 리튬 

이온전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정과 지역편재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다는 이점은 있지만, 아

직 실용화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post 

Li-ion battery”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관련 

학회 등에서 나트륨 이온전지에 대한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수년~십년 안에 상용화 단계

에 근접하리라 여겨지며, 리튬 이온전지의 일부분을 

대체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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