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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화석에너지 위기와 지구환경문제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

기에서 발전되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Na/NiCl2 전

지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저가 등 우수한 장점들로 인하여 전력 저장용뿐만 아

니라 전기자동차에도 응용 가능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재료 및 부품, 셀 설

계 및 제조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NiCl2 전지의

구조, 전기화학, 핵심 재료, 셀 설계 및 제작, 응용분야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개발 동향에 대하

여 서술하고자 한다.

Abstract : Environmental concerns over the use of fossil fuels and their resource constraints

have spurred increasing interest of renewable energy, and the needs for energy storage from

the renewable resources is getting rapidly increase. Na/NiCl2 cell could be use electric vehicles

as well as energy storage, because it has a high energy-efficiency, environmental-friendly, low

cost. However, there remain several issues on improvement of materials, component, cell

design, and process, to use in broad applications and to penetrate to market. This paper offers

a comprehensive review on R&D status of the structure, chemistry, key materials, and cell

design & manufacture for Na/NiCl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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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구 환경문제 대두와 자원

고갈, 원자력발전 사고 등으로 풍력, 태양광 등과 같

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풍력과 태양광은 에너지가 계속 변화하고 제어

가 곤란하여, 전력 품질을 향상하고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러한 ESS 기술은 계통전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데도 필요하다.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ESS용

이차전지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156억불(19조원)

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ESS 기술 중에서 납축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레독스커플전지, Na/S 전

지 등 전기화학적 이차전지가 고효율이면서 가역적으

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중

에서 Na/S 전지는 높은 충방전효율, 높은 에너지밀도

와 장시간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신재생에

너지 저장과 유틸리티 응용분야에서는 물론 전기자동

차분야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Na은 자원이 풍*E-mail: hskim@k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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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 저가이며, 낮은 산화환원전위 등으로 인하여

음극소재로 적합하다. 그러나 Na은 산소와 수분에 매

우 민감하여, 밀폐된 전지에서 Na 이온전도체인 β''-

Al2O3로 양극과 분리된다. 이러한 전지를 Na-beta

battery (NBB) 또는 sodium-beta battery (SBB)라고

통칭한다. 

1966년 미국 Ford 자동차는 음극에는 Na(융점

98oC), 양극에는 용융 S/Na2Sx (S의 융점은 115oC)을

사용하고, 전기전도성 향상을 위하여 다공성 흑연 felt

를 첨가한 Na/S 전지를 개발하였다.1) 그러나, Na/S

전지는 β ''-Al2O3 고체전해질(BASE; beta-alumina

solid electrolyte)의 파괴 시에 고온에서 양극의 S와

음극의 Na이 집적 반응을 일으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셀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부식성이 강하여

사용하는 재료 선정이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Na/

NiCl2 전지에는 양극에서 S 대신에 NaCl을 사용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Na/S 전지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전기화학디바이스로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5)

본 논문에서는 Na/NiCl2 전지의 전기화학, 재료,

제조 방법 및 특성 등 전반적인 개괄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지의 성능향상 및 코스트 삭감을 위한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셀의 구조 및 전기화학 

Na/NiCl2 전지는 Na/S 전지와 유사한 전기화학을

채용한다. Fig. 1에는 Na/NiCl2 전지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 Na 음극과 금속할로겐화합물 양

극을 BASE로 격리한다. 고체 상태의 할로겐화합물 전

극에 용융 제2 전해질인 NaAlCl4(융점 170oC)이 Na

이온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

된다. 이 전지의 방전 반응 시 전극 및 셀 반응은 아

래와 같다:

음극반응: 2Na→ 2Na+ + 2e− (1)

양극반응: NiCl2 + 2Na+ + 2e−→ Ni + 2NaCl (2)

전체반응: NiCl2 + 2Na→ Ni + 2NaCl,
E = 2.58 V(@300oC) (3)

Na/NiCl2 전지의 표준 전위는 300oC에서 2.58 V

로써, Na/S 전지에 비해서 약간 높다. 양극 챔버에 금

속 Ni과 NaCl 혼합물을 주입하면, NiCl2와 Na이 초

기 충전 중에 생성 된다.6,7) 방전 중에 금속 Na이

BASE 계면에서 산화되어 Na 이온이 되며, 이는 Na/S

전지와 같다. NiCl2 및 금속 Na은 취급이 매우 곤란

하여 셀은 일반적으로 방전상태에서 조립된다.

Fig. 2에는 셀의 충방전 과정에서 전극의 미세구조

를 나타낸 것이다. BASE의 Na 이온전도도는 260oC

Fig. 1. Single-cell and tubular design of a sodium/nickel

chloride battery and electrode reactions.

Fig. 2. Schematic of electrode during charge and discharge in Na-metal halid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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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 0.2 Scm-1이며, 온도 의존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Na/NiCl2 전지는 270-350oC에서 작동된다.

BASE 및 금속 할로겐화합물은 고체이기 때문에

BASE와 반응영역 사이에서 Na 이온이 이동하는 매

체로 용융상태의 제2 전해액이 필요하다. 이 용융염

전해질은 양극반응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

성과 전도도는 충전 및 방전 중에 변하지 않는다. 양

극의 금속 할로겐화합물은 sodium polysulfide에 비해

부식성이 덜하기 때문에 Na/S 전지보다는 집전체와

셀 외장재의 재료 선택이 더 쉽다. 또한 이 전지는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반응이 없어 충

방전효율이 100%이다.

Na/S 전지에 비해 또 다른 장점은 셀 파괴 시의

안전성이다. 만일 BASE가 파괴되면, 액체 NaAlCl4이

Na과 반응하여 금속 Al과 NaCl을 형성한다. 작은 크

랙의 경우는 생성물질로 BASE가 재밀봉 된다. 큰 크

랙의 경우에는 생성된 Al이 음극과 양극 사이의 도전

pathway를 형성하여 셀 저항이 낮아진다. 따라서 전체

배터리는 파괴된 셀의 용량 손실 없이 전압만 낮아지

고 작동할 수 있다.

Na/NiCl2 전지의 또 다른 장점은 과충전과 과방전

에 대한 안전성이다. 예를 들어 정상보다 더 높은 전

압에서 과충전되면 양극의 Ni과 용융 NaAlCl4가 반

응한다(반응식 (4), Fig. 3). 이는 충전완료를 파악하는

유용한 지시계로 활용가능하며, BASE의 파괴를 피할

수 있다.

2NaAlCl4 + Ni→ 2Na + 2AlCl3 + NiCl2, 
E = 3.05 V (4)

과충전 상황에서 Cl 가스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양극 내에 Ni 양이 필요한 화학양론보다 약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과잉의 Ni은 양극 내에서 전도

backbone 역할을 하며, 안정한 사이클 특성을 위해서

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잉 Ni에도 불구하고, kWh 당

Ni의 질량은 Ni/MH셀의 1/3, Ni/Cd 전지의 1/2에 불

과하다. 과방전의 경우는 셀 파괴시의 안전성에서 서

술한 바와 같다. 

Na/NiCl2 전지는 남아프리카에서 개발되어 1978년에

세계 최초로 특허등록 되었고, ZEBRA(Zeolite Battery

Research Africa)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1986년에는

제 2 전해질로 NaAlCl4을 채용하고 전이금속 할로겐

화합물을 양극에 채용한 새로운 Na/NiCl2 전지가 발

표되었다.8) 그 후 영국의 BETA Research and

Develoment사가 개발을 진행하다가,4,9) 1994년에는

AEG (후에 Daimler가 인수)와 Anglo American Co.

가 JV 설립한 AEG Anglo Batteries가 ZEBRA 전

지 생산을 위한 pp라인을 구축하였다. 1999년에는

MES-DEA사가 ZEBRA 전지 기술을 취득하였고, 현

재는 FIAMM Energy가 MES-DEA와 합작으로 FZ

Sonick이라는 신회사를 만들어 Na/NiCl2 전지의 양산

화를 꾀하고 있다. 

3. 셀의 핵심 구성 요소

3.1. β''-Al2O3 고체 전해질

베타 알루미나의 결정구조는 조밀 충전된 slab와 느

슨하게 충진된 층(loosely-packed layer)이 교대로 이

루어진 것이 특징이다(Fig. 4). 전자는 spinel block이

라 하고, 후자를 전도대(conduction plane)라고 한다.

전도대에는 이동 가능한 Na 이온을 함유하며, 이 층

에서 Na 이온은 전기장 하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베타 알루미나에는 β-Al2O3 (hexagonal; P63/mmc

a o = 0.559 nm,  c o = 2.261 nm )와 β ' ' -Al 2 O 3

(rhombohedral; R3m ao = 0.560 nm, co = 3.395

nm)10,11)의 서로 다른 결정구조가 있으며, 이 둘은 화

학 조성, 산소이온의 적층순서, Na 이온전도도 등이

다르다. 산소의 적층순서 차이에 따라서 β''-Al2O3 단

위 셀은 β-Al2O3보다 50% 더 크며, 더 높은 Na 이

온전도도(일반적으로 0.2-0.4 Scm−1 at 300oC)12,13)를

나타내어, Na계 전지의 전해질로써 더 바람직하다. 화

학양론 β-Al2O3는 (Na2O)1+x11Al2O3 (x = 0)의 조성으

로 침입형 자리에 Na 원자가 과잉으로 수용되면 전도

도가 현저하게 개선되며, Mg2+ 도핑으로 x의 최대값

은 0.57에서 0.67로 증가한다.3)

베타 알루미나는 준안정한 열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상대적인 열역학적인 불안정성을 해

소하고, 전해질 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안정화제로 Al의 이온 반경

(0.97 Å)과 도펀트의 이온 반경 및 이온상태의 안정성

을 고려하여, Li2O와 MgO가 가장 널리 상 안정화제
Fig. 3. Cell reactions in sodium battery using nickel

chloride cathode at 3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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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인다. 현재까지 보고된 조성으로는 Li2O의 경우

에는 8.9 wt% Na2O, 0.7 wt% Li2O, 91.4 wt%

Al2O3가, MgO계열의 경우에는 8 wt% Na2O, 2 wt%

MgO, 90 wt% Al2O3 등이 제시되어 있다.14) 전자는

1977년 미국 포드사가 제안한 Zeta Process에서, 후자

는 NGK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타 프로세스는

불안정한 베타 알루미나의 재현성을 높인 방법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으나, 유기 용매를 사용하고 공정이 복

잡한 점이 단점이다. 이에 수용액으로 공정이 가능한

MgO 계열을 안정화제로 사용한 방법이 NGK사에서

보고되었다.15)

β''-Al2O3 분말은 통상 solid state reaction,16,17)

sol-gel process,18-20) co-precipitation technique,21)

spray-freeze/freeze-drying method22) 등으로 합성

한다. 고상법에서는 α-Al2O3을 출발원료로 하고, 첨가

제로 Na2O, 소량의 MgO, Li2O를 추가한다. 고상벙은

볼-밀링과 하소, 그리고 1600oC 이상에서 고온 소결

로 얻어진다. 이 합성법의 단점은 1) 고온에서 소결할

때 Na 손실과 입자의 과대 성장 (입자의 과대 성장은

기계 특성을 현저하게 저하), 2) 결정입계 부근의 잔

류 NaAlO2 형성(NaAlO2는 수분에 민감), 3) β- 및

β''-Al2O3 상의 혼합구조 형성(상대적으로 낮은 전도도)

등이다. 

고상법에 비하여 습식법은 균일한 분말 합성이 가

능하여 고순도 분말 제조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온 소

성이 가능한 고표면적 분말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습식법을 통한 β''-Al2O3의 합성도 역시 상대

적으로 높은 전기전도도 및 Na 이온전도도를 갖는

β''-Al2O3의 양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post-sinter
annealing, two-peak firing schedule, Zeta process,

pre-reacted β''-Al2O3와의 반응혼합물 장입21) 등과 같은

기술들이 채용된다.

고순도 전구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boehmite,

bayerite와 같은 hydroxyl alumina group으로 된 저

렴하고 자원이 풍부한 원재료들이 순 β''-Al2O3를 합

성하는 데 사용 된다.5,23) 예를 들면 고상법으로 상용

boehmite 전구체를 사용하여 합성하면, 1200oC 정도

의 낮은 온도에서 β''-Al2O3를 합성할 수 있고, 합성

중에 Na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vapor phase method를 이용하여 β''-

Al2O3를 합성한다.24) 출발물질로 α-Al2O3 또는 α-

Al2O3/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를 사용하며, 먼

저 분말은 고밀도(> 99%)를 얻기 위하여 대기 중

1600℃에서 가열한다. 이 방법은 α-Al2O3에서 β"-

Al2O3로 충분히 변환하고, 고상법보다 저온이기 때문

에 밀폐화가 필요 없고, 변환된 β"-Al2O3의 입자 크

기는 변환 이전과 동일하며, 변환된 β"-Al2O3는 수분

침투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베타알루미나 전해질의 제조는 여러 방법이 이용

되며, 합성된 분말은 볼-밀 분쇄하여 일정 크기로

하고, 디스크 또는 튜브 등 원하는 형상으로 소결한다. 

소결방법에는 isostatic pressing, 전기영동 석출,25,26)

slip casting 등이 이용된다. Isostatic pressing은 상대

적으로 간단하고 최적화되어 있고 비용효율이 높은 방

법으로써, 분말은 폴리우레탄 몰드에 넣고 수압을 가

하여 성형한다. 몰드에 정수압으로 압력을 가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밀도와 우수한 치수 안정성을 갖는다.

전기영동 석출은 β"-Al2O3 분말 현탁액에 전기장을

가하여 멘드렐에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green tube를

맨드렐에서 탈착하고 균질성과 강도 향상을 위하여 재

차 압력을 가한다.

베타알루미나 전해질에서 기계강도와 전기전도도 역

시 중요하다. β"-Al2O3의 기계적 특성은 공극율, 입

자크기 등 미세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평균 입경

Fig. 4. Projection of (a) β-Al2O3 and (b) β ''-Al2O3 unit cells on (1120) showing stacking sequen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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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것은 파괴강도 값이 낮으나, 치밀한 β"-Al2O3는

파괴강도가 훨씬 더 높다. 비정상적으로 큰 입자 이외

에도, 공공, 크랙, 불순물과 같은 결함들도 역시 β"-

Al2O3의 기계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

한 결함들은 크랙 생성과 전파 site로 작용하여 파괴

강도 이하에서도 세라믹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파괴인성은 β/β"-Al2O3에 ZrO2를 주입하여 개선할

수 있다.27-29) 파괴인성 (KIC)이 증가하면 임계전류밀

도 (icr)
30)가 현저하게 향상되고, 전지 성능이 개선

된다. 예를 들어, 전지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충

전전류밀도 (충전 중, 전류밀도가 icr를 초과할 때 세

라믹 전해질의 열화가 일어남)의 증가로 인하여 충전

시간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ZrO2을 주입한 β"-Al2O3의 밀도는 순 β"-Al2O3의

밀도보다 높지 않지만, 기계강도는 훨씬 더 높다.

ZrO2 첨가한 β"-Al2O3의 전형적인 파괴강도 값은

300 MNm−2 이상이며, 이는 순 β"-Al2O3 (200 MNm−2)

의 값보다 50% 높다. 그러나, ZrO2는 전지 작동온도

(< 450 oC)에서 Na 이온 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β"-

Al2O3의 전기 성능을 열화시킬 수 있다.29) 

β- 및 β"-Al2O3는 전도대에서 Na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낸다.

Table 1은 단결정, 다결정 β- 및 β"-Al2O3의 대표적인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결정 β"-Al2O3의 전도

도는 300oC에서 1 Scm-1로31,32) 보고되었으며, 이는 다

결정 β"-Al2O3의 5배 정도 높은 값이다. 다결정 β/β"-

Al2O3의 전도도에는 화학양론 조성, β 및 β" 상의 상

대 비율, 미세조직(grain size, porosity, 불순물 등) 등

이 영향을 미친다.

Fig. 5는 저항과 β'' 상의 조성의 관계를 나타내며,

거의 직선 관계임을 보여 준다.13) 따라서 순 β'' 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기계적 강도가 낮고,

수분민감성이 높아 전해질로 단독 사용이 어렵다. 실

제로는 β + β''-Al2O3 또는 ZrO2-주입 β''-Al2O3이 기

계적 강도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수한 전도도를 나

타낸다. 

기계적 강도와 마찬가지로, 다결정 β''-Al2O3의 전도

도도 미세조직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평균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파괴강도는 높지만, 전도도는 감

소한다.33-35) 불순물의 존재도 역시 β/β''-Al2O3의 전도

도에 영향을 미친다. Ca 및 Si은 세라믹 전해질에서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β-Al2O3에 Ca이 존재하면 입

계에 calcium aluminate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이온

이동이 방해받고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또한 전

해질 내의 Ca 불순물은 액체 Na 음극과 전해질과의

불완전한 젖음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기술적 이슈를 극복한 재료

및 공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2. 음극

Na 음극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전지는

Na과 BASE와의 양호한 접촉이 유지되는 구조가 되

어 있어야 하며, 전지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Na/

BASE 계면 분극이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음

극/BASE 사이의 양호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은 1) 상부 저장고에서 중력으로 Na을 보충하거나, 2)

Na을 BASE 표면으로 wicking하거나, 3) 그리고 가스

압으로 저장고에서 Na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이용된다
(Fig. 6).

상부 저장고에서 Na을 보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

한 방법이지만, 접촉에 의한 밀봉이 어렵고 용융 Na

과 밀봉부분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Table 1. Ionic conductivity of single crystal and poly-

crystalline β- and β ''-Al2O3
3)

Ionic conductivity(Scm
−1) 

Ea (eV)
25oC 300oC

Single crystal 

β-Al2O3 

0.035 0.21 0.13

0.024


0.16

0.025


0.15

0.03 0.27 0.14

Polycrystalline 

β-Al2O3
0.0012 0.065

0.27 (25-200oC)

0.15 (> 200oC)

Single crystal 

β''- Al2O3

0.1


0.20 (80-150oC)

0.12(150-500oC)

 1
0.33 (25-50oC)

0.10 (> 150)

Polycrystalline 

β'' Al2O3



0.22-0.35 0.15-0.26 



0.21
0.24 (285-330oC)

0.22 (330-375oC)

Fig. 5. Resistivity of β-Al2O3 as a function of β/β'' ra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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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이 완전히 방전된 후에도 여분의 Na이 전해질 튜브

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Na 이용율이 저하하고,

여분의 공간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설계는 shims,

gauze, metal foam (Fig. 6(b))과 같은 금속 wick로

대체하는 것이다. 모관력 하에서, 음극 chamber 내의

Na 양에 거의 무관하게 BASE 표면으로 빨려 올라간

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고, 여분의 Na이

없으므로 Na 이용율이 높고, 더 컴팩트한 셀 설계가

가능하다. 불활성 가스로 Na에 압력을 주어 BASE와

의 접촉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다(Fig. 6(c)). 이 디

자인은 에너지밀도를 약간만 감소시키고 셀 조립을 간

단하게 할 수 있어서 대형 셀에 적합하다.

Na 음극과 BASE 계면에서의 분극은 여러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비선형 I-V 곡선, 방전 초기 또는 개

로상태 유지 후 일시적 저항 증가, 그리고 사이클 중

의 셀 저항의 급격한 증가 등이다.36,37)

Demott37)는 Na이 BASE 표면에 젖음성이 불충분하

면 사이클 중에 셀 저항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Na 음극/BASE 계면에서의 불순물에 기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료에 Ca을 소량 첨가되면 BASE 제

조 후 저항이 현저하게 증가한다.38) Ca이 산화되어

BASE 표면에서 박막을 형성하고, 이 막이 Na 이온의

이동뿐만 아니라 Na의 용해를 방해하여, 결국 셀 저

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젖음성은 BASE와 Na 전극의 처리를 통하

여 개선할 수 있다. BASE 표면에 납을 얇게 코팅하

면 접촉각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Na의 초기 젖음성이 향

상한다.37) 세라믹 전해질을 lead acetate (Pb(CH3CO)2)

포화 수용액에 침지하여 코팅하면, lead acetate는 열

처리 과정에서 금속 납으로 분해된다. 납처리는 증가

된 표면적에 칼슘산화물이 분산되어, Na 이온 이동에

대한 간섭이 줄어든다. 또한 미세한 탄소 코팅으로 젖

음성이 향상된다. 탄소도 셀 조립 전에 수용성 현탁액

형태로 튜브에 코팅된다. 또 다른 방법은 Ti 또는 Al

을 액체 Na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는 oxygen getter로

작용하여 계면에서 Ca이 산화되는 것을 최소화한다.39)

위의 여러 방법의 조합은 계면효과를 완전하게 제

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계면에서의 Ca 산화물의 부

정적 효과는 전해질의 조성을 최적화하여 제거할 수

도 있다.40) 예를 들어 Li+ 및 Na+의 도핑 레벨을 일

정 이하로 억제하면 셀 저항 증가가 현저하게 억제

된다. 계면 불순물 이외에도, Breiter36)과 Viswanathan,

Virkar41) 등은 Na이 수분과 반응하여 Na 산화물 층을

형성하고, 이것이 BASE의 불완전한 젖음성에 연결된

다고 하였다. 

3.3. 양극

양극 활물질의 핵심 요구조건은 충방전 중에 전기

화학적 활성인 물질이 용융 NaAlCl4에 불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물질이 BASE 표면으로 물질 이동

과 전해질 내 Na과 이온교환이 방지된다. 지금까지

NiCl2
6,7) 및 FeCl2

42,43) 등 다양한 전이금속 염화물이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44-48)

염화니켈 양극의 경우 식 (1)~(3)에서와 같이, 반쪽-

및 셀 전체반응이 간단하다. 셀의 OCV는 250oC에서

2.59 V이며, FeCl2 양극에 비하여 0.24 V 더 높다. 그

러나 양극에서는 충방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

기한다. 우선 충전 중에 Ni 표면에 전도성이 낮은

NiCl2 층이 형성된다. 그 층은 1 µm 정도의 두께 이

상이 되면 전지의 충전이 억제되어 전극의 이용율과

용량이 제한된다.48)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용융

NaAlCl4 내에 NiCl2의 용해도 문제를 야기한다.

Fig. 6. Schematic of three anode designs in tubu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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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y 등은48) 용융염 내에서 고농도의 Ni 이온은

BASE 내 Na과 이온 교환될 수 있으며, 이는 전도도

저하와 전해질 조기 파괴의 원인이 된다. 또한 충방전

사이클 중에 양극 내 Ni 입자가 과다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온들의 접근성 감소되어 결국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용량이 감소한다.7)

용융 전해질의 개질과 화학 첨가제를 첨가한 다공

성 양극이 용량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

학적 첨가제는 금속할로겐화합물 양극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Prakash 등은48) 용융 전

해질 내에 NaBr, NaI, S 등을 소량 첨가하면 Ni 이

용율이 크게 증가하고 저항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NiBr2나 NiI2는 NiCl2보다 결정격자가 더 커서 충방전

중에 이온 이동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NaBr,

NaI, S 등의 첨가는 용융염 내에서 NiCl2의 용해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48) 용융염에 1.5 swt% S를 첨가

하면 사이클 중에 Ni 입자의 조대화가 현저하게 억제

된다. S를 도핑한 NiCl2 양극을 채용한 셀은 2,000

사이클 충방전 후 75% 이상의 용량유지율과 매우 낮

은 저항 증가를 보였다.7) 

셀 특성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은 NiCl2 전극에

Al, Fe, FeS를 첨가하는 것이다.9,49) Na/NiCl2 전지는

정상 작동 중이라도 금속 Na의 일부가 음극 챔버 내

에 잔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음극 전극에

의하여 결정되는 셀 저항에 영향을 주며, 방전 말기

셀의 갑작스런 분극으로 나타난다. 이를 피하기 위하

여 Al 분말을 양극에 주입하며, 이 경우 아래 반응이

일어난다. 

Al + 4NaCl→ 2Na + NaAlCl4, E = 1.58 V (5)

이것이 방전말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 7에 나

타내었으며, 그림에서 보이는 중간 plateau는 전극 내

S의 존재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Ni의 입자크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첨가한 FeS와 관련이 있다. S는

Ni 결정 표면을 오염시키고, 방전 중에 용액에서 석출

되어 나오는 Ni 층 성장을 억제한다.50)

또한 Al 분말을 양극에 참가하면, Al이 용해하여

NaAlCl4를 형성하고, 전극 내에 미세공을 남긴다. 이

러한 공공은 전극의 고율특성을 개선한다. 

조성 최적화 이외에도, 전극 형상도 전지 성능에 현

저한 영향을 미친다. Prakash 등은47) 비다공성 Ni 기

판, Ni felt, 다공성 소결 전극 등 3가지 형상의

NiCl2 전극에 대한 전기화학적 성능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그 결과, 전기화학적 특성과 형상 인자(BET 표

면적, 기공 크기 및 분포)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다공성 소결 전극의 경우 가장 우수한 성능이

얻어졌다. pore-former룰 첨가하면 셀 특성이 향상되

는 것도 역시 보고되었다. 

NiCl2 양극은 1) 소결 Ni grid에 NiCl2를 함침하거

나,45,46) 2) 방전상태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하여 Ni

felt 내로 NaCl 함침 또는 NaCl의 물리적 진동,47) 3)

고온(700oC),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NaCl 및 Ni

분말의 동시 소결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한편, Fe는 가격이 Ni에 비해 매우 저가이므로,

FeCl2가 ZEBRA 전지의 유망한 양극 재료로 검토된

바 있다.50-52) Na/FeCl2 양극은 Na/NiCl2 couple과 유

사한 작동 전압 영역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충전 시에

양극 내의 잔류 Fe가 더 높은 전위(2.75 V)에서

NaCl 성분과 반응한다. 또한 과충전 반응으로 용융염

내 NaCl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 용용염에 산성 AlCl3

이 과잉 존재하게 된다. Moseley 등에43) 따르면, 과충

전 시에 BASE 표면 층 사이로 Fe 이온이 침투되어

표면층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고,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FeCl3 또는 용융 NaAlCl4 내 과잉 AlCl3의 이온이

침투하여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두 경우

모두 고체 전해질의 열화를 유발한다. 즉, Na/FeCl2

셀은 과충전에 민감하여 Na/NiCl2 양극으로 대체되

었다.

4. Na/NiCl2 셀 제조 및 특성 

4.1. 셀 제조

튜브형 Na/Na/NiCl2 셀을 제조하는 순서를 간략하

게 서술한다.4) 음극부분은 β''-Al2O3 튜브 주위에 모

세관 갭을 형성하기 위하여 0.1 mm 두께의 합금강으

로 된 steel shim을 감싼다.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Na은 튜브 상단부까지 빨려 올라가서 음극부의 Na 양

과 무관하게 wetting할 수 있게 된다. Na/NiCl2 셀은

방전상태에서 조립하며, 세라믹 튜브는 탄소가 용해된

현탁액에서 침지후 탄소 코팅 후 오븐에서 건조한다.

양극을 구성하는 혼합 분말은 편석을 방지하고, 취
Fig. 7. Characteristics of second generation cell at end of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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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용이하도록 분말화한다. 이 혼합 분말은 셀을 진

동하면서 양극 챔버 내로 주입한다. 분말의 무게는

±0.5% 이내로 제어하여, 각 셀이 동일 용량을 갖게

한다. 건조공정으로 모든 수분을 제거한 후에, 액체 상

태의 NaAlCl4를 첨가한다. 

양극 내 Ni backbone은 전극 내에서 충분한 전도

도를 제공하지만 셀 단자까지의 길이방향으로 도전을

위하여 집전체가 필요하다. Cu는 비저항이 300oC에서

3.7 × 10−6 cm으로 낮지만, 전기화학적 활성이고 부식

이 용이하다. 그러나 Ni의 비저항은 26 × 10−6Ωcm으

로 높지만, Cu 표면에 코팅하면 집전체로 사용가능

하다.49) 이는 집전체 저항을 80%까지 저하시키고, 또

한 Ni 부품의 20%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충분한 전도도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 felt

sheet를 두 부품 사이에 두기도 한다. 이 재료는 95%

이상 다공성이어서 셀 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NaAlCl4가 다공성 전극 상부까지 충분하게 wetting이

되게 한다. 용융 NaAlCl4가 셀에 분산되기 전에, 양극

내 분말은 in-situ로 진공 건조된다. 셀 케이스는 음극

이 되고, 셀은 α-알루미나와 β-알루미나 튜브는 글래

스 접합되어 있고, α-알루미나와 레이져 용접된 Ni 링

은 thermo-compression-bonding (TCB)으로 완전 밀

폐한다. 마지막 단계는 양극 셀 top과 집전체의 레이

져 용접이다.

Na/NiCl2 셀은 직병렬로 연결하여 전압과 용량을 설

계한다. 모듈 제작시에는 셀 사이에 공기가 순환되도

록 냉각판을 설치하며, 열적인 밀폐와 기계적 보호를

위하여 전지팩은 진공 절연층으로 둘러쌓는다. 한번 밀

봉되면, 진공은 전지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된다. 

Fig. 8에는 Na/NiCl2 셀 조립을 위한 부품 및 시스

템을 나타낸 것이다. 열관리를 위하여 전기히터와 냉

각 팬은 battery management interface (BMI)에 의하

여 제어된다. (+) 극과 (−) 극은 주 회로차단기에 연결

되어 외부로부터 전지를 차단할 수 있다. 회로차단기

도 BMI로 제어할 수 있다. BMI가 한번 연결되면, 전

지는 완전 충전되고 방전되어 전지성능과 BMI 기능을

검사하고, 그 후 재충전하고 출하를 위해 냉각된다.

BMI는 전압, 전류, 충전상태, (+)와 (−)의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감시하며, CAN-bus 통신을 이용하여 충전

기를 제어한다. Fig. 9에는 MES-DEA가 생산하는

Z5C 모델의 외관사진과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4.2. 전지 특성 및 안전성

전지의 안전성은 성능, 가격과 더불어 상용화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다. 전지는 어떠한 가

혹 조건하에서도 전지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위험은

없어야 한다. Na/NiCl2 전지는 Na/S 전지에 비해 매

우 안전한 전지이다. Na/NiCl2 전지에 심한 기계적

손상이 가해질 경우 강철제 셀 케이스는 변형되고 취

약한 세라믹은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액체 상태의

제 2전해액이 액체 Na과 접촉하여도 상술한 바와 같

이 염과 Al을 생성한다. 이 반응생성물은 NaCl2 양극

을 덮는 층을 형성하여 부동태화시킨다. 이 반응은 전

전기화학적 저장 에너지의 3/1 정도로 열부하를 감소

시킨다. 또한 전지 팩 외관의 열 절연물질은 foamed

SiO2로 만들어져 있어서 1,000oC 이상까지 안정하다.

보온병 구조와 같이 중간에 진공층이 있어서 열전도

는 고작 0.006 W/mK 정도이다. 이 값은 진공이 없으

면 3배까지 증가한다. 열적 밀폐의 기본적인 기능이외

에도 어떠한 사고나 오용조건에서도 보호 컨테이너 역

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BMI는 전지를 감시하고 사양

이외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이

중 삼중으로 확보하고 있다. 

전지에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명 특성, 고

율 특성 등이 요구된다. 전지의 수명에는 calender 및

사이클 성능이 있으며, MES-DEA사에 의하면 11년의

칼렌더 수명이 얻어졌다 (Fig. 10). 또한 5% pulse

power로 시험한 사이클 시험에서 2,500회 충방전 후에

도 80%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11). 

5. 응용분야 및 향후 전망

높은 에너지밀도 및 충방전효율, 우수한 사이클 성

능 등의 특성으로 Na/NiCl2 전지는 전기자동차, 버스,

Fig. 8. Na/NiCl2 battery system.4)

Fig. 9. Z5C standard battery and specification of MES-

D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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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버스 등에 적용되어 주행

시험 중이다(Fig. 12). 또한 최근에는 UPS 등 전력저

장용 정치형 Na/NiCl2 전지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이들은 더운 지방이나 빈번하게 충방전

이 반복되는 용도에 이점이 있다. 빈번한 충방전 사이

클링은 기존 전지의 수명은 감소하게 되어 Na/NiCl2

전지가 다소 고가이어도 사이클 수명이 길면, 배터리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Na/NiCl2 전지는 지난 2-30년간 많은 기술

적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등

수송기기 분야와 대형 전력저장 등의 응용분야에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 및 부품, 셀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성능, 안전성,

가격저감 등이 필요하다. 

MoCl2, CoCl2, ZnCl2, SnI4 등은 용융 전해질에 불

용으로 새로운 후보 양극 물질로 제안되어 있으나,53)

일부는 전기장이 가해질 경우에는 이온교환이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54) 

현재 Na/NiCl2 전지의 작동온도를 낮춰서 재료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비용효율이 높은 셀 및 스택 재료

를 사용하며, 열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가 활발

하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Na 이온이 저온에

서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전해질의 최적화 또

는 sodium superionic conductor (NASICON)49,55,56)

등 대체 Na 이온 전도체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작동온도의 저하는 낮은 온도에서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인 새로운 양극재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많은

유기 물질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tetracyano-

ethylene (TCNE)는 아직 상용화에는 여러 문제가 있

지만 약 3.0 V (vs. Na+/Na)의 전위와 620 Wh/kg의

에너지밀도를 갖는다. 고체 전해질의 두께를 줄이면

역시 작동온도를 낮출 수 있다. 현재 BASE의 두께는

1.0-2.0 mm이나, Fig. 13에서와 같이 두께를 1.0 mm

이하로 줄이면 저항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러나

BASE가 얇아지더라도 구조적 및 기계적 안정성이 만

족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소재 및 부품의 사용과 더불어 새로운

설계 개념은 성능 향상과 가격 저감에 매우 유용하다.

Na/NiCl2 전지에서 BASE 튜브를 원형에서 클로버

잎 형상(Fig. 14)으로 하면,9,49) 가용 전해질 표면적이

40% 증가되어 양극 두께가 줄어들고, 셀 저항이 1/3

Fig. 10. Calendar life test-development of mean cell

resistance.4)

Fig. 11. Life cycle test results of battery (FIAMM

Sonick).

Fig. 12.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equipped with Na/

NiCl2 batteries.

Fig. 13. Area specific resistance of β''-Al2O3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thickness of the samp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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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됨으로써 셀의 출력밀도가 증가되었다.49) 이는

Na/NiCl2 전지의 단점이 낮은 출력특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의 하나이다.

Na/NiCl2 전지가 최초 개발된 이래 튜브형이 주

류였으나, 최근에는 평판형이 제안되고 있다(Fig. 15).

미국 EaglePitcher Technologies와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PNNL)는 에너지성(DOE)의

ARPA-E program 지원으로 평판형 Na/NiCl2 전지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과감한 디자인의 변화는 에너지

밀도 및 출력밀도를 향상시키고 전지의 제조를 용이

하게 할 것이다. 

향후 ESS용 이차전지는 사용되는 핵심 부품소재 시

장을 포함할 경우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향후

이차전지 산업의 가장 큰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

이 높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ESS용 이차전지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

역에 특화하여 신규 참가하는 국내외 기업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Na/NiCl2 전지는 리튬

이차전지, Na/S 전지 레독스커플전지 등과 전지 성능,

안전성, 가격 면에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SS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격은 150 $/kWh 이하의 수

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Cell

양산체계 구축, 저가 및 고성능 소재/부품 개발, 고에

너지 단전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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