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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차전지는 경쟁 기술 대비 높은 에너지 효

율과 낮은 설계적 제약으로 인하여, 에너지 저

장 및 변환 장치로 각광받아왔다. 그 중 리튬 

이온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 고출력 특성, 

우수한 충방전 수명 특성으로 인해 소형 가전

의 이동형 전원으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해왔으며, 최근 전기차량(electric vehicles; 

EV) 및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등 고집적 에너

지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1-3]. 이차전

지가 차량의 에너지원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

존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대비 이산화탄소 배

출량 저감이 가능하며, ESS로 응용되어 전력의 

효율적인 주파수 조정,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안정화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동거리의 

제약 및 한정된 에너지 저장 능력으로 인해 지

속적으로 용량 증대, 고집적화 및 출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4].

하지만, 최근들어 리튬이온전지의 고집적화

에 따라 생산 단가 및 안전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용 전극의 주요 원료인 리

튬염은 전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이 남미에 편

재되었으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급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단가

화 및 생산량 확대에 한계가 예상된다. 또한, 

EV의 주행거리 향상 또는 BESS 에너지 저장량 

증대를 위해 제한된 공간 또는 중량 조건 하에 

이차전지를 집적하는 경우, 대규모로 발생하는 

줄열(Joule heat)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 어

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발열은 가연성인 유기액

체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을 위협한다. 최근 발생한 EV 및 BESS 화재 사

고들(그림 1)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차전지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으며 [5,6],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의 23개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표한 안전 강화 대책에서 

화재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을 천명하였다 [7].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용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재 연구 동향

3
Special Theme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세라믹 소재

글_   이 종 성 석사과정 · 안 수 현 석사과정 · 이 윤 기 교수  |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리튬염의 제한적 매장량을 극복하고 저단가

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트륨 기반 이차

전지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4,8,9]. 나

트륨은 리튬 대비 높은 표준 수소 환원 전위

(-2.71 V) 및 큰 이온 반경(95 pm)으로 인해 높

은 전지 개회로 전압 및 이온 이동도를 확보

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장량이 풍부하며 널

리 분포하여 대량 생산 시 저단가화가 상대적

으로 용이하다. 금속 나트륨을 음극으로 사용

할 경우, 이론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1,165 

mAh/g)로 인해 전지의 고용량화가 가능하다. 

최근,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기 액체전해질을 고체전해질로 대체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체전해질은 유

기 액체전해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열적 안

전성, 난연성의 구현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휘발성, 손실율, 및 자가방전

율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체전해질은 높은 화

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금속 전극의 사용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며 수지상 형성을 통한 내부 

단락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4,8]. 따라서, 

나트륨 금속 및 나트륨 이온 전도성 고체전해

질을 사용하는 이차전지는 저단가 구현 및 대

용량화가 가능한 고안전성 전지로 활용될 수 

있다. 높은 열적 안정성을 보유한 산화물계 고

체전해질을 활용한 고온(약 300℃)에서 동작

하는 나트륨/유황전지(Na/S) 및 나트륨/염화니

켈전지(Na/NiCl2)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최근 

상온형 Na/S전지(RT-NaS), 중온형(200℃) Na/

NiCl2 전지(IT-ZEBRA) 및 나트륨 기반 전고체전

지(Na All-solid-state Battery, Na-ASSB) 등 신규 

전지에 대한 개발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9-

14]. 본 기고에서는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용 고

체전해질 소재를 소개하며, 특히 산화물계 나

트륨 이온 전도성 고체전해질 소재 중 하나인 

베타알루미나(Na β/β”-Alumina)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의 요구 특성

고체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선택적

으로 이온을 전도하는 동시에, 전극 간 물리적

인 접촉을 막는 격리막으로서 작용한다. 액체 

전해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낮

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며 특히 양이온의 삽

입 및 탈리에 따른 부피 변화에 의해 양극-전

해질 계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유기액체전해질을 대체하기 위하여, 실

용적인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은 

아래와 같은 특성들이 요구된다: 10 mS·cm-1 

급의 상온 이온 전도도(bulk+grain boundary), 

전기화학적 안정성(금속 나트륨 또는 나트륨 

합금과의 접촉, 넓은 전위 구간), 열적 안정성

그림 1 ▶  리튬이차전지를 탑재한 시스템에서의 발화 사고 (a) 

Tesla Model X (’18.03), (b) 한국전력시험센터 ESS (’

17) [5,6].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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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한다. 최근 발생한 EV 및 BESS 화재 사

고들(그림 1)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차전지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으며 [5,6],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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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염의 제한적 매장량을 극복하고 저단가

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트륨 기반 이차

전지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4,8,9]. 나

트륨은 리튬 대비 높은 표준 수소 환원 전위

(-2.71 V) 및 큰 이온 반경(95 pm)으로 인해 높

은 전지 개회로 전압 및 이온 이동도를 확보

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장량이 풍부하며 널

리 분포하여 대량 생산 시 저단가화가 상대적

으로 용이하다. 금속 나트륨을 음극으로 사용

할 경우, 이론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1,165 

mAh/g)로 인해 전지의 고용량화가 가능하다. 

최근,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기 액체전해질을 고체전해질로 대체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체전해질은 유

기 액체전해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열적 안

전성, 난연성의 구현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휘발성, 손실율, 및 자가방전

율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체전해질은 높은 화

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금속 전극의 사용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며 수지상 형성을 통한 내부 

단락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4,8].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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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전해질을 활용한 고온(약 300℃)에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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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전지(Na/NiCl2)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최근 

상온형 Na/S전지(RT-NaS), 중온형(200℃) Na/

NiCl2 전지(IT-ZEBRA) 및 나트륨 기반 전고체전

지(Na All-solid-state Battery, Na-ASSB) 등 신규 

전지에 대한 개발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9-

14]. 본 기고에서는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용 고

체전해질 소재를 소개하며, 특히 산화물계 나

트륨 이온 전도성 고체전해질 소재 중 하나인 

베타알루미나(Na β/β”-Alumina)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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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온을 전도하는 동시에, 전극 간 물리적

인 접촉을 막는 격리막으로서 작용한다. 액체 

전해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낮

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며 특히 양이온의 삽

입 및 탈리에 따른 부피 변화에 의해 양극-전

해질 계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유기액체전해질을 대체하기 위하여, 실

용적인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은 

아래와 같은 특성들이 요구된다: 10 mS·cm-1 

급의 상온 이온 전도도(bulk+grain boundary), 

전기화학적 안정성(금속 나트륨 또는 나트륨 

합금과의 접촉, 넓은 전위 구간), 열적 안정성

그림 1 ▶  리튬이차전지를 탑재한 시스템에서의 발화 사고 (a) 

Tesla Model X (’18.03), (b) 한국전력시험센터 ESS (’

17) [5,6].

a b



Sp
ec

ia
l T

he
m

e 

40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41

w
w

w
.kieem

e.or.kr
•       February  2020  Vol. 33,  N

o. 1

(thermal stability), 기계적 강건성(mechanical 

strength), 용이한 박판화 및 양산화(scale-up), 

전해질-전극 계면에서의 낮은 전하전달 분극

저항(charge transfer polarization resistance)  

(그림 2) [4].

2.2 나트륨 기반 고체전해질의 종류 및 특성

나트륨 이온 전도성 고체전해질은 베타알

루미나, NASICON(Na Super Ionic CONduc-

tor) 등으로 대표되는 산화물계, Na3PS4 등 황

화물계 글래스 또는 글래스 세라믹의 칼코지

나이드계(Chalcogenide), PEO (poly ethylene 

oxide) 등의 고체고분자 전해질이 널리 알려

져 있으며, 최근 closo-borate 등의 수소화붕소

(borohydride)계 물질이 높은 이온 전도 특성

으로 인해 보고되고 있다 [4,9]. 

그림 3은 온도에 따른 나트륨 기반 고체전

해질의 이온 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9]. 베타알

루미나, NASICON,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상

온에서 약 1 mS·cm-1 급의 이온 전도도를 보

유하고 있다. PEO를 활용한 고체고분자 전해

질은 기계적 유연성, 경량, 저단가, 제조의 용

이성 등에 장점이 있어 활용성이 높으나, 약 

0.01~0.001 mS·cm-1 급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도 특성 및 열적 안정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 [15].

수소화붕소계의 고체전해질은 다면체 구

조의 BnHn2- 음이온으로 구성된, 양이온결합

을 지닌 격자구조가 (우리(cage) 형상의 높

은 대칭성을 가진) 엔트로피-유도된 질서-무

질서 전이를 통해 높은 나트륨이온 전도 특

성을 나타낸다 [4,16,17]. 최근 보고된 탄소 치

환된 Na2(CB9H10)(CB11H12)은 상온에서 약 70 

mS·cm-1 의 전도도를 나타내며 액체전해질과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있으나, 온도 감소 시 절

연상으로의 역전이 발생으로 인한 전도도 감

소, 상대적으로 낮은 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상

용화를 위한 제약이 있다 [17]. 

Na3PS4는 대표적인 칼코지나이드계 글래스-

세라믹 전해질로, 산화물계 전해질 대비 저온

에서 합성 가능하며, 상온에서 0.1 mS·cm-1 

이상의 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18]. 또한, 기계

적 연성이 우수하여 냉간가압을 통해서도 전

극-전해질 간 접촉 특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

지만, 습기에 노출되었을 때 수화가 발생, 유독

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분

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2.3  나트륨 기반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종류 및 특성

나트륨 베타알루미나와 NASICON은 대표적

인 나트륨 이온 전도성 산화물계 전해질로, 공

유 결합을 통해 구성된 결정 구조로 인해 열적 

안정성이 타 후보 소재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

며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나, 기계적 유

연성이 부족하여 전극과의 계면접촉을 향상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4].

NASICON은 Na1+xZr2SixP3-xO12 (0≦x≦3)의 

조성을 갖는, NaZr2P3O12 와 Na4Zr2Si3O12의 고

용체로, 1976년 Hong과 Goodenough et al.에 

의해 보고되었다 [19,20]. PO4 및 SiO4 사면체

와 ZrO6 팔면체가 모서리를 공유하며, 침입형 

자리를 통해 3차원 형태의 등방성 전도 경로

가 구성되며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갖는다 (그림 

4). 일반적으로 마름모계(Rhombohedral) 구

조 (R3c)를 나타내지만, 1.8≦x≦2.2의 범위에

서는 C2/c의 단사정계(monoclinic) 구조를 갖

게 되며 x=2인 경우 상온에서 약 0.67 mS·cm-1 

의 비교적 높은 이온 전도 특성을 보인다 [21]. 

하지만 약 130도 이상으로 승온 시 마름모계 

로의 상전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전도도 저

하 및 부피 변화로 인한 기계적 내구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또한, 높은 입계 저항 특성 및 지

르코니아 이차상으로 인해 정밀한 소결 특성 

제어가 요구된다. 

또한, 약 300도에서는 용융 나트륨과 점진적인 

반응이 발생하므로 금속 나트륨 전극을 사용, 고

온에 장시간 노출 시 열화에 유의해야 한다 [22].

나트륨 베타알루미나 (Na β/β”-Alumina)는 

1916년 Rankin과 Merwin에 의해 처음 보고 되

었으며, 당시에는 알루미나(Al2O3)의 결정상 

중 한 종류(β)로 알려졌다 [24]. 하지만 결정 구

조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1936년 Ridgway 

et al.에 의해 베타알루미나는 알루미나가 아

닌 알루민산 나트륨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25], 1967년 Yao 와 Kummer에 의해 베타알루

미나의 높은 나트륨 이온 이동도가 보고되었

다 [26]. 베타알루미나는 Na2O·nAl2O3의 조성

식으로 표현되며, β-Al2O3 (n:9~11, P63/mmc) 

와 β“-Al2O3 (n:5-7, R3m)의 두 종류의 다른 결

정 구조가 존재한다. β-alumina는 스피넬-유

사 Al-O 블록이 산소 이온을 다리로 하여 연결

되어 있으며, 나트륨 이온은 블록 간 전도면에  

그림 2 ▶  나트륨계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의 특성 분석 [4].

그림 3 ▶  온도에 따른 나트륨 기반 고체전해질의 이온 전도 특성 [9].

그림 5 ▶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의 육방정계 결정구조 [23].그림 4 ▶  NASICON 고체전해질의 마름모계 결정구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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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tability), 기계적 강건성(mechanical 

strength), 용이한 박판화 및 양산화(scale-up), 

전해질-전극 계면에서의 낮은 전하전달 분극

저항(charge transfer polarization resistance)  

(그림 2) [4].

2.2 나트륨 기반 고체전해질의 종류 및 특성

나트륨 이온 전도성 고체전해질은 베타알

루미나, NASICON(Na Super Ionic CONduc-

tor) 등으로 대표되는 산화물계, Na3PS4 등 황

화물계 글래스 또는 글래스 세라믹의 칼코지

나이드계(Chalcogenide), PEO (poly ethylene 

oxide) 등의 고체고분자 전해질이 널리 알려

져 있으며, 최근 closo-borate 등의 수소화붕소

(borohydride)계 물질이 높은 이온 전도 특성

으로 인해 보고되고 있다 [4,9]. 

그림 3은 온도에 따른 나트륨 기반 고체전

해질의 이온 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9]. 베타알

루미나, NASICON,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상

온에서 약 1 mS·cm-1 급의 이온 전도도를 보

유하고 있다. PEO를 활용한 고체고분자 전해

질은 기계적 유연성, 경량, 저단가, 제조의 용

이성 등에 장점이 있어 활용성이 높으나, 약 

0.01~0.001 mS·cm-1 급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도 특성 및 열적 안정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 [15].

수소화붕소계의 고체전해질은 다면체 구

조의 BnHn2- 음이온으로 구성된, 양이온결합

을 지닌 격자구조가 (우리(cage) 형상의 높

은 대칭성을 가진) 엔트로피-유도된 질서-무

질서 전이를 통해 높은 나트륨이온 전도 특

성을 나타낸다 [4,16,17]. 최근 보고된 탄소 치

환된 Na2(CB9H10)(CB11H12)은 상온에서 약 70 

mS·cm-1 의 전도도를 나타내며 액체전해질과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있으나, 온도 감소 시 절

연상으로의 역전이 발생으로 인한 전도도 감

소, 상대적으로 낮은 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상

용화를 위한 제약이 있다 [17]. 

Na3PS4는 대표적인 칼코지나이드계 글래스-

세라믹 전해질로, 산화물계 전해질 대비 저온

에서 합성 가능하며, 상온에서 0.1 mS·cm-1 

이상의 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18]. 또한, 기계

적 연성이 우수하여 냉간가압을 통해서도 전

극-전해질 간 접촉 특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

지만, 습기에 노출되었을 때 수화가 발생, 유독

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분

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2.3  나트륨 기반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종류 및 특성

나트륨 베타알루미나와 NASICON은 대표적

인 나트륨 이온 전도성 산화물계 전해질로, 공

유 결합을 통해 구성된 결정 구조로 인해 열적 

안정성이 타 후보 소재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

며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나, 기계적 유

연성이 부족하여 전극과의 계면접촉을 향상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4].

NASICON은 Na1+xZr2SixP3-xO12 (0≦x≦3)의 

조성을 갖는, NaZr2P3O12 와 Na4Zr2Si3O12의 고

용체로, 1976년 Hong과 Goodenough et al.에 

의해 보고되었다 [19,20]. PO4 및 SiO4 사면체

와 ZrO6 팔면체가 모서리를 공유하며, 침입형 

자리를 통해 3차원 형태의 등방성 전도 경로

가 구성되며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갖는다 (그림 

4). 일반적으로 마름모계(Rhombohedral) 구

조 (R3c)를 나타내지만, 1.8≦x≦2.2의 범위에

서는 C2/c의 단사정계(monoclinic) 구조를 갖

게 되며 x=2인 경우 상온에서 약 0.67 mS·cm-1 

의 비교적 높은 이온 전도 특성을 보인다 [21]. 

하지만 약 130도 이상으로 승온 시 마름모계 

로의 상전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전도도 저

하 및 부피 변화로 인한 기계적 내구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또한, 높은 입계 저항 특성 및 지

르코니아 이차상으로 인해 정밀한 소결 특성 

제어가 요구된다. 

또한, 약 300도에서는 용융 나트륨과 점진적인 

반응이 발생하므로 금속 나트륨 전극을 사용, 고

온에 장시간 노출 시 열화에 유의해야 한다 [22].

나트륨 베타알루미나 (Na β/β”-Alumina)는 

1916년 Rankin과 Merwin에 의해 처음 보고 되

었으며, 당시에는 알루미나(Al2O3)의 결정상 

중 한 종류(β)로 알려졌다 [24]. 하지만 결정 구

조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1936년 Ridgway 

et al.에 의해 베타알루미나는 알루미나가 아

닌 알루민산 나트륨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25], 1967년 Yao 와 Kummer에 의해 베타알루

미나의 높은 나트륨 이온 이동도가 보고되었

다 [26]. 베타알루미나는 Na2O·nAl2O3의 조성

식으로 표현되며, β-Al2O3 (n:9~11, P63/mmc) 

와 β“-Al2O3 (n:5-7, R3m)의 두 종류의 다른 결

정 구조가 존재한다. β-alumina는 스피넬-유

사 Al-O 블록이 산소 이온을 다리로 하여 연결

되어 있으며, 나트륨 이온은 블록 간 전도면에  

그림 2 ▶  나트륨계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의 특성 분석 [4].

그림 3 ▶  온도에 따른 나트륨 기반 고체전해질의 이온 전도 특성 [9].

그림 5 ▶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의 육방정계 결정구조 [23].그림 4 ▶  NASICON 고체전해질의 마름모계 결정구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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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이온과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으로 부분

적으로 채워져서 2차원 면 방향으로 비등방

성의 높은 전도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5) 

[23,27]. β″-alumina는 β-alumina 대비하여 전

도면 내 나트륨 이온 함량이 높으므로 더 높

은 이온 전도도의 구현이 가능하며, 상업적으

로 판매되는 다결정 β″-alumina의 경우, 상온

에서 약 2 mS·cm-1 의 이온 전도도를 갖는다 

[28,29]. 일반적으로, 높은 이온전도도 구현이 

가능한 β″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Al3+에 Li+, 

Mg2+ 등의 받개(Acceptor) 도핑을 수행한다. 

또한, 이온 교환 공정을 통하여 리튬 이온 전도

체로서의 활용도 가능하여, 리튬 및 나트륨계

에 모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갖고 있는 소재

이다 [27]. 

2.4  나트륨 베타알루미나의 장점, 한계점 및   

 연구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나트륨 베타알루미나는 

상온에서 1 mS·cm-1급의 높은 이온 전도 특

성 구현이 가능한 고체전해질 소재로, 타 후

보 소재 대비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액체전

해질에 비해 전도 특성이 열위하므로, 박판화 

등 이온 전달 경로 단축을 통한 면저항 저감 방

안이 필요하다. 베타알루미나는 또한 Na, Al, 

O (+Li 또는 Mg)등 지각 내 풍부한 원소로 구

성되어 있어 저단가 구현이 용이하며, Al3+, O2- 

등의 이온은 단일가수를 갖으며 강한 공유결

합을 하므로 높은 열적 안정성 및 용융금속과 

접촉한 상황에서도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나

타낸다. 비화학양론적인 조성으로 인해 리튬

이온 전도성 가넷구조의 고체전해질, LLZO 

(La7La3Zr2O12)와 같은 정밀한 조성 제어는 요구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약 90 MPa의 요곡강

도를 갖는 NASICON 소재 대비 300 MPa의 높

은 기계적 강건성을 보유한다.

이와 같은 다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트

륨 베타알루미나의 제조 용이성 및 높은 계면 

저항 특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4,9]. 일

반적으로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은 알루미

늄 및 나트륨 원소를 포함한 전구체를 1,600

도의 고온 소결을 통해 구현하며, 고온에서의 

나트륨 휘발, 비정상 입자 성장, 나트륨염의 액

상화에 의한 조성 불균일화 등의 회피가 요구

된다. 또한, 베타알루미나의 수화 및 전구체로

부터의 나트륨 이온 용출로 인해 테잎캐스팅 

등 박판화 공정의 적용에 난점이 보고되었으

며, 나트륨 금속을 음극으로 적용하였을 때 계

면 전도 특성이 충분치 않음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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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의해 연구된 베타알루미나의 기상변환법

은 기존 합성법 대비 베타알루미나의 박판화 

및 양산성 확보가 가능한 원천기술이다 [31]. 

기상변환법의 원리는그림 6과 같이 α-Al2O3와 

YSZ (yttria-stabilized zirconia)의 복합체를 기

상의 산화나트륨(Na2O)과 반응시켜, 나트륨 

이온 및 산소이온의 확산을 통해 α-Al2O3를 β/

β″-Al2O3로 변환하는 공정이다. 해당 공정은 α

-Al2O3와 YSZ 복합체의 제조가 테잎캐스팅 등 

양산성이 뛰어난 기존의 박판화 공정을 적용

하기 수월하며,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YSZ의 

사용으로 인해 박판의 강도 및 내수화성 확보

에 유리하다. 또한, 열역학적으로 베타알루미

나 구조가 안정한 1,250도 이상의 온도면 전

해질 내 나트륨의 손실 없이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美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는 추가로 베타알루미

나 전해질의 면저항을 저감하기 위하여, 치밀

한 박판 전해질(20~125 μm) 을 다공성의 지

지층(250~500 μm)위에 형성한, 이중층의 디

자인을 고온형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32]. 새로이 설계된 전해질의 사용

을 통해 60%의 전해질 Ohmic 저항을 저감하

였으며, 기존 전해질을 사용한 200도 구동 나

트륨/염화니켈 전지(IT-ZEBRA) 대비 8% 가량

의 에너지 효율 상승을 나타내었다 (그림 7). 

테잎캐스팅을 활용한 기상변환법 및 복층형 설

계는 추후 상온형 나트륨/유황전지 (RT-NaS) 

또는 나트륨 전고체전지(Na-ASSB)용 고체전

해질에 적용하여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의 한계점 중 하나로, 

나트륨 금속과의 낮은 젖음성(wettability)으

로 인한 큰 계면 전하전달 저항을 언급할 수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Chang et al.은 베타

알루미나의 계면에 Lead acetate trihydrate 용

액을 코팅, 열분해를 통하여 약 5 nm의 Pb 화

합물로 부동화된 마이크로 크기의 Pb 입자를 

구현하였고, 젖음각을 대폭 저감시켰다 (그림 

8) [33]. Jin et al.도 금속-섬 전략을 통해 낮은 

나트륨 용융도, 높은 산화물 형성에너지를 갖

는 비스무스를 베타알루미나 계면에 증착하였

다. 개선된 고체 전해질은 계면에서 산소와 수

분을 차단, 젖음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결

과적으로 나트륨-베타알루미나 전지의 성능 

향상을 보고했다 (그림 9) [34].

그림 6 ▶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 합성을 위한 기상변환법의 

원리 [30,31].

a b

그림 7 ▶  (a) 박판 복층형 베타알루미나 복합전해질의 미세구조 

및 (b) IT-ZEBRA 전지의 효율 향상 [32].

a b

그림 8 ▶  나트륨 베타알루미나 전해질의 Lead acetate trirydrate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젖음각과 전지용량의 변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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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이온과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으로 부분

적으로 채워져서 2차원 면 방향으로 비등방

성의 높은 전도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5) 

[23,27]. β″-alumina는 β-alumina 대비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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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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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나트륨 베타알루미나는 

상온에서 1 mS·cm-1급의 높은 이온 전도 특

성 구현이 가능한 고체전해질 소재로, 타 후

보 소재 대비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액체전

해질에 비해 전도 특성이 열위하므로, 박판화 

등 이온 전달 경로 단축을 통한 면저항 저감 방

안이 필요하다. 베타알루미나는 또한 Na, Al, 

O (+Li 또는 Mg)등 지각 내 풍부한 원소로 구

성되어 있어 저단가 구현이 용이하며, Al3+, O2- 

등의 이온은 단일가수를 갖으며 강한 공유결

합을 하므로 높은 열적 안정성 및 용융금속과 

접촉한 상황에서도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나

타낸다. 비화학양론적인 조성으로 인해 리튬

이온 전도성 가넷구조의 고체전해질, LLZO 

(La7La3Zr2O12)와 같은 정밀한 조성 제어는 요구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약 90 MPa의 요곡강

도를 갖는 NASICON 소재 대비 300 MPa의 높

은 기계적 강건성을 보유한다.

이와 같은 다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트

륨 베타알루미나의 제조 용이성 및 높은 계면 

저항 특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4,9]. 일

반적으로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은 알루미

늄 및 나트륨 원소를 포함한 전구체를 1,600

도의 고온 소결을 통해 구현하며, 고온에서의 

나트륨 휘발, 비정상 입자 성장, 나트륨염의 액

상화에 의한 조성 불균일화 등의 회피가 요구

된다. 또한, 베타알루미나의 수화 및 전구체로

부터의 나트륨 이온 용출로 인해 테잎캐스팅 

등 박판화 공정의 적용에 난점이 보고되었으

며, 나트륨 금속을 음극으로 적용하였을 때 계

면 전도 특성이 충분치 않음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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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 합성법 대비 베타알루미나의 박판화 

및 양산성 확보가 가능한 원천기술이다 [31]. 

기상변환법의 원리는그림 6과 같이 α-Al2O3와 

YSZ (yttria-stabilized zirconia)의 복합체를 기

상의 산화나트륨(Na2O)과 반응시켜, 나트륨 

이온 및 산소이온의 확산을 통해 α-Al2O3를 β/

β″-Al2O3로 변환하는 공정이다. 해당 공정은 α

-Al2O3와 YSZ 복합체의 제조가 테잎캐스팅 등 

양산성이 뛰어난 기존의 박판화 공정을 적용

하기 수월하며,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YSZ의 

사용으로 인해 박판의 강도 및 내수화성 확보

에 유리하다. 또한, 열역학적으로 베타알루미

나 구조가 안정한 1,250도 이상의 온도면 전

해질 내 나트륨의 손실 없이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美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는 추가로 베타알루미

나 전해질의 면저항을 저감하기 위하여, 치밀

한 박판 전해질(20~125 μm) 을 다공성의 지

지층(250~500 μm)위에 형성한, 이중층의 디

자인을 고온형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32]. 새로이 설계된 전해질의 사용

을 통해 60%의 전해질 Ohmic 저항을 저감하

였으며, 기존 전해질을 사용한 200도 구동 나

트륨/염화니켈 전지(IT-ZEBRA) 대비 8% 가량

의 에너지 효율 상승을 나타내었다 (그림 7). 

테잎캐스팅을 활용한 기상변환법 및 복층형 설

계는 추후 상온형 나트륨/유황전지 (RT-NaS) 

또는 나트륨 전고체전지(Na-ASSB)용 고체전

해질에 적용하여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의 한계점 중 하나로, 

나트륨 금속과의 낮은 젖음성(wettability)으

로 인한 큰 계면 전하전달 저항을 언급할 수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Chang et al.은 베타

알루미나의 계면에 Lead acetate trihydrate 용

액을 코팅, 열분해를 통하여 약 5 nm의 Pb 화

합물로 부동화된 마이크로 크기의 Pb 입자를 

구현하였고, 젖음각을 대폭 저감시켰다 (그림 

8) [33]. Jin et al.도 금속-섬 전략을 통해 낮은 

나트륨 용융도, 높은 산화물 형성에너지를 갖

는 비스무스를 베타알루미나 계면에 증착하였

다. 개선된 고체 전해질은 계면에서 산소와 수

분을 차단, 젖음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결

과적으로 나트륨-베타알루미나 전지의 성능 

향상을 보고했다 (그림 9) [34].

그림 6 ▶  베타알루미나 고체전해질 합성을 위한 기상변환법의 

원리 [30,31].

a b

그림 7 ▶  (a) 박판 복층형 베타알루미나 복합전해질의 미세구조 

및 (b) IT-ZEBRA 전지의 효율 향상 [32].

a b

그림 8 ▶  나트륨 베타알루미나 전해질의 Lead acetate trirydrate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젖음각과 전지용량의 변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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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해규산염연구소(SICCAS) Wu et al.은 베

타알루미나의 표면에 면(cotton)에서 유래한 무

질서한 탄소 튜브(disordered carbon tube, DCT)

를 코팅하여 계면 특성을 개선하였다 [35]. 금

속 나트륨 대칭 전극으로 탈리/부착(stripping /

plating) 평가 시, DCT 코팅을 수행한 경우 면

저항 이 저감되었으며 전압 프로파일이 안정

화되었다 (그림 8). 또한, DCT를 적용한 베타

알루미나 전해질을 사용한 Na-ASSB 전지(음

극: Na, 양극: Na3V2(PO4)3) 의 경우, 계면 저항

을 대폭 저감하여 계면 개선을 하지 않은 전

해질 대비 약 10배 이상의 용량 증가(9.5 → 

100.6 mAh/g)을 나타내었다 (그림 8). 이와 같

이, 고체 전해질 표면 개선은 계면에서의 이

온 전달능을 향상하여, 전지의 성능 증대에 중

요한 요소로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3. 맺음말

리튬 이온 전지를 필두로 한 이차전지 기술

은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우수한 전환 효율로 인

해 소형 가전을 비롯하여 전기차, 대용량 에너

지 저장시스템의 시장 확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작동시간의 증대, 주행거

리의 향상 등 에너지의 집적화, 고전류 구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연성의 유기액체전해질

의 사용은 발화 및 폭발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

를 불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

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

력과, 양산화를 염두에 둔 고에너지밀도 구현

이 가능한 저단가 원료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접근 전략 중 하나로, 저단가의 나트륨

의 활용이 가능하며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

을 갖는 나트륨 이온 전도성 산화물계 고체전

해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나트륨계 산화물 

고체전해질의 대표적 소재 중 하나인 나트륨 

베타알루미나(Na β/β″-Alumina)는 Na, Al, O 

등 저단가 원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온에서 

1 mS·cm-1 급의 높은 이온 전도 특성 구현이 

가능한 고체전해질 소재로, 최근 연구된 기상

변환법을 통해 박판화 및 양산화에 유리한 소

재이다. 하지만, 유기 액체 전해질 대비 전도

도 및 계면 이온 전달의 향상은 지속적으로 요

구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판화 및 

전해질 구조 설계를 통한 면저항 저감 기술, 계

면 개질을 통한 전해질-전극 간 저항 저감이 연

구되어왔다. 향후 이러한 나트륨계 고체전해

질 소재를 사용한 전지가 본격적으로 적용되

기 위해서는 전해질 자체의 이온 전달능 향상

을 포함하여 계면 이온 전도 특성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9 ▶  비스무스 금속―섬형 코팅을 활용한 나트륨 베타알루미

나 전해질의 계면 개선 모식도 및 전지 성능 향상 [34].

그림 10 ▶  무질서 탄소 튜브가 계면에 코팅된 전해질의 나트륨 

대칭 전극 탈리/부착 특성 평가. (a) 사이클 안정성 평

가 전압 프로파일, (b) Na|DCT-BASE|Na3V2(PO4)3 모

식도, (c) 초기 전지 구동 성능 평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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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해규산염연구소(SICCAS) Wu et al.은 베

타알루미나의 표면에 면(cotton)에서 유래한 무

질서한 탄소 튜브(disordered carbon tube, DCT)

를 코팅하여 계면 특성을 개선하였다 [35]. 금

속 나트륨 대칭 전극으로 탈리/부착(stripping /

plating) 평가 시, DCT 코팅을 수행한 경우 면

저항 이 저감되었으며 전압 프로파일이 안정

화되었다 (그림 8). 또한, DCT를 적용한 베타

알루미나 전해질을 사용한 Na-ASSB 전지(음

극: Na, 양극: Na3V2(PO4)3) 의 경우, 계면 저항

을 대폭 저감하여 계면 개선을 하지 않은 전

해질 대비 약 10배 이상의 용량 증가(9.5 → 

100.6 mAh/g)을 나타내었다 (그림 8). 이와 같

이, 고체 전해질 표면 개선은 계면에서의 이

온 전달능을 향상하여, 전지의 성능 증대에 중

요한 요소로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3. 맺음말

리튬 이온 전지를 필두로 한 이차전지 기술

은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우수한 전환 효율로 인

해 소형 가전을 비롯하여 전기차, 대용량 에너

지 저장시스템의 시장 확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작동시간의 증대, 주행거

리의 향상 등 에너지의 집적화, 고전류 구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연성의 유기액체전해질

의 사용은 발화 및 폭발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

를 불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

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

력과, 양산화를 염두에 둔 고에너지밀도 구현

이 가능한 저단가 원료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접근 전략 중 하나로, 저단가의 나트륨

의 활용이 가능하며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

을 갖는 나트륨 이온 전도성 산화물계 고체전

해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나트륨계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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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비스무스 금속―섬형 코팅을 활용한 나트륨 베타알루미

나 전해질의 계면 개선 모식도 및 전지 성능 향상 [34].

그림 10 ▶  무질서 탄소 튜브가 계면에 코팅된 전해질의 나트륨 

대칭 전극 탈리/부착 특성 평가. (a) 사이클 안정성 평

가 전압 프로파일, (b) Na|DCT-BASE|Na3V2(PO4)3 모

식도, (c) 초기 전지 구동 성능 평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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