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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review the technical trends of ESS(Energy
Storage System). The ESS has been displaced by cathode, anode,
electrolyte, and separator. The lithium-ion battery is gett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ESS. In this paper, we especially want to review a
look at technology trends of the cathode and the separator for
lithium-ion battery.

1. 서    론

ESS(Energy Storage System,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는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
이는 장치로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에 있어서 에너지 흐름에 중심
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2차전지의 핵심적인 소재로 부
각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산업동향 및 기술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본    론

  2.1 전지의 구성요소와 종류
전지는 두 가지의 전극(양극 및 음극)에 전해액을 이용하여 각 전극의
활성 물질과 전해액에 갖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양극
과 음극을 연결하는 외부 장치에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
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지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양극(Cathode) : 외부 도전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양극 활성 물질
이 환원되는 전극

2) 음극(Anode) : 음극 활성 물질이 산화되면서 도선으로 전자를 방출
하는 전극

3) 전해질(Electrolyte) : 양극의 환원 반응, 음극의 산화 반응이 화학적
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매체

4) 분리막(Separator) :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 방지를 위한 격리막

이러한 전지는 크게 1차전지와 2차전지로 구분되며, 1차전지는 방전한
뒤에 충전을 통해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화학반응
을 하는 전지이며, 2차전지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화
학반응 전지를 의미한다.
충·방전이 가능한 2차전지에 첫 번째 혁신을 가져온 소재는 니켈이다.
특히 니켈-카드뮴(Ni-Cd) 전지와 니켈-수소(NiMH) 전지는 2자전지라
는 명칭과 함께 전기의 충·방전이 당연한 것으로 이끄는 전지이다. 니켈
-카드늄(Ni-Cd) 전지는 양극에 니켈의 수산화물을 음극에 카드뮴을 사
용한 알칼리 전지이고 전해액은 20-25% 수산화 칼륨 수용액에 소량의
수산화 리튬을 첨가한 것이 많이 사용된다. 기전력은 셀당 1.33-1.35[V}
이고,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수명이 길어서 전기자동차용 전지, 통신용
전지, 전철 및 고속철도와 전력변환장치, 태양전지 및 풍력발전의 충전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니켈-수소(NiMH) 전지는 양극에 니켈, 음극에 수소흡장합금,
전해질로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한 2차전지로서 니켈-카드뮴(Ni-Cd) 전
지보다 고용량화가 가능하고, 과방전 및 과충전 특성이 우수하고, 충·방
전 사이클 수명이 길어서 5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고, 소형 및 경량
화가 가능하기에 오늘날 다양한 전자 및 가전기기에 많이 사용되지만,
높은 열이 발생하는 단점으로 배터리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2차전지에 최근의 혁신(두 번째 혁신)을 가져온 소재는 바로 리튬
(Lithium)이며, 최근에 2차전지 시장에 가장 뜨거운 소재이자 특허분쟁
의 주요 원인이 그림 1에서 나타난 리튬-이온(Lithium-ion) 전지이다.
리튬-이온 전지는 1960년대 제안되었지만, 리튬의 반응성이 매우 커서
안정성 문제 해결이 어려워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1991년 Sony社가 제
품개발에 성공하여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양극은 알루미늄 코일에 탄
소 알갱이를 코팅하고, 음극은 구리 코일에 탄소 알갱이를 코팅하여 그

사이에 절연체를 넣은 뒤 전해질 속에 넣어 포장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니켈-카드뮴 전지에 약 3배의 기전력 및 에너지 충전이 가능한 특징이
있기에 최근 가장 주목되는 2차전지이다.

<그림 1> 리튬-이온전지의 구조 및 기존의 전지와 비교

  2.2 리튬-이온 전지분야의 산업동향
최근 전지시장은 휴대폰 및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
온전지를 중심으로 한 중 일의 주요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 국가의 대표기업으로 일본의 3대 기업인 Sony, Sanyo.
Panasonic社, 한국의 삼성 SDI, LG화학은 일본기업에 이은 후발주자이
며, 중국의 BYD, Lishen社 등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9년까지 전지업계 1위를 유지하던 Sanyo는 2009년 12월에
Panasonic과 합병하였고, 전지의 발전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
하기에 전지업체와 완성차업체 사이에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주요 협력사는 Panasonic-TOYOTA(96년), NEC-NISSAN(07년),
삼성 SDI-BOSHAH(08년), LG화학-GM(09년), SK이노베이션-베이징자
동차 그룹(14년) 각각 제휴하여서 세계적으로 5개의 전지업체-완성차업
체 협력체계가 탄생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전지업체-완성차업체 협력현황

  2.3 리튬-이온 전지분야의 기술동향
2006년까지 리튬-이온 전지조립 및 생산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
되었으며, 2012년까지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리
튬-이온 전지의 양극소재로 NCM(Li[Ni,Co,Mn]O2), LMO(LiMn2O4),
LCO(LiCoO2)가 개발되었고, 분리막으로 건식막, 습식막, 강화막이 개발
되어서 특허분쟁에 주된 이슈가 되었으며, 현재는 고용량, 장수명 및 비
용 저감을 위한 새로운 혁신소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안정성이 매우 높고 수명이 긴 LFP 소재가 주로 사
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NCM 소재와 가격 측면에서
LMO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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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은 주로 흑연이 주료 사용되며, 가격이 저렴한 천연흑연이 인조흑연
에 비하여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리막은 삼성 SDI, LG 화학, Sanyo 및 Sony社 등의 선두업체는 강도
가 우수한 습식막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업
체의 경우 저강도 및 저가격의 건식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LG 화학
은 습식막에 다공성 PP 필름과 세라믹 코팅을 하여서 중대형 리튬전지
에 적합한 강화막을 이용하고 있다.

  2.4 리튬-이온 전지분야의 특허분쟁 및 특허기술동향
표 2는 리튬-이온 전지는 특허분쟁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된 분쟁
영역은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 및 분리막이며, 안정성이 매우 높고 수
명이 긴 LFP(LiCoO2) 소재와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NCM
(Li[Ni,Co,Mn]O2) 소재에 대한 특허분쟁이 있었고, 분리막에 대해서는
습식막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탄소섬유 및 도전성 섬유로 구성된 분리막
과 다공성 분리막에 대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

 <표 2> 리튬-이온전지분야의 특허분쟁 현황

그림 2는 Texas 대학이 출원한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
LFP(LiCoO2) 소재에 관한 기술로서 특허 US5910382호, 및 US6391493
호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Texas 대학은 본 특허를 통하여 미국의
Valence社 및 일본의 NTT社와 소송한 바 있다. 상기의 특허는 양극재
LPF 특허의 원천 특허로 평가되고 있어서, 리튬-이온전지에 LPF 소재
를 사용하는 주요기업과 크로스라이센스를 한 특허이다. 특히 양극재
LPF의 화학식을 제시한 특허로 이 기술을 이용하여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원천특허로 판단된다.

   

<그림 2>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 LFP(LiCoO2) 소재
(미국 등록특허공보 US5910382호, US6391493호, Texas 대학)

그림 3은 3M社가 출원한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 NCM
(Li[Ni,Co,Mn]O2) 소재에 관한 기술로서 특허 US6964828호를 통해서 제
시하였다. 3M社는 일본의 이차전지 3대 회사인 Sony, Sanyo. Panasonic
社 및 양극재 NCM을 사용하는 기업과 라이센스를 합의하였다. 특히 양
극재 NCM의 화학식을 제시한 특허로 이 기술을 이용하여 리튬-이온전
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원천특허로 분석된다.

<그림 3>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 NCM(Li[Ni,Co,Mn]O2) 소재
(미국 등록특허공보 US6964828호, 3M社)

여기서,
10 : 리튬-이온 셀 12 : 양극(캐소드) 14 : 음극(에노드)
16 : 디스크 스프링 18 : 스페이서 판 20 : 분리막
24 : 금속 캡 26 : 케이스 27 : 가스켓

그림 4는 Toray社가 출원한 리튬-이온전지의 탄소섬유 및 도전성 섬
유로 구성된 분리막에 관한 기술로서 특허 US5677084호를 통해서 제시
하였다. 이 특허는 탄소섬유와 금속이 피복된 도전성 섬유를 가지고 분
리막에 관한 특허로서 Toray社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송에 사용한
특허이며, 특허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Toray社가 패소했지만, 이차
전지에 탄소섬유 및 도전성 섬유를 사용하려는 기업이 경우 반드시 검
토해야 하는 특허이다.

<그림 4> 리튬-이온전지의 탄소섬유 및 도전성 섬유로 구성된 분리막
(미국 등록특허공보 US5677084호, Toray社)

그림 5는 LG 화학에서 출원한 리튬-이온전지의 다공성 분리막에 관
한 기술로서 특허 US7662517호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이 특허는 국내
기업인 LG 화학이 SK 이노베이션에 소송한 특허로서 폴리올레핀 계열
의 분리막과 코팅된 활성층 및 무기물 입자들 사이에 기공구조가 형성
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지만, 특허 심판원에서 일본의 JP11-080395
호 외 2건의 특허에 의해서 최종 무효심결이 내려졌기에 특허권의 효력
이 상실된 특허이다.

<그림 5> 리튬-이온전지의 다공성 분리막
(미국 등록특허공보 US7662517호, LG 화학)

3. 결    론

본 지면에서는 ESS(Energy Storage System) 기술동향에 대해서 검
토하였으며, 현재까지 리튬-이온전지분야의 기술이전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리튬-이온전지분야의 기술이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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