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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용 탄소 복합소재 기술
(Carbon Composites for Energy Storage Device)

1 기술개요

● 전기 자동차 및 소형 배터리의 고에너지 밀도 구현

  - 전극 내 활물질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도전재/바인더 저감

  - 전기전도성 및 결착 기능이 동시에 있는 다기능성 탄소 복합재 기술

● 고용량, 플렉서블 배터리 구현

  - 용량 발현 및 전기전도성을 갖는 복합소재 개발

  -  탄소 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집전체 없는 플렉서블 전극 제조

<차세대 소형 배터리 개발 트렌드>

<플렉서블 배터리 개발 로드맵>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다기능성 탄소 복합소재 기술

  - 전기전도성과 결착력이 동시에 있는 탄소 복합소재

  - 활물질 비율 향상(~20%↑) 시킨 전극 제조 가능

  - 가교 반응을 통해 기계적 물성 향상이 가능한 복합소재

    ⇒ 충/방전에 따른 수명 특성 개선 가능

● 플렉서블 전극 구현이 가능한 탄소 섬유 복합소재 기술

  - 용량 발현 및 전기전도성을 갖는 복합소재  

  - 탄소 섬유 안정화 단계에서 다양한 산화물 코팅 가능

  - 복합 소재의 고용량화를 위해 산화물의 환원 기술 

  - 탄소 섬유 복합소재 물성 극대화를 위한 분산 기술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다기능성 탄소 복합소재>

<탄소 섬유 복합소재> <산화물의 환원 기술>

(s)MgO2Si(s)2Mg(g)(s)SiO2 +→+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다기능성 탄소 
복합소재

- 전도성 물질과 바인더를 각각 투입
- 전극 내 전도성 물질과 바인더 차지하는 비율 높음
- 현재 상용 바인더의 경우 Wet strength 낮음

- 일액형 개념으로 공정의 단순화
- 전극 내 활물질 비율 및 슬러리 고형분 상향
- 가교 에 따른 기계적 물성 향상으로 수명 특성 개선 가능

탄소 섬유 
복합소재 

- 금속 집전체를 포함하여 경제성 취약
- 전극 유연성 떨어짐

- 금속 집전체 없이 전극 구현 가능
- 유연성 및 신축성 우수
- 분산 기술 : 복합 소재 물성 극대화를 위한 분산 Recipe 확보

● 탄소 기반 복합소재 제조 기술

● 탄소 섬유 제조 기술

● 탄소 소재 분산 기술

● 물성 평가 기술

● 전극 제조 기술

● 전기화학 평가 

3 시장성 및 사업성

●  탄소 복합소재는 다기능성, 고성능 소재이며, 다양한 배터리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 

●  기존 공정 이용하여 제조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  재료 단계의 원천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공정 최적화로 기술 개발 선도 가능

<리튬 응용분야 별 사용량 및 성장 (예상)>

자동차배터리 소형배터리 플렉서블 배터리 웨어러블 배터리

<플렉서블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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