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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즉시 배터리 충전” 기술 개발, 전기차 급속 확산 계기 전망 

 퍼듀 대학의 존 쿠쉬먼 교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를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즉시’ 충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 다공질체 학회에서 퍼듀 대학의 대기·행성학 및 수학 교

수인 존 쿠쉬먼은 “다공성 매체에 대한 비혼화성 유체의 산화 환원 반응-무격막 전지 응용”이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존 쿠쉬먼은 이미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배터리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IF-배터리

(battery)’라는 기업을 공동 설립했는데, 즉시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의 개발을 목표로 함 

 IF-배터리의 제품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 큰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주

유소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에 휘발유를 보충하듯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에 신속

한 충전이 가능해지기 때문 

 존 쿠쉬먼은 테슬라 같은 전기차의 인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여전히 기존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최대 

과제는 배터리의 충전 시간과 실제 차량 충전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 

 수십 초 만에 주유를 하는 기름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 운전자는 운전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전기차 배터리가 채택하고 있는 기술은 전용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

문에 충전소 확충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IF-배터리의 기술은 지하 배관 시스템, 철도화물 운송 시스템,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의 활용

이 가능해, 상용화 시 충전 인프라 확충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 연료 전지는 발전막의 ‘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IF-배터리의 제품은 이러한 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막 전지’임 

 기존 연료 전지는 막 오염 문제가 있어 재충전 횟수에 제한이 생기며 많은 배터리 화제의 원인

이 되는데, IF-배터리는 무막 전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안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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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 전용 충전소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함 

 또한, IF-배터리는 운전자가 가솔린 탱크에 연료를 보급하는 것처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

차에 액체 전해질을 보충함으로써 배터리 액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함 

 이 액체 전해질에는 물과 에탄올 또는 메탄올 

용액이 사용되며, 사용된 것은 회수 후 태양

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으로 재충전 되어 

몇 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한데, 무엇보다 이 

기술은 지하 배관 시스템이나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 

 즉시 충전이 가능한 데다, 기존 시스템을 충

전 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IF-배터리

의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전기차와 하이브리

드 차량의 확산을 앞당길 또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Perdue, 7. 1 & Gigazine, 8. 16.) 

<자료> Perdue University 

[그림 1] 기존 시설을 활용한 전기차 즉석 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