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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손종태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나노화학소재공학과)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개발 동향

1. 서 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

는 수단 또한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전자

부품의 규모와 용도는 계속적으로 다변화되는 추

세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부품의 심장

으로 비유되는 이차전지의 효율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지에 요구되는 특성은 그 용도에 따라 중요

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전자기기의 소형화, 경량

화, 고기능화에 부합하여 그 전원으로서 고에너

지밀도, 긴 수명을 가진 전지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원자

량이 작고, 낮은 표준 환원전위를 가진 리튬을 전

하전달자로 사용하는 리튬계 이차전지에 관한 연

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

발하다. 이미 리튬계 이

차전지의 경우는 휴대

전화(cellular phone), 

캠코더 (camcorder), 

노트북 컴퓨터(laptop 

computer) 등 작동 시 

고전류밀도를 필요로 하

는 기기의 전원으로서

는 가역성을 가진 전지

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대용량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자동차에의 응용 

면에서도 주요 사용처의 경우 리튬 이차전지의 

개발이 유망하다 

특히, 최근 유가 급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본

격화 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시스템

의 개발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정의

한 후 활용 분야와 그 시장성, 그리고 제품 및 기

술 개발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정의 및 범위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시 전력을 공급

그림 1.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념.



22 테마

테 마 기 획     _ 박막·태양전지

하여 전력피크를 관리, 

감축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그림 1에 나타

나듯이 전기화학적 및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성의 극대화를 이루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

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

는 에너지 저장시스템

을 일컫는다 [1].

2010년 이전 주로 사용되고 있는 ESS

는 양수발전(PHES, pumped hydro energy 

system) 및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등이 있다.

양수발전은 잉여의 전기를 활용하여 아래쪽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보관하였다가, 전기

가 필요한 경우 수력발전을 통하여 다시 전기를 

생성시키는 저장 방식이며, UPS는 정전시 기계

나 컴퓨터 정보 등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

용되는 것으로, 순간적인 에너지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연구·실증사업이 진행되

고 있으며 NaS 전지등은 상용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NaS 전지의 저출력 특성과 안정성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리튬계 이차전지 등 다양한 에

너지 저장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4].

소형·중형·대형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포괄

하는 미래 에너지 활용영역으로 요소 및 제조기

술을 포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기술을 분류할 

수 있다. 

-  모바일용 이차전지 기술을 이용한 소형 에

너지 저장시스템

- 그린카 및 가정용 중형 에너지 저장시스템

-  대형전지, 분산 전원용 대형 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기화학 및 기계적 대형 에너지 저

장시스템

표 1.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정리.

그림 2. 에너지 저장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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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와 같이 전후방 가치사슬 기술분류를 

통해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정리하였

는데,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실증 및 저

단가화가 진행중이며, 비리튬계 및 기계적 에너

지 저장시스템의 경우 요소기술 개발 및 셀 안

정화 등의 기초연구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장 실용화에 근접해 

있는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중심으로 기

술개발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작동 특성

그림 3은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작동

원리이다.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특성으

로 양극 및 음극의 전위 차를 나타내는 전압 특

성 외에 전위평탄성이 있다. 전위평탄성은 방

전 중 전위 변화가 적을수록 우수하다. 실용적

인 전지는 사용 전위구간에서 충전 및 방전 전

기량이 큰 재료로 구성되어 용량 및 출력이 커

야 한다. 에너지밀도 특성은 전지용량, 평균 방

전전압, 전지중량, 전지체적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전지의 기본 특성이다. 우수한 이차전지는 

충방전에 따른 가역성이 우수하여야 하고, 재료

의 구조붕괴가 없어야 한다. 리튬계 에너지 저

장시스템은 충방전의 따른 재료의 구조 붕괴가 

적은 구조 삽입 및 탈착 재료를 사용하는 전지

로서 기존의 다른 전지보다 현저히 개선된 전

기화학 특성을 가진다. 리튬 이차전지의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의 활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 성능을 유지하면서 획기적인 가격 

절감을 통한 다른 에너지 저장시스템과의 경쟁

력 확보가 기술개발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의 중요성 

여름·겨울철의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대

규모 정전사고, 일본 원전사태 및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산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 

전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량·저

비용의 ESS 개발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

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 확산은 새로운 

ESS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간대 및 계절별 변동이 큰 전기부하를 평준

화시켜 전반적인 부하율을 향상시킬 경우, 발전

단가를 낮추고 전력설비 증설에 필요한 투자비

와 운전비 등을 절감하게 되어 전기요금 인하 

등의 추가적인 효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 저장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

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 비율이 10%를 상회

하는 경우, 전체 전력망

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

력품질에 심각한 피해

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10].

5.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주요 핵심기술 

리 튬 계  에 너 지  저그림 3. 리튬 이차전지의 충방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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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스템은 양극/음극/전해질/분리막 등 4

대 핵심소재를 적용하여 단위전지 양산화 기

술을 개발하였고, 이들 전지를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과 함께 모듈화(module)

하는 기술, 모듈화한 전지와 BMS를 시스템화

(system)하여 PCS(power control system)으

로 개발하는 단계의 기술 및 이와 함께 실증 및 

보급사업을 구분된다.

단위의 각 전지는 각각의 고유한 용량과 저항

을 가지므로 전지를 통합적으로 안정한 전압 범

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BMS 기술이 대용

량 전지에서 필요하고, PCS 기술은 전력제어 

기술이며, 주어진 모듈전지에 맞게 설계 제작하

고 운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핵심은 전지를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BMS와 PCS를 전지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다

양한 종류에 응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1-13]. 

 

6. 기술 및 시장 발전전략 및 전망

6.1  (국내) 전력저장 용량을 중대형화하기 
위한 ESS개발에 주력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6개의 정부지원 ESS 

기술개발 과제 진행 中 ('13년 예산 규모: 224

억원)이며 가격·수명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는 원천기술 및 3년 내 산업화가 가능한 ESS 

상용화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다.

전력품질 향상용 단주기 에너지 저장장치는 

납축전지, Ni-MH전지, 리튬 이온전지, 슈퍼 커

패시터, 플라이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

력수요가 적을 때 유휴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

가 많을 때 사용하는 장주기 에너지 저장장치로 

나트륨황전지, 레독스 흐름전지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14-19].

　

6.2  (국내) 부품소재 기술수준 및 상용화 
정도는 선진국보다 열세

리튬 이온전지, 슈퍼 커패시터, 플라이휠 등 

일부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그 외 

기술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 수준이며, 우리나라

는 기업, 연구소 등에서 기술개발을 활발히 추

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상용화 정도 등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 열세이다 [14-19].

국내에서는 산업부에서 '20년까지 총 8.4조

원(기술개발 2조원, 정부 0.5조원, 민간 1.5조

원, 설비구축 4.4조원(민간중심))규모 R&D 투

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단기적으로 R&D 실증 및 상용화, 중장기적

으로 원천기술개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3~5

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시장 주도형 기술개

발, 마그네슘전지, 금속-공기전지 등 차세대 이

차전지 원천기술개발을 진행하고 미국, 일본 등 

우수기술 보유 국가와의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무라보고서 추정 에너지 저장장치용 이차

전지 시장은 '15년 15.6억불로 시장 성장성이 

표 2.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핵심기술.

분류 상세 헥심기술  세부기술

리튬계 
에너지

저장시스템

초저가, 고용량 전극소재 기술
· 상대적으로 고가의 전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전극소재(양극/음극)의 고용량 또는 저가화 제조기술 개발이 필요함

고안정성, 고신뢰성 저가 기타소재 기술 
(분리막, 전해액, 외장재, 탭 등)

· 전지의 대형화에 따라 중요해진 안전성 문제 및 장수명으로 사용하기 위
해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분리막 및 전해액이 저가로 개발되어야 함

· 장수명 사용을 위한 외장재의 내구성 향상 및 높은 전류 사용으로 인한 
고신뢰성 탭 개발도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대용량, 대면적 단전지 기술
· 중대형 전지의 고에너지밀도 구현을 위해서는 단전지의 대면적, 대용량

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Mosule화 기술, BMS/PCS 기술

· 단위 셀별 Grouping, Balancing 기술 적을을 통한 Block module 
control system 개발이 필요함

· 온도, 전압, 저항 등을 정밀하게 저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BMS/PCS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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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

구분
세계최고
기술업체

주요국내업체 R&D기술
기술수준(세계최고) : 100

원천 부품소재 제조

리튬이온전지
미쓰비시중공업, 
GS유아사(일)

삼성SDI, LG화학 응용제품개발 55 70 95

나트륨황전지 NGK(일) 포스코 초기개발 35 35 30

레독스흐름전지
Prudent 

Energy(중)
OCI, 

호남석유화학
초기개발 40 60 45

슈퍼커패시터
파나소닉(일), 
MAXWELL(미)

네스캡, 
LS엠트론

응용제품개발 50 55 80

플라이휠 보잉(미) 전력연구원 제품개발 70 60 70

압축공기저장 PG&E(미) 삼성테크윈 초기개발 50 70 55

표 4.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20년 계

R
&
D

정부 376 391 455 488 385 2,951 5,046

민간 1,128 1,174 1,366 1,465 1,1547 8,854 15,141

계 1,504 1,565 1,821 1,953 1,539 11,805 20,187

실비투자 840 1,375 2,306 3,058 2,578 34,243 44,400

표 5. 세계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전망. 
(단위 : 조 원)

연 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

시장규모 10.6 16.0(12.0) 28.1 42.5 58.6

※ ESS 주요기업의 투자 계획을 반영해 민간부문 투자액 산출

※출처: 삼성SDI (2012년 국회보고자료) 

그림 4. ESS용 이차전지 시장.

2012년 2015년 2020년

UPS용 10.5 9.5 10.2

전력용 3.4 16.2 38

가정용 0.3 1.4 5.4

합 계 14.2 27.1 53.6

그림 5. ESS용 리튬 이차전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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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UP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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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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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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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5 2020

가정용

전력용

UPS용

합계

(단위 : $B) (단위 : $B)

2012년 2015년 2020년

UPS용 0.2 1.3 5

전력용 0.5 4.2 9.7

가정용 0.1 1.6 4.6

합 계 0.8 7.1 19.3

※출처: 삼성SDI (2012년 국회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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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분야이며, 삼성SDI는 에너지 저장장치

용 이차전지 시장규모를 '12년 142억 달러에서 

'20년 536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7. 정책적 제언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전력산업에 종속된 분

야이다. 전력산업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강하

며 투자 회수 기간도 매우 긴 산업으로, 개별 

단위의 주체가 경제성의 관점으로 단기적인 수

익성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임을 인

식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은 구조적으로 변화에 매우 소

극적일 수 밖에 없다. 전력망은 전력의 안정적

인 공급을 생명으로 하며, 주요 장비기기들의 

사용 수명이 길고 전력망 전체 관점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변화에 보

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전력 부문은 국가적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부

문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중시되고 로컬기반

의 기업이 유리한 산업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의 

탄탄한 역량 축적이 없으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인 개발/실

증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효율을 일정 수준을 유

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므로, 전지-부품-시스템 가격 절감을 통한 

경쟁국 대비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장

기간 실증이 바탕으로 되어야만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다. 

에너지 저장시스템 산업을 국가 전력망의 기

본 구성 요소로서 국가 전력망의 최적의 운영 

효율을 달성하고 돌발적인 전력 공급 중단 리스

크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전력망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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