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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신에너지공학과) 

RFB 기술 개발 동향

‥

1. 서 론

1997년‥교토의정서‥채택‥이후‥2020년‥전세계

의‥온실가스‥감축방향을‥담은‥합의문‥‘파리‥기

후협정’이‥프랑스‥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

국총회‥(COP21)에서‥채택되었다.‥따라서,‥파리‥

협약의‥타결로‥세계는‥화석연료‥0%,‥신재생에

너지‥100%‥시대로‥진입하게‥되었다.‥하지만‥신

재생에너지는‥자연에서‥발생하는‥에너지원‥(태

양,‥바람‥등)을‥원천으로‥하기‥때문에‥자연‥현상

에‥따라‥출력‥변동이‥심해‥발전량‥조절이‥용이

하지‥않아‥신재생에너지의‥안정적‥활용을‥위해

서는‥신재생‥에너지의‥변동성을‥관리‥할‥수‥있

는‥대안이‥필요하다.‥이를‥위해‥최근‥에너지저

장‥시스템‥(ESS)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

다.‥ESS는‥생산된‥전력을‥발전소,‥변전소‥및‥송

전선‥등을‥포함한‥각각의‥연계‥시스템에‥저장한‥

후,‥전력이‥필요한‥시기에‥선택적-효율적‥사용

을‥통해‥에너지‥효율을‥극대화‥시키는‥시스템으

로‥야간에‥유휴‥전력을‥저장하고‥전력소모가‥심

한‥주간에‥저장된‥전력을‥사용함으로써‥전력의‥

효율적‥사용이‥가능하도록‥만든‥장치로‥정의할‥

수‥있으며‥최근‥이차전지를‥이용한‥ESS‥연구가‥

활발히‥진행되고‥있다‥[1-3].

ESS에‥적용할‥수‥있는‥이차전지‥종류는‥매

우‥다양하지만‥그‥중에서도‥용량‥및‥출력‥설계

가‥용이하고‥전극과‥전해액이‥분리되어‥안전

한‥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RFB)가‥최근‥대용

량‥전력저장‥이차전지로‥많은‥관심을‥받고‥있다‥

[2,3].‥RFB란‥reduction‥(환원),‥oxidation‥(산

화),‥flow‥(흐름)의‥단어를‥합성한‥것으로‥작동

원리는‥산화수가‥변화하는‥금속‥이온을‥전해액

에‥녹여서‥탱크에‥저장‥한‥후‥펌프를‥이용하여‥

양/음극‥전해질을‥전극에‥공급하여‥전극‥표면에

서‥금속‥이온의‥산화·환원‥반응을‥이용하는‥시

스템으로‥충방전‥반응에‥의해‥발생한‥양이온‥또

는‥음이온이‥이온‥교환막을‥통해‥이동하여‥에너

지를‥저장하는‥방식이다‥(그림‥1).‥

양극전해액과‥음극전해액을‥구성하고‥있는‥레

독스‥커플의‥표준전극‥전위‥차이로‥기전력이‥결

정되는‥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는‥1973년‥미

국‥NASA‥(National‥Aeronautics‥and‥Space‥

그림 1. 레독스 플로우 이차전지 개략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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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의‥LRC(Lewis‥Research‥

Centre)에서‥Fe/Cr‥[5]‥레독스‥플로우‥이차전

지를‥개발한‥것을‥시작으로‥V/V‥[6,7],‥Zn/Br‥

[8],‥Zn/Ce‥[9],‥V/Br‥[10],‥V/Fe‥[11]‥등‥수

계에서‥구동‥될‥수‥있는‥수많은‥종류의‥레독스‥

플로우‥이차전지가‥개발되었으며‥현재도‥다

양한‥종류의‥레독스‥이차전지가‥개발되고‥있

다.‥따라서‥본‥기고에서는‥상기‥언급된‥다양한‥

RFB중‥상용화에‥근접한‥RFB의‥기술‥개발‥동

향에‥대해서‥논의해‥보고자‥한다.‥

2. RFB를 이용한 ESS 기술개발 동향

2.1 Fe-Cr RFB 기술 개발 동향

Fe-Cr‥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는‥미국‥

NASA에서‥최초로‥개발한‥RFB로‥양극은‥

Fe3+/Fe2+의‥산화-환원‥반응을‥이용하고‥음극

에는‥Cr3+/Cr2+의‥산화-환원반응을‥이용하여‥

에너지를‥저장한다.‥Fe-Cr‥RFB의‥특징은‥사

용되는‥활물질의‥가격이‥매우‥저렴하기‥때문

에‥가격‥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사용되는‥활

물질인‥Fe와‥Cr이‥넓은‥온도‥영역에서‥상안정

성을‥가지고‥있다는‥장점이‥있지만‥이온‥크로

스오버에‥의한‥낮은‥에너지‥효율‥및‥용량‥감

퇴에‥대한‥단점을‥가지고‥있다.‥Fe-Cr‥RFB에‥

사용되는‥전극은‥카본‥펠트가‥가장‥많이‥사용

되고‥있으며‥멤브레인은‥양이온‥또는‥음이온‥

교환막이‥이용되고‥있다.‥또‥다른‥특징으로는‥

Cr3+/Cr2+의‥느린‥반응‥속도‥개선을‥위하여‥음

극쪽에‥상기‥반응‥속도‥향상을‥위한‥촉매제를‥

사용한다는‥것이다.‥

Deeya‥Energy는‥2004년‥NASA에서‥개

발한‥Fe-Cr‥RFB를‥이용하기‥위하여‥설립된‥

회사로‥그림‥2에‥나타낸‥바와‥같이‥1~5‥kW

급‥Fe-Cr‥RFB‥(모델명‥:‥ESP‥series)를‥개발

하여‥판매하기도‥하였으나‥2013년‥IMERGY‥

POWER‥SYSTMES로‥이름을‥바꾸면서‥현재

는‥바나듐‥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로‥사업을‥

전환한‥상태이다.

반면,‥2008년‥설립된‥미국의‥Enervault사

는‥현재까지‥Fe-Cr‥RFB를‥이용한‥ESS‥개발

을‥진행하고‥있는‥회사로‥Fe-Cr‥RFB의‥단점

인‥이온‥크로스오버‥현상을‥억제하기‥위한‥기

술‥개발을‥통해‥Fe-Cr‥RFB의‥상용화를‥위한‥

기술‥개발을‥완료하여‥(그림‥3)‥2014년에‥미

국‥캘리포니아주의‥almond‥farm‥(186kW‥PV‥

시스템)에‥세계‥최초로‥250‥kW급‥Fe-Cr‥RFB‥

설치를‥완료하고‥실증‥중에‥있다‥(그림‥4).‥

 그림 2.  Deeya Energy (현 IMERGY POWER 
SYSTEMS)에서 개발했던 Fe-Cr RFB ESP 
series (출처 : www. Forbes.com).

그림 3.  EnerValut사에서 개발한 Fe-Cr RFB 시스템 
개략도 (출처 : EnerVault사 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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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ll Vanadium RFB 기술 개발 동향

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는‥Fe-

Cr‥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의‥단점인‥이온‥크

로스오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단일‥활물

질로‥구성된‥레독스‥커플에‥대한‥연구가‥시작

되면서‥University‥of‥New‥South‥Wales의‥

Maria‥Skyllas-Kazacos‥교수에‥의해서‥개발

되었다.‥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

양극에서는‥V4+/V5+의‥산화-환원‥반응을‥음극

에서는‥V2+/V3+의‥산화-환원‥반응을‥이용하여‥

에너지를‥저장하는‥시스템으로‥Fe-Cr‥레독스‥

플로우‥이차전지와는‥다르게‥이온‥크로스오버‥

현상이‥적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전바나듐

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에‥사용되는‥전극

은‥카본펠트가‥가장‥널리‥사용되고‥있으며‥이

온‥교환막으로는‥Nafion이‥가장‥많이‥사용되

고‥있다.‥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

는‥낮은‥이온‥크로스오버로‥인한‥장수명,‥상대

적으로‥높은‥에너지‥효율과‥같은‥장점으로‥인

하여‥현재까지‥알려진‥레독스‥플로우‥이차전

지‥중‥상용화에‥가장‥근접한‥레독스‥플로우‥이

차전지로‥전‥세계‥많은‥나라에서‥상용화를‥위

한‥다양한‥실증‥및‥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

중이다.‥

IMERGY‥ Power‥ Systems는‥통신용‥백

업‥전원‥및‥off-grid에‥적용할‥수‥있는‥바나

듐‥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를‥이용한‥5‥kW

급‥ESP‥5‥ series를‥제작하여‥소규모‥전력저

장‥시스템에‥판매하고‥있다.‥일본의‥스미토

모‥전기는‥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

지‥실증‥및‥상용화에‥가장‥선두업체로‥2012

년에‥요코하마‥제작사에‥200‥kW‥태양광‥발

전‥계통‥연계형으로‥1‥MW/5‥MWh급‥바나

듐‥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를‥설지하였으며‥

2015년‥말에는‥Hokkaido‥Electric‥Power‥

Co.‥ Inc.‥ (HEPCO)와‥Hokkaido에‥있는‥

Minamihayakita‥Transformer‥Station에‥전

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를‥이용한‥

그림 4.  EnerVault사에서 Almond Farm에 설치한 
250 kW급 Fe-Cr RFB (출처 : www.sandia.
gov자료 수정).

그림 5.  스미토모 전기에서 설치한 전바나듐계 레
독스 플로우 이차전지 (a) Yokohama (출처 
: http://energystoragereport.info), (b) 
Hokkaido (출처 : http://global-sei.co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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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전력저장‥시스템을‥설치‥완료‥하였다

고‥발표하였다.‥여기에‥사용된‥전바나듐계‥레

독스‥플로우‥이차전지의‥출력은‥15‥MW이며‥

용량은‥60‥MWh로‥지금까지‥설치된‥세계‥최

대‥규모의‥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라‥할‥수‥있

다.‥중국의‥Prudent‥Energy사는‥250‥kW급‥

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스택‥및‥

모듈을‥가지고‥있으며‥전세계적으로‥활발하게‥

판매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

외에도‥Gildemeister,‥UniEnergy,‥OCI,‥H2,‥

누리플랜,‥스탠다드‥에너지‥등‥많은‥기업체에

서‥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상용

화를‥위한‥많은‥연구‥및‥실증사업을‥수행하고‥

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3 Zn-Br RFB 기술 개발 동향

Zn-Br‥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는‥1970년

대‥EXXON에서‥개발한‥레독스‥플로우‥이차전

지로‥전바나듐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대

비‥작동‥전위‥및‥에너지‥밀도가‥높아‥전바나듐

계‥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와‥더불어‥상용화

에‥근접한‥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로‥알려져‥

있다.‥Zn-Br‥레독

스‥플로우‥이차전지‥

양극에는‥Br2+/Br3+

의‥산화-환원‥반응

이‥이용되고‥음극

에는‥Zn/Zn2+의‥산

화-환원‥반응이‥이

용된다.‥Zn-Br‥레

독스‥플로우‥이차

전지에서는‥양극활

물질인‥ Bromine

은‥ 전해액에‥직접‥

녹여쓰는‥방식‥보

다는‥ quaternary‥

ammonium‥ salt

와‥착화‥시켜‥사용

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며‥전극으로는‥카

본-polymer‥composite,‥graphite‥또는‥Ti‥

금속‥등이‥사용되며‥이온‥교환막으로는‥SiO2
가‥채워진‥다공성‥구조의‥폴리에틸렌‥또는‥양

이온‥교환막을‥사용한다.‥Zn-Br‥레독스‥플로

우‥이차전지의‥단점으로는‥Zn‥dendrite‥형성‥

및‥높은‥자가방전률,‥양극과‥음극의‥반응성‥차

이에‥의한‥높은‥분극‥현상이라고‥할‥수‥있다.‥

롯데케미컬은‥미국의‥ZBB사와‥기술‥제휴를‥

통해‥국내에서‥유일하게‥Zn-Br‥레독스‥플로

우‥이차전지를‥개발하는‥업체로‥롯데마트‥평

택지점에‥250‥kW급‥Zn-Br‥레독스‥플로우‥이

차전지를‥이용한‥ESS를‥설치해‥실증사업을‥수

행하고‥있으며‥2014년에는‥Zn-Br‥레독스‥플

로우‥이차전지가‥적용된‥100‥kWh급‥ESS를‥

충남‥대산공장‥사옥에‥설치하여‥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미국의‥Primus‥Power사는‥캘리포니아‥샌

프란시스코에‥위치한‥Zn-Br‥레독스‥플로우‥

이차전지‥생산업체로‥한‥개의‥탱크를‥이용하

여‥양극과‥음극에‥전해액을‥공급하여‥충방전‥

하는‥Zn-Br‥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를‥개발

하였다.‥또한‥카본‥소재‥전극이‥아닌‥금속소

그림 6.  Prudent Energy사에서 설치한 VRFB ESS 실증 site (출처 : 
Prudent Energy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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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극을‥사용하였으며‥separator를‥사용하

지‥않는‥스택‥개발과‥같은‥혁신적인‥기술을‥

적용하여‥Zn-Br‥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의‥

상용화에‥노력하고‥있다.‥Primus‥Power사

는‥상기‥기술‥개발‥결과를‥이용하여‥20‥kW급‥

EnergyCell‥개발‥및‥EnergyCell을‥module

화‥한‥250‥kW급‥Energypod를‥개발‥완료하

여‥MCAS‥Miramar에‥실증실험을‥진행하고‥

있다.

Redflow사는‥호주의‥브리즈번에‥위치한‥

Zn-Br‥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생산업체

로‥3~5‥kW급‥Zn-Br‥레독스‥플로우‥이차전

지‥모듈‥3개(ZBM1,‥ZBM2는‥3‥kW‥모듈이며‥

ZBM3는‥5‥kW‥모듈)를‥개발완료‥하였으며‥최

근‥기존‥제품‥대비‥40%가격이‥저렴한‥5kW‥모

듈‥ZBM3을‥60개‥연결한‥300‥kW급‥LSB를‥제

작‥완료하였다고‥보도하였으며‥이를‥이용한‥

다양한‥실증사업을‥호주‥여러지역에서‥진행하

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맺음말

최근‥화석연료의‥고갈‥및‥지구온난화로‥인

하여‥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

고‥있으며‥파리협정‥체결‥이후‥신재생에너지

의‥효율적‥사용에‥더욱‥더‥많은‥관심이‥기울어

질‥전망이다.‥따라서‥본‥기고에서는‥ESS에‥적

용할‥수‥있는‥이차전지‥중‥장수명‥운전이‥가

능한‥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에‥대한‥기본‥원

그림 7.  롯데케미칼이 Zn-Br 레독스 플로우 이차전지
를 이용하여 설치한 ESS (a) 롯데마트 평택지
점 (250 kWh), (b) 대산 공장 사옥 (100 kWh) 
(출처 : www.etnews.com).

그림 8.  P r i m u s  Po w e r 사 에 서  개 발 한  Z n -
Br  레독스 플로우 이차전지 및 MCAS 
Mirama 실증 단지 모습 (출처 : www.
energystorageexchange.org).

그림 9.  RedFlow사에서 개발한 Zn-Br 레독스 플로
우 이차전지 모듈 (ZBM1, ZBM2, ZBM3) 및 
ZBM3가 60개 사용된 LSB (출처 : redflow.
co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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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및‥기술개발‥동향에‥대해서‥설명하였다.‥레

독스‥플로우‥이차전지는‥장수명,‥우수한‥안전

성‥및‥설계‥자유도가‥높아‥출력‥및‥용량‥설계

가‥자유롭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대용량의‥

ESS에‥적용하기‥상당히‥매력적인‥이차전지라

고‥할‥수‥있다.‥이러한‥많은‥장점으로‥인해‥레

독스‥플로우‥이차전지를‥이용한‥ESS‥기술개

발은‥전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받고‥있으며‥

상용화를‥위한‥많은‥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

나‥아직까지‥가격적인‥측면과‥기술적인‥측면

에서‥해결해야‥할‥당면과제가‥있어‥상용화까

지는‥가는데‥더‥많은‥투자와‥노력이‥필요하다

고‥할‥수‥있다.‥레독스‥플로우‥이차전지는‥리

튬이차전지와는‥다르게‥대량‥생산‥체계가‥이

루어져‥있지‥않고‥관련‥산업이‥활성화‥되어‥있

지‥않아‥가격‥측면에서‥현‥수준에서는‥리튬이

차전지‥대비‥고가임이‥확실하다.‥레독스‥플로

우‥이차전지의‥상용화를‥앞당기기‥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가장‥큰‥당면‥과

제라‥할‥수‥있다.‥또‥다른‥당면‥과제로‥제기‥할‥

수‥있는‥것은‥낮은‥에너지‥효율과‥낮은‥에너지‥

밀도라고‥할‥수‥있다.‥지금까지‥다양한‥레독스‥

커플을‥이용한‥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으나‥

낮은‥에너지‥효율과‥낮은‥에너지‥밀도를‥극복

하기에는‥한계점을‥가지고‥있으며‥이를‥해결

하기‥위한‥많은‥기술적‥노력이‥필요하다고‥할‥

수‥있다.‥마지막으로‥국내‥레독스‥플로우‥이차

전지‥기술개발‥현황은‥후발주자임에도‥불구하

고‥큰‥기술적‥진보를‥이루었으나‥아직까지‥선

진국‥수준에는‥도달하지‥못한‥상태로‥이를‥극

복하기‥위해서는‥기업‥및‥정부의‥끊임없는‥관

심과‥투자가‥필요하다.‥또한‥레독스‥플로우‥이

차전지에‥사용되는‥핵심부품‥대부분이‥수입에‥

의존하고‥있는‥실정으로‥핵심부품에‥대한‥기

술개발‥투자‥또한‥동시에‥이루어져야‥글로벌‥

시장에서‥우위‥선점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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