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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 구성에 관한 

기술동향 분석

요 약

전기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EV, HEV, LEV 등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백만개 

이상의 리튬-이온 폐배터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배터리는 잔여용량이 80%수준에서 교체되

고 있어서 화학적 분해를 통한 재활용 이전에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이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

여 다양한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의 기술 및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저장장치 구성방법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 등을 알아본다.

Ⅰ. 서 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 연비 규정 및 이산화탄소 배출

량 허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

다. 또한 석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어 

연비가 우수한 전기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0년에는 연간 370만대 (하이브리드카 포함시 

600만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계가 차지하는 원가비중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

전기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 대

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메모리 효과가 없는 등 여러 장점이 존

재하나 가격적인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조 기

술의 향상,재료비의 원가 절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획기적인 개선안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개선안의 하나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차적 사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에너지의 사용비중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

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약 1.2kWh에서 32kWh 정도이나 높은 충,방전율(P/E Ratio 

or C rate)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충,방전율은 4 C rate에서 14 Crate 정도로 다른 리튬이온 배

터리 제품 대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

는 배터리는 고출력용 배터리가 필요하다[2].그림 1. 전기차 시장전망

그림 2. 전기차 부품별 원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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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고효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의 보증기간은 

통상 8~10년이며, 이후 축전 능력은 저하되나 기존 용량 대비 

약 80%수준에서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본고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

치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폐배터리를 분해 분석하여 간략하게 

나마 폐배터리를 사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성능

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효

율적인 에너지저장장치 구성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석

당사에서는 ‘xEV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500㎾h급) 기술 개

발 및 실증’ 과제수행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 구성을 위

해 다양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입수하여 그 구성과 잔존성

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자체의 성능 분석을 위

해 아래와 같은 진단환경을 구성하고, 폐배터리의 충방전 테스

트를 통해 잔존용량을 분석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상기 분석환경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에서 사용 후 교체한 폐

배터리를 분해하여 각 셀들의 잔존용량을 실측하였다. 

초기용량 5,300Ah 배터리 팩의 분석결과 0.2C-rate로 충전

했을 때 약 4,464Ah의 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초기대비 

약 84.2%의 잔존용량을 보였다.

동일한 배터리를 0.5C로 충전하였을 경우 4,343Ah 용량으로 

약 81.9%, 1C 충전의 경우 4,274Ah 용량으로 약 80.6%, 2C 

충전의 경우 4,267Ah 용량으로 약 80.5%의 잔존용량을 보이

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가 신품대비 

70~80% 수준에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폐배터리

가 약 80%이상의 성능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입수한 폐배터리 분석과 배터리를 모듈단위 혹은 

셀단위에서 에너지저장장치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배

터리를 분해하는데 소요되는 공수도 분석해 보았다.

입수한 폐배터리 팩을 모듈단위까지 분해할 경우 일반전기자

그림 3. 자사 배터리 분석 환경

그림 4. 폐배터리 분해 사진

그림 5. 배터리 BMS 통신라인 분석

그림 6. 배터리 충전 그래프(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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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경우 당사 중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약 1일이 소요되었다.

전기버스 배터리팩의 경우 일정공구 및 도구가 비치 되어있을 

경우 이 또한 하루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폐배터리 재사용 ESS 기술 동향

국내에서는 아직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사용하여 에너지저

장장치를 구성하여 실제 적용한 사이트나 테스트베드는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전기차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18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폐배터리 활용방안을 연구 중이다.

지난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은‘xEV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500㎾h급)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사업의 주 내용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증가에 대

비해, 폐배터리를 등급화해 수급, 해체, 분석, 재처리 등 다시 

활용하기 위함에 있으며, 전체적인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

영하는 등 전반적인 기술 개발 목표로 지난 11월에 시작되어 향

후 3년간 진행예정이다[4].

해외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미국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으로 2010년부터 미국 켈리포니아 대학교

와 협력하여 Battery Second Use for Plug-In Electric Ve-

hicles라는 연구제목을 가지고 배터리 재사용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연구 및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이다.

특히 NREL은 3단계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배터리 재사용기술

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5].

NREL 분석결과 배터리를 재사용할 때 재사용하는 배터리의 

저장능력을 신품대비 60%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약 68.7%, 신

품대비 50%일 경우 약 31.4%의 비용절감이 비용절감이 가능하

다고 NREL은 주장했다[6].

이외에도, NREL은 재사용 배터리를 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

치를 구성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반응용(Demand 

Charge Management), 주파수조정용(Primary Frequency 

Response), 에너지관리용 (Regulation Energy Management)  

등 4가지 CASE로 구분하여 장주기 운영을 통해 전기자동차 폐

그림 7. 일반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분해순서

그림 8. 전기버스 배터리팩 분해순서

그림 9. NREL 3단계 분석과정

표 1. 폐배터리 잔존용량 산출결과

충전C-Rate
초기용량

(Ah)

현재용량

(Ah)
비율(%)

0.2 5,300 4,464 84.2

0.5 5,300 4,343 81.9

1.0 5,300 4,274 80.6

2.0 5,300 4,267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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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재사용하여 구성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성능을 입증하

였다. 

이외의 경우에는 주로 전기자동차 제조사와 ESS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프

로토타입 ESS를 구축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 중이다.

대표적인 컨소시엄으로는 스위스 전기회사인 ABB와 제너럴

모터스가 손잡고 쉐보레 전기차인 ‘볼트’의 폐배터리를 수거하

여 가정용 ESS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가정 3~5가구

에 필요한 전력을 2시간동안 공급할 수 있는 독립형 ESS프로토

타입을 제작하여 실증중이다. 

이는 가정이나 상업용을 위한 예비전력으로 전기차배터리를 

사용한 세계 최초적용 프로젝트이다.

이를 기반으로 GM은 지난해 6월 자사 전기자동차에서 수거

된 배터리를 활용하여 ESS를 구성 제공한다는 기사를 발표했

다[7].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NISSAN은 유럽의 

Enel 그룹의 자회사인 Ende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럽 전

력시장에 중고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확대 및 

이를 V2G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8].

이외에도 NISSAN은 2012년 1월부터 ABB와 Sumitomo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 재사용 컨소시엄인 4R Energy를 설립하

여 자사 전기자동차인 ‘LEAF’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9].

BMW도 자사 전기자동차인 i3의 폐배터리를 사용하여 

Mountview 지역의 BMW기술사무소에 100kWh급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다. 

BMW는 이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PG&E와 협업하여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를 수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PG&E의 신호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참여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

고 시간대별로 참여고객의 반응정도에 따라 부족분은 전기자동

차 중고배터리를 활용 구축한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수요

반응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 6월 기준으로 약 26차례

의 수요반응에 참여했다. 

PG&E는 피크시간대 BMW에게 수요관리를 요청하고, BMW

는 프로그램 참여고객에게 자율적으로 충전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이 수요반응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게는 일정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10].

자동차 제조사 르노의 경우 재사용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

여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성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 이를 활용

한 추가적인 서비스 솔루션인 Connected Energy 충전 솔루션 

E-STOR에 적용했다. 

로노는 2016년 7월 영국에서 이 서비스를 처음시작할 예정이

며, 50kW / 50kWh 사양이 적용예정이다. 

이 서비스 솔루션은 작은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성하여 

전기급전이 어려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의 서포팅 용도외에 

그림 10. GM-ABB 폐배터리 재사용 ESS

그림 12. PG&E - BMW 수요관리 프로젝트

그림 11. GM-ABB 폐배터리 재사용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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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Application을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가능하나, 

급속충전의 경우 큰 전력을 짧은시간에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전

력배선의 용량을 증량하는 배선공사가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기존의 전력배선에 대한 증량이 필요없

이 부족한 전력량은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의 솔

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보쉬, BMW, 바텐펄 3사는 2 차 배터리 연

합(Second Life Batteries Alliance) 발족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서 ESS 제조를 위해 전기자동차들로부터 사용된 배터리를 연

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3. 폐배터리 재사용 ESS 시장전망

Navigant Reserch에 따르면 2035년, 중고배터리 시장규모

는 3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2014년 16백만달러 대

비 약 20배의 시장확산이 예상된다[11].

전기자동차 보급확산속도에 미루어 짐작할 경우 전기자동차

의 수명을 10년으로 산정하였을 때 약 2025년부터는 폐배터리

의 대량산출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관련 시장확산을 위해서는 전

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성능을 보증하고 일반 전기차 소유자

부터 폐배터리 애플리케이션 수요자, 배터리 리스 사업자, 구

축·유지보수 사 업자 등이 참여하는 오픈마켓 형식의 배터리 

유통 비즈니스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중고 폐배터리의 수집, 재가공, 판매, 유지보수 에 이르는 순

환체계를 구성하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과 관련한 신시

장 창출도 가능하다[12].

그림 13. 르노 Connected Energy Solution E-Store
그림 15. 중고배터리 시장전망

그림 16. EV, ESS용 리튬이온 이차전지동향

그림 14. 배터리연합 프로젝트 그림 17. 폐배터리 재사용 비즈니스플랫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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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고에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

치를 구성할 경우를 감안하여 다양한 해외기술동향 및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알아보았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 장치 구성 관련 기

술분야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을 통한 완전한 사용을 가

능케 하는 자원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기술이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만큼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경

제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담보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해외 연

구기관 및 기업들에서 관련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생산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재사용하여 다른 에너지저장

장치로 사용한다면, 보다 저렴한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을 통

해 에너지저장장치가 보급됨은 물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

존가치 보상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가격 역시 절감되어 전기

자동차 보급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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