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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erformance degradation of a battery in 20 kWh energy storage system (ESS) und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was studied. And energy saving of the ESS was also monitored by connecting with 20 kW photovoltaic
(PV). PV-connected ESS saved 5~7% of energy consumption in 2013 compared to that without such system in 
2012. As charge-discharge cycle increased, capacity decreased and the performance degradation was glaringly 
obvious after 40 cycles. And as charge and discharge rate increased, the performance degradation was more serious.
After 50 charge-discharge cycles, a lot of degraded product was deposited on the surface of anode and cathode
electrodes, and the cathode side was more contaminated.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the cell performance,
it was more important to protect the degradation of the cathod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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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이고, 석

유 소비량이 세계 6위인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GDP

의 8.2%(375억불)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

기 때문에 국제정세 및 대내외 환경에 따라 급변하

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은 물론, 교토 의정서에서 채택된 탄소 배

출권 거래 제도의 수용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미루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5년부터 이 제

도를 시행하여 매년 GDP의 2%를 녹색시장에 투자

하여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1%를 자발적

으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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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S connected with PV manufactured by Ruby company

지의 수요 및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최적의 대안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각광받고 있

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1-3).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

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며, 야간에 유휴전력을 저장하고 과부하시 전

력을 사용함으로써 전력의 부하 평준화(첨두부하 분

산)를 통해 발전소 건설비, 송전선 설치비 등의 투자

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율을 높

여 여름․겨울철의 전력 피크와 대규모 정전 사고 등

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한 ESS

는 출력이 불규칙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

재생 에너지원을 고품질 전력으로 변환하여 저장하

고 실시간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마트그

리드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4,5). 

ESS에는 배터리 방식과 비배터리 방식으로 구분

된다. 전자는 이차전지 내에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

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

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고용량, 고효율을 강점

으로 리튬이차전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물리적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사용

하는 식으로 양수 발전, 압축 공기저장이 대표적이

며, 대규모 저장에 적합하나 자연적 제약조건이 많

기 때문에 향후 주도적인 에너지 저장기술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S는 특별한 언급

이 없으면 배터리 방식을 의미한다
6-8). 

ESS는 배터리 자체 외에도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충전되고 방전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생산

전력을 변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력 변환 시스템(Power 

Conversion System, PCS)과 전력의 생산, 변환, 소

비 등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

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로 구성되어 

있다
9-11). 또한 ESS가 연결되는 계통 전력의 조건뿐

만 아니라 연계되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

재생 에너지와의 상호 조합 조건에 따라 다양한 영

역의 시스템들이 추가되어 더 복잡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루비에서 개발한 20kWh급 ESS

에 20kW급 태양광을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모니터링하였고,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부품인 리

튬 배터리의 충방전 운전 거동에 대한 성능 저하 특

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2.1 태양광 연계 ESS의 에너지 관리 모니터링

Fig. 1은 (주)루비에서 제작한 20kWh급 ESS에 태

양광 발전을 연계한 개념도이다. ESS는 계통 전력

과 20kW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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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S and PV installed at Hydrogen Fuel Cell Center 
in Woosuk university

Fig. 3 Cell tray (cell + BMS) and the arrangement of cell traies in a ESS

되었다. (주)루비의 ESS 특징은 Fig. 3에서와 같이 

각각의 셀에 개별적으로 BMS를 부착하여 트레이 개

념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셀의 충방전 상태

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능동형 셀 밸런싱(active 

cell balancing)이 이루어짐으로써 배터리 팩 전체의 

충방전 성능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한 셀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셀 트레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기가 쉽고 자동으로 셀 밸런싱이 이

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석대학

교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RIC) 

내에 설치하였고, 2013년 1월부터 안정적으로 작동

하였다. 이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 2013년 전력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 하

였고, 그 결과를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인 2012년 

전력 사용량과 비교하였다.

2.2 ESS의 충방전 특성 평가

ESS 성능 관리의 핵심 요소는 각 셀의 수명관리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충방

전 거동에 따른 ESS 각 셀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에 다양한 변수에 대한 

특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ESS에 대한 고속 충

방전 시험을 실시하였다.

ESS 제작에 사용된 리튬 폴리머 셀은 코캄사의 

40Ah 제품이고, 주요 사양은 정격 용량 40Ah, 정격 

전압 3.7V, CUT OFF 충전 4.2V, 2A, 그리고 CUT 

OFF 방전 2.8V이다. 전류 변화에 따른 셀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셀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분류하

고, A 그룹은 안정적인 전류(0.05C)로만 충방전하

고, B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0.5C~3C)로 충

방전하면서 전기 용량을 검토하였다. A 그룹의 충전

은 EA EL-9080 200 (사양 : 80V, 200A, 6kW)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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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at Woosuk 
RIC in 2012

Fig. 5 Change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at Woosuk 
RIC in December, 2012

서플라이를 사용한 후 방전은 EA EL-9080 600 (사

양 : 80V, 600A, 7.2kW) 로더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반면에 B 그룹은 SGI-80/375 6U (사양 : 80V, 

175A, 30kW) 파워 서플라이에 의해 충전한 후 EL- 

5000P (사양 : 100V, 300A, 5kW) 로더에 의해 방

전하였다.

ESS의 충방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40Ah 제

품 20개를 연결하여 실험용 ESS를 제작하였다. 그

리고 16 채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otentiostat

을 사용하여 전력 특성을 평가하였다. 충방전 전후

의 셀의 내부 전극 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글

러브 박스 내에서 수분을 제거한 조건에서 분해한 

후 전극 표면에 석출된 불순물 석출 형상 및 성분을 

SEM/EDX를 사용하여 관찰 및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의 년간 전기 사용 패턴

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2년 전기 사용량 추이를 분

석하였다(Fig. 4).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들의 안

정적인 운전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실별 항온 

장치가 배치되어 있으며, 실내온도가 25°C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동절기 전력 사용

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상과 다른 점

은 하절기에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이 높

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것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

았다는 점이다.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의 일별 전기 사용 패턴

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전력 사용패턴을 

모니터링 한 후 동시간대 전력 평균값을 Fig. 5에 나

타내었다. 근무시간 전력 사용량이 약간 증가하였으

나, 예상과는 달리 그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구실 실내온도가 

25°C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전기 사용

량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루비의 ESS는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시간

에 전력을 계통으로 방전하거나 계통으로부터 충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2년 12

월 전력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간에 태양광에 의해 생성된 전기를 직접 이용하여 

연구실 냉난방기를 운전하도록 설정하고, 잉여 전기

를 ESS에 충전한 후 야간에 이 잉여전기를 사용하

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이 반영된 2013년 

3월 전력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이 주

야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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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at Woosuk 
RIC in March, 2013

Fig. 7 Effect of ESS on the change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at Woosuk RIC

Fig. 8 Cell voltage–capacity curves for unit cell at various 
C-rates: charge 4.2V cut-off CCCV, discharge 2.8V cut-off

ESS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판단되며, 전체적

인 사용량이 약간 감소한 것은 12월과 3월의 계절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Fig. 7은 태양광 연계 ESS를 연구실들의 항온 조

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통에 연결한 후, 월별 전력 

사용량 추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2013년과 2012년

의 년간 기온 패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만의 모니터링 결과로써 결론을 도

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5~7% 정도

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추후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통해 다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C rate에 따른 셀 용량 변화 특성을 측정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0.05C 방전에서는 거의 용량 감소 

없이 전압곡선이 전형적인 LiCoO2의 거동과 유사하

였으며, C rate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용량이 크게 감

소하였고, 3C 조건에서는 60%까지 감소하였다. 5C 

조건에서도 방전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전압이 급격

히 낮아지면서 용량이 10%도 발휘하지 못했고, 이

와 같은 전압의 급격한 감소는 전형적으로 전극의 

저항으로부터 발생하며, 전극 자체의 전기적인 저항

이 증가함으로 인해 IR drop이 발생하고 이는 전압 

강하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5C 조건에서

의 실험은 본 과제에서는 배제하였다.

20개의 단위 셀(즉, 10개의 셀 모듈)로 구성된 ESS

에서 셀의 위치에 따른 용량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0.05C rate로 50회 충방전 실험을 진행하면서 1, 3, 

5, 7, 10번 셀 모듈의 오른쪽 셀에 대한 IR 특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충방전 

초기 cycle에서는 모든 셀에서 전기 용량이 제조사

에서 제공하는 용량 40Ah를 유지하였고, cycle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20회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5번째 셀에서 그 정도가 조금 더 심

하게 나타났다. 특히 40회 이후에는 5번째 셀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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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pacity curves for each unit cell in an ESS at 0.05 
C-rate: charge 4.2V cut-off CCCV, discharge 2.8V cut-off

Fig. 10 Capacity curves for each unit cell in an ESS at 3 
C-rate: charge 4.2V cut-off CCCV, discharge 2.8V cut-off

(a) 

(b) 

Fig. 11 Surface morphology of anode electrode: (a) new 
cell and (b) degraded cell after 50 charge–discharge cycles 
at 0.05 C-rate: charge 4.2V cut-off CCCV, discharge 2.8V 
cut-off

정도가 확실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형태로 제조된 ESS의 단위 셀들에 대한 충

방전 시험을 3C rate로 50회 충방전 실험을 진행하

면서 1, 3, 5, 7, 10번 셀 모듈의 오른쪽 셀에 대한 

IR 특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

었다. Fig. 9에서 0.05C rate로 실험한 것에 비해 그 

값은 65%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그 경향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Cycle 초기에는 26.5Ah 

정도이며, cycle 회수가 20회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

하기 시작하며, 그 감소 경향은 0.05C rate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5번째 셀에서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0.05C rate

로 실험했을 경우와 일치하였고, 그 감소 정도는 훨

씬 더 크게 나타났다. 

충방전 전후 셀의 내부 전극 구조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서 글러브 박스 내에서 수분을 제거한 조건

에서 분해하였다. 50회 충방전한 셀은 분리막과 전

극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그러져 있고, 특

히 수십 겹의 양극-분리막-음극 층으로 이루어진 단

위 셀에서 중앙 층 부근에서는 훨씬 더 큰 스트레스

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극 층 표면에는 오

염 물질이 많이 석출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충방전에 의한 셀 전극의 부식 및 침적물 성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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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 12 Surface morphology of cathode electrode: (a) new 
cell and (b) degraded cell after 50 charge–discharge cycles
at 0.05 C-rate: charge 4.2V cut-off CCCV, discharge 2.8V 
cut-off

을 확인하기 위해서 50회 충방전을 실시한 ESS의 5

번째 셀을 분해한 후 중앙 층의 어노드 및 캐소드 

전극에 대한 SEM/EDX 분석을 하였다. 비교 대상

으로 삼기 위해서 신제품에 대한 분석도 행하였다. 

Fig. 11은 어노드 측을 관찰한 결과로 신제품은 전

극면이 고른데 반해 50회 충방전을 실시한 어노드 

면은 표면이 불규칙하고 많은 부식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EDS 원소 분석 결과를 보면 Al 성분과 

O 성분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알루미늄 집전판

이 녹아서 용출된 후 산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물질이 전극의 성능을 감소시켜서 전기 용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Fig. 12는 캐소드 측을 관찰한 결과로 신제품은 전

극면이 고른데 반해 50회 충방전을 실시한 캐소드 

면은 많은 부식물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EDS 원소 분석 결과를 보면 Cu 성분과 O 성분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리 전극이 녹아서 용출

된 후 산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들은 어

노드 측에 비해 훨씬 더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전극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캐소드 측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주)루비에서 개발한 20kWh급 ESS에 20kW급 태

양광을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모니터링하였

고,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부품인 리튬 배터리의 충

방전 운전 거동에 대한 성능 저하 특성을 연구하였

다. ESS가 설치된 2013년의 전력 사용량이 ESS 설

치 전인 2012년과 비교해서 5~7% 정도의 전력 사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충방전 회수에 따른 용량 변

화는 cycle 회수가 20회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였고, 

40회 이후에는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충방

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정도는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회 충방전 시험 후 어노드 

및 캐소드 측을 관찰한 결과 많은 부식물이 침착되

어 있고, 캐소드 측의 부식물 침착이 더 많았다. 따

라서 전극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소드 측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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