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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변전소용 축전지는 변전소 AC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직류전원을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원설비로써 대부분의 변
전소에서 납축전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환경유해 물질 배출, 짧은 수명과
유지보수의 번거로움 등 설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최근 2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등 휴대기기뿐 아니라 전기차, ESS 등 산업분야에 리튬
이온축전지의 사용이 확대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전에
서는 2008년부터 154kV 용산 등 4개 변전소에 납축전지 대신 리튬이온
축전지를 설치하여 시범사용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변전
소와 축전지 노후교체가 필요한 변전소에는 리튬이온축전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변전소용 납축전지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와 함께 친환경·고성능, 콤팩트형 2차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이온축
전지 도입을 통한 변전소 비상전원용 축전지 개발·적용방안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변전소에서 축전지는 AC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각종 변
전설비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원설비로써 대부분 2차전
지인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충 전 기AC 주 전 원
AC 예비전원

직류용(DC)
소내배전반

축 전 지
↳

<그림 1> 변전소 직류 전원장치 구성도

그러나 납축전지는 황산(H2SO4)과 황화수소(H2S)와 같은 환경유해 물질
이 배출되어 환기설비, 방폭형 조명설비, 내산페인트 등이 구비된 별도의

<그림 2> 납축전지

축전지실(Room)이 필요하고 60개의 납축전지
가 직렬 연결하여구성하기 때문에 납축전지
1개 불량 시에도 전원공급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균등충전, 전해액 보충 등의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명도 6년으
로 짧아 설비 운영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2차전지 시장에서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산업분야에
리튬이온축전지 사용에 확대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리튬이온축전지
도입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변전소 비상전원용 축전지 개발·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변전소용 축전지 현황

  2.1 납축전지
현재 변전소 비상전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납축전지는 과산화납
(PbO2)을 양극(+), 납(Pb)을 음극(-), 비중 1.2의 묽은 황산(H2SO4)을 전
해액으로 사용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직류기전력을 발생시켜 이를 전원
으로 사용한다.

PbSO4 + PbO2 + 2H2SO4 ⇄ 2PbSO4 + 2H2O

이러한 충·방전 과정으로 인해 납축전지에서는 황산(H2SO4)과 황화수소
(H2S)와 같은 환경유해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기설비, 방폭형 조명
설비와 내산페인트 등이 구비된 별도의 실(Room)이 필요하다. 또한 납
축전지는 1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60개의 납축전지를 직렬
구조로 연결하기 때문에 납축전지 1개 불량 시에도 전원공급 기능을 상
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균등충전, 전압·비중 측정, 전해액 보
충 등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납축전지의 기
대수명도 약 6년으로 짧다.

  2.2 축전지 용량
변전소 축전지의 용량은 부하종류에 따른 특성과 장래 설비증설을 충
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축전지의 용량 결정방법은 축전지의 부
하가 결정되면 방전전류 산출과 방전시간을 결정하고 부하곡선도를 작
성한 후 축전지 Type, 허용전압, Cell 수, 최저온도 등을 결정하고 용량
환산계수(K)를 산출하여 용량을 산정하며, 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C = 

{K1I1 + K2(I2-I1) + K3(I3-I2) + ··· + Kn(In-In-1)}

C : 정격용량[Ah]
L : 축전지의 사용년수 보정(0.8 적용), In : 방전전류[A]
Kn : 용량환산시간(방전전류-방전시간곡선으로부터 정함)
축전지 용량결정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변전소 전압급별 축전지 용량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표 1> 변전소 납축전지 설치기준

구분 전압 축전지 용량 수량

765kV 변전소
765kV측 330Ah 60개 × 2조

345kV측 400Ah 60개 × 2조

345kV 변전소
345kV측 330Ah 60개 × 2조

154kV측 330Ah 60개 × 1조

154kV 변전소 - 330Ah 60개 × 1조

  2.3 변전소용 축전지 개선 필요성
최근 납축전지 중심의 2차 전지 시장은 리튬이온축전지로 급속 대체
중에 있다. 리튬이온축전지는 휴대폰과 노트북의 전원뿐 아니라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업계에 따른면 ESS

<그림 3> 시장규모 

분야 리튬이온축전지 대체시장 규모는 2014년
15억 달러(1.6조원)에서 2020년 68억 달러(7조
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튬이온축전지가 주
목받는 이유는 고수명·고성능, 경량화가 가능
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나 아직 납축전지의 가
격이 리튬이온축전지보다 2배 이상 저렴하지
만 가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배

경 과 납축전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전에서는 변전소용 무
보수·친환경, 콤팩트형 축전지를 개발하여 변전소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
고 설비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3. 변전소용 축전지 개선 

  3.1 리튬이온축전지
리튬이온축전지는 양극(+)에 리튬코발트산화물, 음극(-)에 탄소를 전
해질로 리튬이온유기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충전 시에는 리튬이온이 양
극에서 음극으로, 방전 시에는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기전력을 발생시키고 그 원리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리튬이온축전지 원리

리튬이온축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화, 대용량화가 가능하며 자
가방전율이 낮아 수명이 길고 충·방전 시 이온만 이동하여 화학반응이
없어 납축전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 물질 등은 배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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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리튬이온축전지 용량
아래 그림의 축전지 방전특성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튬이온
축전지는 방전율이 증가하더라도 용량감소가 없기 때문에 납축전지와
비교하여 축전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축전지 방전특성 그래프

아래 그림의 변전소 부하특성(Duty Cycle)에 따라 전압급별 변전소용
리튬이온축전지의 용량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54kV 변전소] [345kV 변전소]

[765kV 변전소(765측)] [765kV 변전소(345측)]

<그림 6> 변전소 전압급별 부하특성

리튬이온축전지는 납축전지와 달리 방전율이 증가해도 용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계산 시 용량환산시간(Kn)을 무시한다.
C = (I1TI + I2(T2-T1) + ··· + In(Tn-Tn-1)
I : 주기별 최대 방전전류 [A]
T : 주기별 시간 [h]
변전소 전압급별 부하특성에 따라 변전소용 축전지 용량은 납축전지 적
용 시 330[Ah]에서 리튬이온축전지 적용 시 144[Ah]로 대폭 감소하였으
나 부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변전소 부하특성에 따라 산출된 154kV
변전소 축전지 용량은 123.52[Ah]이나 리튬이온축전지는 방전율이 2C
이상 증가해도 용량감소가 없어 피크전류 205.06[A]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345kV 변전소 역시 부하특성에 따라 산출된 축전지 용량이
136.86[Ah]이나 방전율이 2C 이상 증가해도 피크전류 109[A] 공급에 문
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3 시범사용

<그림 7> 시범적용 

한전에서는 2008년 7월부터 154kV 용산, 송
포, 의사당, 용운 등 4개 변전소에 리튬이온
축전지를 설치하여 시범사용 중에 있으며
충·방전, 전압, Cell Balancing, 발열 등의 성
능과 운전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시범사용

에 적용된 리튬이온축전지의 단위 Cell 규격은 2.4[Ah]로 소용량l이기
때문에 변전소 축전지 용량인 125[V] 144[Ah] 1Set 구성 시 총 1,800개
의 Cell이 직·병렬로 연결해야 한다. (+), (-)극 간 연결까지 고려하면 총
3,600개의 연결개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결개소는 용접불량 우
려와 과열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장과 화재 등의 개연성이 높다.
또한 변전소용 리튬이온축전지가 시범사용된 2008년에는 리튬이온축전
지에 대한 공인화된 시험기준이 없어 인정시험, 검수시험에 대한 절차,
기준을 구매규격 등에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성능검증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3.4 시범사용 Feed-back
한전에서는 시범사용을 통해 도출된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4
년 10월 자체 구매규격을 개정하였다. 한국전지산업협회(KBIA)에서
2013년 제정한 “리튬이차전지 성능시험 및 안전성시험 기준”을 도입하
여 리튬이온축전지의 구매규격에 안전, 성능시험 등 23개 인정시험 항목
을 신설, 반영하였고 기자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축전지 수명 Cycle을
500회에서 2,000회로 강화하였다. 또한 리튬이온축전지의 단위 Cell을 기

존 2.4[Ah]에서 21[Ah]로 대용량화하여 Cell 수량 및 연결개소를 대폭
감소시켜 총 Cell 수량이 1,800개에서 240개로 감소되었다.

구 분 As-Is To-Be

Cell 규격

Cell 수량 1,800개 240개

<그림 8> 리튬이온축전지 단위 Cell 규격 및 수량

  3.5 리튬이온축전지 구조 및 규격
변전소용 리튬이온축전지는 125[V], 144[Ah] 이상을 표준규격으로 하
여 3개 이상의 Tray로 구성되며 각각의 Tray는 독립적으로 비상전원용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Tray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원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으며 변전소용 리튬이온축전지의 구조 및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항 목 규 격

Operating Voltage 3.0～4.2 V

Charge Current 1C 이상

Discharge Current 2C 이상

Discharge Temperature -20～60℃

<그림 9> 리튬이온축전지 구조 및 규격

리튬이온축전지는 배터리 관리장치(BMS : Batteery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Cell Balancing, Cell 전압, 온도 및 보호, 통신 등
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며 배터리 보호장치(BPU : Battery Protection
Unit)가 Tray 단위로 설치되어 배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Tray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출력전압, 전류, 충·방전 상
태, 축전지 용량, Balancing 정보 등이 LCD에 표시되며 불량 Cell 발생,
과충전·과방전, 온도상승 시 원인별 경보를 LCD창에 표시하고 SCADA
로 경보를 송출하는 기능도 구비하였다. 또한 리튬이온축전지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Safety Vent 기능도 구비되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표 2> 축전지 Type별 특성비교

구 분 리튬이온축전지 납축전지

기본
원리

화학반응식
LiCoO2 + C6 ⇄
Li1-xCoO2 + LixC6

PbSO4 + PbO2 + 2H2SO4
⇄ 2PbSO4 + 2H2O

전해질 Li-ion 황산(H2SO4)

성능
(규격)

최대전압 4.2V 2.0V

에너지 밀도 420(Wh / L) 50~98(Wh/L)

동작온도 -20∼60℃ 0∼30℃

자가방전율 3∼5% /月 20∼30%/月

수명 15년 6년

설치
환경

유해물질 없 음 납, 황산, 황화가스

유지보수 불 요 균등충전, 비중측정등

상태감시 자동측정 수동측정

4. 결    론

변전소 비상전원용 전원설비로 기존에는 납축전지 60개를 직렬 연결하
여 125[V] 330[Ah]를 표준으로 사용하였으나 리튬이온축전지는 독립운
전이 가능한 Tray를 3개 이상 병렬로 연결하여 125[V] 144[Ah] 이상을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리튬이온축전지의 수명은 약 15년으로 납축전지보
다 약 2.5배 높고고 설치면적도 15[㎡]에서 4[㎡]로 축소되어 변전소 공
간 활용 측면에서에도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운전 시 환경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별도의 축전지실과 환기설비 등의 부속설비가 불
필요하며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감시, 경보 등의 기능이 부가되어 변전소
비상용 전원설비를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전에서는 신설 변전소와 축전지 노후교체가 필요한 변전소에 리튬이
온축전지를 적용하여 변전소 공간활용을 제고하고 설비운영 효율성을
더욱 더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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