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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전 세계 인구는 20억 명이 증가하여 2050
년에는 97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협의회는20601년까지 
에너지가 거의 두 배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세계 기온 상승을 
피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탄화소화 과정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주체와 소비자들이 화석 에너지 기반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후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기 부문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저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저장소에 대한 현재 성장 예측은 풍력 및 태양에너지가 현재4%2 

와 비교하여 206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39% 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풍력 및 태양로부터 나오는 전기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생산되어진 전기는 생산되어질 때 항상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장 수단을 통해 필요할 때 깨끗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저장소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 시스템에는 전체 설치 용량의 5% 정도만 한정된 전기 
저장장치가 있으며, 이것은 거의 양수식 수력 발전소나 산악 지역에3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저장 용량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설비 에너지 관리부터 
네트워크 관리까지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적용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증가하는 
용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출처: 세계 에너지 협의회 2016 - 세계 에너지 전망 

2 출처: 국제 에너지 기구, 2017 - 진행 상황: 에너지저장

3 출처: EU 위원회 DG 에너지, 에너지 저장을 위한 미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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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 Eurostat

따라서 에너지 저장소의 확대는 저탄소 재생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핵심입니다.

재생 에너지 
저장하지 않으면, 사용하거나 또는 손실할 것입니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EU는 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두며, 에너지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5년,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 총 비율은 15.3%로20054년 8.7%보다 증가했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증가는 유럽 네트워크 그리드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겼습니다. 현재의 전력망 용량은 증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산업과 
소비자의 높아진 수요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증가량 자체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용량이 아닐뿐 아니라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가변적이고 간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네트워크에 연속적으로 공급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요가 적고 재생 
가능한 전기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는 풍력 터빈이나 태양열 패널을 “끄게” 됩니다. 

이것을 제한 또는 삭감이라고 하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놓친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2014년 한 해에만 독일에서 생산된 1.5 Twh
의 에너지가 네트워크 그리드 시스템에서 새로 
생성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년간 37만
5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에너지 저장은 전기 시스템이 네트워크 그리드의 연속적인 연결 없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적으로, 그것은 배급 
네트워크의 관리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자신의 전력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양수식 수력 발전에서부터 압축 공기 및 배터리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 있습니다.

브롬을 기반으로 한 에너
지 저장 기술

브롬 기반 저장 기술은 고효율, 비용 효율적인 전기 화학 에너지 저장 기술이며, 
재생 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Release energy 
continuously  
 
 
 
 
at a high rate of 
discharge for up to 10 
hours or more

Have longer lifetime 
compared to other 
batteries:   
they can be 
recharged over 
10,000 times 

Recharged easily and 
quickly

Decouple power 
and energy, offering 
flexibility for 
applications 
 that require either 
high power or high 
energy

Increased storage 
capacity of each 
single battery   
(high energy density)

대표적인 브롬 기반 플로우 배터리는 아연-브로민(Zn-Br)과 보다 최근의 
수소브로마이드(HBr)를 포함합니다. 브롬을 이용한 플로우 배터리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브롬 기반 저장 기술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그리드, 
설비 또는 백업/대기형 저장소를 위한 고정된 저장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브롬 기반 기술의 장점

현재 브롬 플로우 배터리의 개발은 호주, US 및 EU(프랑스 및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배터리의 예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란초 쿠카몽가 공장의 
산업 부지와, 가장 최근에 US 국방부가 미라마 캘리포니아의 해병대 공군기지에서 
군 마이크로 그리드에 아연-브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유동 
배터리 생산업체가 태평양 군도 전역에 배포하기 위해 아연-브롬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젖소 농장에서는 태양 수확 에너지로 우유 생산을 지원할 
수있는 자체 생산되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아연 브롬 플로우 배터리 6 개 (
총 10kWh)를 배치했습니다.

높은 방전 속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에너지 
방출

쉽고 빠르게 충전

저장 용량 증가 
각 단일 배터리(고 에너지 밀도)

전력 및 에너지 분리
높은 전력 또는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연성 제공

10,000회 이상 충전5

브롬 기반 저장 기술이 점점 더 많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5 배터리 수명은 충전 사이클에서 측정합니다. 브롬 기반 배터리의 수명은 2,000 사이클 이상입니다



배터리는 보통 아연 양극과 브롬 음극 이렇게 두 개의 칸으로 
구성됩니다. 두 구획은 수성 아연 브로마이드가 흐르는 
다공성 막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Zn
양극 음극

Br

+–

전기를 사용할 때 아연과 브롬 사이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역전됩니다. 전기가 생산되고 아연 브로마이드 용액이 
개선됩니다.

전기를 저장하면 배터리 전극에 브롬을 형성하고 아연을 
전기 도금하면서 아연 브로마이드 용액과 반응합니다.Zn Br

+–

Zn Br +–

아연-브롬 플로우 배터리는 아연과 브로마이드 사이의 반응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는 하이브리드 플로우 배터리입니다.

아연-블롬 플로우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합니
까?

브롬 기반 플로우 배터리의 기술과 디자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브롬 기반 에너지 저장 기술은 산화 환원 흐름(감소-산소화 후),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액체 속에 용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막에 
의해 보통 분리되어 있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탱크로 구성된 충전식 건전지입니다. 
두 용액이 한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흐를 때 탱크 사이의 전자를 앞뒤로 움직여 
전하를 발생시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플로우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연료 전지 
및 전기화학 축전지 셀과 유사합니다 (전기 화학 가역성)

플로우 배터리는 셀 외부에 저장된 전해액을 교체하여 빠르게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용 배터리는 무한정 완전히 방전될 수 있습니다.



BSEF 소개

브롬에 관하여

BSEF - 국제 브롬 위원회는 주요 국제 브롬 생산국들을 대표합니다. 
1997년 이후, 이 조직은 브롬 기반 솔루션의 사용과 이득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BSEF는 과학과 혁신을 강하게 믿습니다. 
BSEF 회원은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브롬 기반 기술을 개발합니다.

브롬의 상징은 Br이며, 주기율표의 할로겐 그룹에 속합니다. 브롬은 
적갈색 용액이며, 원소 형태에서는 절대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브로마이드라고도 알려진 무기 화합물과 천연 브로모-유기 
화합물에서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토양, 소금, 공기 그리고 바닷물에서 
발견됩니다.

www.bsef.org을 방문하여 국제BSEF Twitter @Bromineinfo 에 
팔로우하여 최신 뉴스 및 정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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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BSEF aisbl 
Av. E. Van Nieuwenhuyse 4 
1160 Brussels - Belgium 

T: +32 2 792 7550 
www.bsef.org 

팔로워하세요

@bromineinfo

@BSEF

국제 브롬 위원회

BSEF는 브롬의 많은 이익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내어 왔습니다. 브롬 기반 솔루션은 과학 및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BSEF 회원은Albermarle Corporation, ICL Industrial Products, Lanxess and Tosoh Corporation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회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