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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활성 물질 기반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 성능 평가 측정가이드

Performance Evaluation of Organic Active Materials Based Non-aqueous Redox 

Flow Battery

1. 요약문

이 측정가이드는 유기 활성 물질 기반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의 성능 (충전 및 방전용량, 

쿨롱 효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측정 방법을 기술한 내용의 가이드이다.

2차 전지 셀이란 전기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하게 설계된 단위로서 전극, 전해질, 전조

(container), 단자 및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변환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셀소자이다. 레독스 흐름 전지는 전해질에 녹아 있는 활성 물질이 셀 내로 유입되

어 발생하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지는 2차 전지의 한 종류이다. 현

재 레독스 흐름 전지의 경우, 높은 용해성과 이동성을 지니는 무기 활성 물질을 물에 용해 

시킨 전해질을 사용하는 수계형 무기 레독스 흐름 전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해질 탱크 내

에 활성 물질을 따로 저장할 수 있기에 전지의 용량을 전해질 탱크 크기에 비례하여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안전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계형 무기 레독스 흐름 

전지의 경우, 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액의 좁은 전기화학 안전창

으로 인해 가용 전압 범위가 제한적이며 에너지 밀도 개선에 명확한 한계점을 지닌다. 수용

액의 기본 용매인 물은 환원 및 산화 반응 전압 범위가 표준수소전극 (SHE) 대비 –0.83 V 

(pH 14) / 0 V (pH 0) 와 0.40 V (pH14) / 1.23 V (pH0)로 각각 정의되어 있고, 실제 대

표적인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인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의 경우, 표준 작동 전압을 약 

1.25 V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표 무기 활성 물질인 바나듐 이온/화합물은 순도를 높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독성을 지니는 등 친환경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액 보다 넓은 전기화학 안전창을 가지고 있어 높은 전압 설정이 가능한 유기 

전해질(예) 아세토나이트릴 6.1 V)을 사용하는 비수계/유기계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에는 높은 용해성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우수한 전기화학 활성 및 가역성을 나타내는 유기 화합물 기반의 활성 물질

이 제시되고 있다. 비수계 전해질에 유기계 활성 물질을 녹여 사용하는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는 기존 레독스 흐름 전지가 가지는 장점에 더불어, 높은 전압과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

능해 레독스 흐름 전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차세대 미래형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

치의 핵심 후보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기화합물 기반의 전해질과 활성 물질은 일반 대기 

환경 또는 수분 등에 취약하거나 작동 환경에 민감한 특징이 있어 기존 수계형 레독스 흐름 

전지와는 달리 전지 구성 시 적합한 환경제어를 필요로 한다. 본 측정 가이드는 비수계 레독

스 흐름 전지 내 유기계 활성 물질의 성능 측정 절차를 제시하며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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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충전 및 방전용량, 쿨롱 효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 평가에 적용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이 측정가이드는 유기 활성 물질 기반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의 단위 부피당 충전/방전용

량 측정시험에 적용한다. 전해액 내 유기 활성 물질은 측정 준비 과정의 이력이 측정값에 영

향을 줄 수 있어, 유기 활성 물질 및 지지전해질로 구성된 전해액 제조 과정과 레독스 흐름 

전지 셀 조립 과정 그리고 분석절차 방법과 해석으로 나누어 상세 기술하였다. 또한 준비된 

전해액이 완성된 셀 내부에서 레독스 반응을 통해 나타내는 충/방전 용량과 쿨롱 효율을 측

정하는 유기 활성 물질 기반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의 성능평가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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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4.1  셀 (Cell)

전극, 전해질, 전조(container), 단자 및 분리막 같은 조립체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기능 

단위로서 화학적 에너지의 직접 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전기적인 에너지원

4.2  이차전지 (Secondary Cell)

화학적 가역 반응에 의한 전기적으로 재충전이 되도록 설계된 셀

4.3  레독스 흐름 전지 (Redox Flow battery)

기존 2차 전지와는 달리 전해액 (Electrolyte) 내에 녹아있는 활성 물질 (Active 

material)이 셀 내 전극에 공급되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 충전 및 방전이 되는 시스

템으로 전기에너지를 전해액의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시키는 전기화학적 축전 장치

4.4  유기 물질(Organic material)

무기 물질과 달리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물질

4.5  활성 물질(active material)

셀 방전 시 전기적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한 화학적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 물질

4.6  유기 전지(Organic battery)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활성이 있는 유기물을 전극으로 활용한 전지

4.7  전해질(electrolyte)

이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동 이온(mobile ions)을 함유한 액체, gel, 고체 물질

4.8  전해질 탱크(Electrolyte Tank)

2차전지 시스템과 분리되어 양윽 활물질 및 음극 화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전해질 (양극 

전해질, 음극 전해질) 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4.9  양극 전해질(catholyte)

양극 활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전해액으로서 펌프를 통하여 셀에 전달되어 환원 반응을 

통하여 자발적 반응 (방전) 이 진행되어 전기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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