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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력 

계통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

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는 신재생 에너지 및 심야 전력을 충전을 통해 

저장하고 필요시 전기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장치

로서 그리드(grid) 시스템,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및 거주/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변환 효율, 수명 및 설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의 가장 적

합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용량 

저장장치용 이차전지 개발 및 상업화가 전세계적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 전자기기용 이동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

튬이온 전지를 비롯하여, 납축전지, 나트륨황전지 

(Na-S)전지, 그리고 레독스 흐름전지(redox flow 

batteries) 등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용으로 제

안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발 및 실증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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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용으로의 응용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는 높은 충방전 효율, 우수한 

출력특성, 가격, 안전성이 요구된다. 특히 MWh급

의 대용량 전지의 경우, 전지의 발화 및 폭발은 심

각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및 인명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전지 안전성이 필요하다. 

2011년 츠쿠바 지역에서 발생한 NGK사 Na-S 전

지 폭발사고 이후, 대용량 저장장치용 전지의 안

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보다 안전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용 이차전지에 대한 시장

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계 전해질에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을 용해시킨 후, 외부 탱크에 각각 저장하

고 필요시 셀에 주입하여 전기에너지의 충전 및 

방전을 일으키는 레독스 흐름전지는 대용량 에너

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활물질이 셀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리

튬이온전지, 납축전지 및 Na-S 전지와 비교하여 

레독스 흐름전지는 비록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

지 못하지만,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의 독립적 저장 

및 수계 전해질을 사용함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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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나피온계 멤브레인은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 및 우수한 기계적/화학적 내구성을 가져 상업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시스템 저가격화의 한계로 인해 저가 대체제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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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 크로스오버 억제의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멤브레인 및 전지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멤브레인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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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은 레독스 흐름전지를 대용량 에너지저장

장치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레독스 흐름전지는 사용되는 활물질에 따라 다

양한 종류의 전지의 설계가 가능한데, 이 중 all 

vanadium, Zn/Br, Fe/Cr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이다. 이 중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는 양극과 음극 활물질로서 바나듐 이온을 이용함

으로써, 레독스 흐름전지의 근원적 단점인 양극 

음극 활물질이 셀 내부에서 섞이는 cross con-

tamination에 의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져 최근 십여 년간 산업체 및 학계에서 활발

히 연구 개발되어 오고 있다. 바나듐 흐름전지의 

여러 부품 중 멤브레인은 전지의 가격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 중 하나로, 본고에서는 바

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멤브레인에 대한 기술적 

이슈와 개발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함으

로써 최근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 기능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서의 멤브레인은 양

극 및 음극 활물질 용액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두 전해액의 mixing을 억제하는 역할과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이온전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가진다. 

Figure 1에 도식화된 바와 같이 멤브레인은 양극 

및 음극 compartment 사이에 위치하며, 양극에는 

VO2
+/VO2+ 레독스 커플이 포함된 황산 용액이 음

극에는 V2+/V3+ 용액이 포함된 황산 용액이 각각 

활물질 용액으로 사용된다. Catholyte/anolyte라고

도 불리우는 양극 및 음극 전해질은 펌프를 통해 

셀의 양극 및 음극 compartment 사이를 흐르게 되

며, 각 compartment 내부의 carbon felt 전극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1].

바나듐 흐름전지의 충전 시 양극에서는 바나듐 

4가 이온인 (VO2+)가 산화되어 바나듐 5가 이온 

(VO2
+)이 생성되며 음극에서는 바나듐 3가 이온

인 V3+가 환원되어 바나듐 2가 이온인 V2+가 형성

된다. 방전 시에는 양극에서는 5가 이온이 4가로, 

음극에서는 2가 이온이 3가로 각각 환원 및 산화 

반응이 각각 일어난다. 이러한 양쪽 전극에서의 

전기화학적 산화환원을 위해서는 멤브레인 내부

에서는 수소이온(H+)의 전도에 의한 이온전류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음극으

로, 방전 시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수소이온의 

전도가 발생한다(Figure 2). 그러나 수소이온 전도

와 함께 바나듐 이온들 역시 멤브레인을 통한 전

도가 발생하게 되며, 멤브레인은 수소이온의 이동

은 촉진하면서도 바나듐 이온의 이동은 억제해야 

하는 물리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실제 바나듐 

이온과 물은 멤브레인을 통해 충방전 시 migra-

tion, diffusion 및 convection 메커니즘을 통해 양

쪽 전극을 이동하는데, 이는 양쪽 전해질의 바나

듐 이온량의 차이를 일으켜 사이클에 따른 용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바나듐 5가 이온 

(VO2
+)은 매우 높은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

은 4가 이온으로 환원되면서 멤브레인을 산화시키

Figure 1.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개념도.

Figure 2.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내 충전 및 방전 시 발생

하는 전기화학적 프로세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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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열화 및 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높은 수

준의 화학적 내구성 특히 산화 내구성이 요구된다. 

Figure 3에는 바나듐 흐름전지용 멤브레인 소재

의 물성, 멤브레인의 특성, 및 전지의 성능간의 상

관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멤브레인 소재의 수소이

온 전도도는 멤브레인의 저항(area specific resist-

ance)에 영향을 주며, 이는 전지의 voltage effi-

cienc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재의 vana-

dium diffusivity는 바나듐 크로스오버 속도에 영

향을 주며, 이는 전지의 coulombic efficiency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멤브레인 소재의 proton 

conductivity와 vanadium diffusivity와 함께 멤브

레인의 두께 역시 중요한 설계 변수이다. 멤브레

인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area specific resist-

ance는 감소하지만 바나듐 크로스오버 속도는 증

가하는 trade-off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trade-off 

특성은 멤브레인의 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기술적

인 난제 중 하나이다. 

레독스 흐름전지의 내구성 관점에서 멤브레인의 

화학적 내구성과 물리적 내구성의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바나듐 5가 이온에 

의한 산화에 안정해야 하며, 또한 장기 운전을 위해 

기계적 강도 역시 우수해야 한다. 양극 및 음극 전

해액의 흐름 속도의 차이가 유발되는 경우 양극 및 

음극 사이의 압력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기계적 

스트레스는 멤브레인의 찟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

로, 우수한 mechanical toughness가 요구된다.

멤브레인의 성능과 내구성 측면 이외에 멤브레

인의 가격은 바나듐 흐름전지의 경쟁력을 확보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현재 상업적으로 응용되고 있

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경우, 고분자 전해

질 연료전지 및 클로로알칼리 산업에서 사용되는 

나피온계 과불소계 이온교환수지 기반 멤브레인

이 채택되고 있다. 나피온 멤브레인은 Figure 4와 

같은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화 시 나노

스케일의 3차원으로 연결된 water cluster를 형성

하며, 이 연결된 cluster를 통해 수소이온의 전도를 

일으킨다. 또한 나피온은 우수한 화학적, 기계적 

내구성의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반면 나피온은 

$150/m2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시스템 가

격 저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나피온이 고

가의 단량체를 이용하여 제조되며, 고가의 고압 

제조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igure 4는 0.25 

MWh 및 4 MWh에 대한 멤브레인(separator)의 

전체 시스템 대비 가격비중이 비교되어 있다. 총 

에너지량이 작은 경우에는 전해액에 대한 가격보

다는 전지의 가격비중이 높아지게 되어 상대적으

로 전체시스템 가격 대비 멤브레인의 가격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총 에너지량이 큰 경우에는 

바나듐 전해액의 가격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멤브레인의 가격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0.25 MWh

의 시스템의 경우 멤브레인의 시스템 가격의 무려 

44%를 차지하며 4 MWh의 경우에도 27%를 차지

하게 된다. 따라서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가

격저감을 위해서는 멤브레인의 저가격화는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Figure 3.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소재, 멤브레인, 시스템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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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의 종류

현재 상업용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 적용되

는 멤브레인은 나피온과 같은 과불소계 이온교환

막이다. 높은 수소이온 전도도, 우수한 기계적 강

도, 우수한 화학적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

템 설계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멤브레인이 사용되

고 있다(Nafion 117 : 183 micron, Nafion 115 : 

127 micron, NRE 212 : 50 micron). 전지의 구조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멤브레인 두께가 결

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막저항은 증가하는 반면 바나듐 크로스오버는 감

소하여 두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나피온 멤브레인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시스템 가격 상승의 문제로 인해 저가의 대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Figure 5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멤브레인을 소재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들은 

과불소계 이온교환 수지 멤브레인, 탄화수소계 이

온교환 수지 멤브레인, 그리고 다공성 분리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불소계 멤브레인은 Dupont사의 나피온 뿐만 

아니라, Ashahi Kasei사의 Flemion, Asahi Glass

사의 Aciplex, Solvay사의 Aquivion 등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멤브레인인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시장 확대에 따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지는 경우, 가격이 크게 저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단기적인 시장확대를 통한 가격 저

*출처 : J. Power Sources, 247, 1040-1051 (2014). 

Figure 4. 나피온 멤브레인의 화학적 구조 및 water cluster 모델(상), 0.25 MWh 및 4 MWh에 대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의 cost projection (하)[2].

Figure 5.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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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현실적으로 어러운 실정이다. 한편 탄화수소

계 사슬구조를 가지는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 수

지는 나피온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의 모노머를 이

용하며, 상압용액 중합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멤

브레인의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최근 불소계 못지않은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

는 탄화수소계 멤브레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들 멤브레인은 강직주쇄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나

피온 대비 작은 water channel 구조를 가지기 때문

에 바나듐 이온의 투과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탄화수소계 

멤브레인은 바나듐 5가에 의한 산화내구성의 한계

를 보이고 있다. Figure 6은 대표적인 탄화수소계 

멤브레인 중 하나인 sulfonated polyacrylene ether 

sulfone 멤브레인에 대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운전 후 표면 및 단면 SEM 이미지를 나타낸다. 양

극과 접하였던 면에서 멤브레인의 분해와 탈리가 

명확히 관찰되는 반면 음극과 접하는 면에서는 열

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셀 운전 중

에 VO2
+에 의해 탄화수소계 멤브레인의 양극 전해

질 접촉면이 열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화수소

계 멤브레인의 이슈는 바나듐 5가 이온에 대한 우

수한 산화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 납축전지에서 

사용되어 온 폴리올레핀계 다공성 분리막을 적용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납축전지용 멤브레인으로 다공성 폴리에틸렌 실

리카 복합막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멤브레인

은 기공 안에 황산 전해질이 함침되어 이온전도성

을 나타내며, 폴리올레핀 및 실리카 복합체는 우

수한 내산성 및 기계적 강도를 나타낸다. Asahi 

Kasei 및 Daramic은 이러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막

의 대표적인 메이커이다. 이들 멤브레인에 첨가된 

silica는 수계 전해질과의 젖음성을 향상시켜 미세 

기공 내에 수계 전해액이 채워질 수 있게 하는 기

능을 가진다. 액체전해액이 기공에 함침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 이온교환수지 기반 멤브레인 대비 매

우 높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공

성 분리막 내 채워진 액체 전해질을 통해 바나듐 

이온 및 물이 용이하게 투과할 수 있으며 이는 높

은 바나듐 및 물의 크로스오버를 일으켜 용량의 

저하 및 효율의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공성 분리막은 저가의 소재를 이용하

므로 과불소계 멤브레인 대비 저가격화가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진다. 바나듐 및 물의 크로스오버

를 억제시킬 수 있는 기공구조의 구현이 다공성 

멤브레인의 기술적이 도전이 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로 분류된 멤브레인의 장점 및 

단점을 고려할 때, 각 멤브레인들은 Figure 7에 정

리된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 과불소계 이온교환막의 경우 나피온의 

Figure 6.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전해질 막

의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구동 후 양극 음극 접촉면 및 

단면 SEM 이미지.

Figure 7.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 기술의 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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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을 통해 화학적 물리적 내

구성 및 높은 수소이온 전도성의 장점을 유지한 

채 가격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

상된다. 2) 탄화수소계 이온교환막의 경우 바나듐 

이온의 크로스오버 억제 특성 및 높은 수소이온 

전도성의 장점을 유지하며 산화내구성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다공성 

분리막의 경우 높은 화학적 및 기계적 내구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공의 크기를 제어하여 바나

듐 이온의 크로스오버를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진

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상기 세 가지 전략

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4.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의 개발 

최근 동향

과불소계 이온교환막 소재 기반 멤브레인의 소

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멤브레인의 두께 저

감이 제안되었다. 두께 저감은 나피온의 전체 사

용량을 줄이므로 가격저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

타낸다. 그러나 이는 함께 바나듐 이온의 투과율

이 증가하는 문제를 동반한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피온 내부 수소이온 전달의 경로

가 되는 water cluster 내부에 무기물을 도입한 유

무기 복합막이 제시되었다. Figure 8에 도시된 바

와 같이 water cluster 내부에 SiO2를 생성시켜 수

소이온이 전달할 수 있는 channel의 크기를 감소

시킴으로써 바나듐 이온의 permeability를 감소시

킬 수 있었다[3-5]. 이는 크로스오버에 의한 self- 

discharge 억제 효과로서 확인될 수 있다. Figure 8

의 오른쪽 그림은 충전 후 OCV 상태에서 셀 방치 

시 크로스오버에 의한 self-discharge로 인해 셀 전

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유무기 

복합막과 나피온을 비교하면 유무기 복합막의 경

우 전압강화가 늦추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복합화를 통한 바나듐 이온의 크로스오

버가 억제됨을 의미한다. 멤브레인의 두께 저감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나피온을 다공성 지지막의 기

공에 함침시키는 복합막 제조가 시도되었다. 다공

성 지지막의 기공 내에 나피온을 채우는 경우, 지

지막은 나피온의 수화 팽창을 억제시킴으로써 나

피온을 통한 바나듐 이온의 크로스오버를 억제시

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Tian 등은 나피온을 

Daramic 다공성 멤브레인에 함침시켰으며[6] 

Xingguo 등은 PTFE 다공성 지지막에 Nafion을 

함침시켜 Nafion 212 멤브레인과 유사한 성능을 

얻어내었다[7]. 

탄화수소계 멤브레인의 경우 바나듐 5가 이온은 

electrophilic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탄화수소계 사

슬구조 중 전자 밀도가 높은 부분, 특히 ether bond-

ing을 공격하여 분해 및 사슬의 절단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 사슬구조 내 ether 구조 등의 functional group이 

제거된 polyphenylene의 강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

다. 이러한 멤브레인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탄화수

소계 멤브레인의 화학적 안정성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아직 나피온에 상응하는 수준의 화학적 

*출처 : J. Power Sources, 166, 531-536 (2007). 

Figure 8. Nafion/SiO2 복합체를 통한 바나듐 이온 크로스오버의 억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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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은 확보되지 않아 분자 구조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8,9].

탄화수소계 멤브레인의 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탄화수소계 멤브레

인의 한쪽 면에 바나듐 5가 이온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한 나피온 층을 도입하여 탄화수소계 멤브레인

의 산화분해를 억제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 

경우 나피온과 탄화수소계 멤브레인의 계면결착력

이 취약하여 수화 시 계면탈리가 발생하므로 두 층

의 계면결착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 난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피온과 탄

화수소계 멤브레인을 가교 반응을 통해 두 층을 접

착하는 시도[10] 및 다공성 폴리프로필렌막을 나피

온층과 탄화수소계 멤브레인 사이에 도입하여 다공

성 폴리프로필렌막을 통해 두 층을 결합시키는 시

도[11]가 보고되었다. 본 두 연구는 모두 탄화수소

계 멤브레인과 나피온 보호막의 결합을 구현하였으

나 화학적 열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명확히 보고하

지는 못하였다. 또한 가교 반응층 및 폴리프로필렌 

막의 도입으로 인해 막 저항이 증가하여 전지효율

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공성 멤브레인의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적

용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접근 방법이다. 

Wei Wang 그룹에서는 PTFE와 SiO2를 혼합한 다

공성 멤브레인을 제조하여 수십 nm의 meso-scale 

기공을 형성하였으며, 이 멤브레인은 Nafion 115 

대비 낮은 성능을 나타내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충방전 성능을 나타내어 다공성 멤브레인의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12]. 최근 Z. Yuan 등은 Figure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polybenzimidazole 나노기공 

멤브레인을 상분리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나피온 115 대비 매우 낮은 바나듐 크로스오버 및 

보다 안정한 사이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13]. 이

러한 연구들은 다공성 멤브레인의 기공구조를 제

어함으로써 나피온 멤브레인과 동등수준의 성능

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5. 결 론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성능향상 및 가격저

감에 있어 멤브레인은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상용화 

시스템에서는 나피온으로 대표되는 과불소계 이

온교환막이 사용되고 있으나, 멤브레인의 획기적

인 가격저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의 

나피온을 대체하기 위하여 나피온의 사용량을 낮

추기 위한 composite화, 저가의 탄화수소계 멤브

레인 구조 개선 및 보호막 도입을 통한 화학적 내

구성 향상, 저가의 다공성 막의 기공구조 개선을 

통한 크로스오버 억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존 멤브레인 기술

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아직 나피온

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멤브레인은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멤브레인의 고성능화 및 저가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재 국

*출처 : Energy Environ. Sci., 9, 441-447 (2016).

Figure 9. Polyimidazole 나노기공 멤브레인 구현 및 이를 이용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바나듐 이온 투과률 및 충방전

용량 보전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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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멤브레인 

및 전지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경

쟁력 있는 멤브레인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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