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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늘어날수록 이산화탄소 배
출이 많아져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
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나 수력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환경과
안정성 면에서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발전원의 사용을 확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기상변동에 민감한 신재생발전원을 대규모로
전력계통과 연계할 경우 계통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저장장치를 이용해 신재생발전을 증가시키면서 전력계
통의 운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에너지 관련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Navigant research(구 Pike
research)는 전 세계 ESS 시장이 2012년 142억 달러에서 2020년 437억
달러로 연평균 15.1% 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ESS
성장 전망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인인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과 전력계통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신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 및 간헐적 특성 때문에 전력 수급의 불
일치가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는 전력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
업용 수용가에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막대한 설
비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송배전 전력설비는 최대전력 수요에 의해서 결
정된다. ESS를 활용하면, 주파수조정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다양
한 운전 모델을 통해서 최대 전력 수요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투자를 최소화하고 전력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 본    론

  2.1 ESS의 종류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방전을 수행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과 전력품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ESS는 양수발전(PHS, Pumped Hydro Storage),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CAE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FES, Flywheel Energy Storage)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BES,
Battery Enery Storage)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2] 현존하는 ESS
기술 중 가장 큰 규모의 용량 구성이 가능한 양수발전(PHS)은 장수명
및 운용 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파괴의 문제와
큰 낙차를 필요로 하는 지형적 제약 때문에 1980년 이후로 사용이 축소
되고 있는 추세이다.[2]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CAE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방식 역시 대용량화가 가능하지만, 적당한 지하 저장
소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2]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FES, Flywheel Energy Storage)은 회전자(Rotor)의 각운동량(Angular
Momentum)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기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형태로, 매우 빠른 반응 속도와 높은 전력
용량 밀도가 장점이지만 저장용량크기의 한계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2] 배터리 에너지 저장(BES, Battery Enery Storage) 방식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인 납축 전지(Lead-acid Battery), NAS 전
지(Sodium-sulfur Battery), LiB (Lithium-ion Battery)로 분류할 수 있
는데, 향후 LiB가 ESS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iB는 에
너지 밀도가 높고, 고효율 및 사용 범위가 크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느
나, 검증 측면에서 다른 저장 장치에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2 ESS의 역할 
2013년 SANDIA 보고서에 따르면 ESS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분류
된다. 1) 대용량 에너지 서비스(Bulk Energy Service), 2) 보조 서비스
(Ancillary Service), 3) 송전망 서비스(Transmission Infrastructure
Service), 4) 배전망 서비스(Distribution Infrastructure Service), 5) 수용
가 에너지 관리 서비스(Customer Energy Management Service) 이며,

세부적인 분류는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전력계통 효율화와 연관이
있는 중요 서비스들을 살펴본다.

 <표 1> ESS로 제공 가능한 전력망대상 서비스

대용량 에너지 서비스(Bulk Energy Service)

․Electric Energy Time-Shift(Arbitrage)
․Electric Supply Capacity

보조 서비스(Ancillary Service)

․Regulation
․Spinning, Non-Spinning and Supplemental Reserves
․Voltage Support
․Black Start
․Other Relate Uses
- Load Following/Ramping Support for Renewables
- Frequency Response

송전망 서비스(Transmission Infrastructure Service)

․Transmission Upgrade Deferral
․Transmission Congestion Relief

배전망 서비스(Distribution Infrastructure Service)

․Distribution Upgrade Deferral
․Voltage Support

수용가 에너지 관리 서비스(Customer Energy Management Service)

․Power Quality
․Power Reliability
․Retail Electric Energy Time-Shift
․Demand Charge Management

  2.3 ESS를 이용한 전력계통 운영서비스 
  2.3.1 Electric Energy Time-Shift
이 서비스는 ES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전력가격이 낮을 때

충전하고 전력가격이 높을 때 방전하면서 전력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풍력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의 특성 상 계통의 피크 부하 기
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크 기여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시간대별 전력 가격 차이와 한 주기의 충방
전에 소요되는 비용(충방전 효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1]

  2.3.2 Regulation
전력계통에서 조정(Regulation)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은 계통주파수

를 기본 주파수 근처로 유지하는 것이다. 조정 서비스는 매순간 변화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그림 1>은 조정서
비스 유무에 따른 계통부하 차이를 나타낸다.[1]

<그림 1> 조정서비스 유무에 따른 계통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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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계통에 연결되어 있고 전력 공급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발전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력 공급량이 순간적으로 부
족하면 조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하고 반대로
전력 공급량이 많게 되면 발전기의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의 화력 발전기들은 이러한 출력의 변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조정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화력 발전기
는 최적출력조건에서 운전되어야 가장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
다. 게다가 화력 발전기가 조정 서비스가 요구하는 정도의 빠른 출력 변
화를 담당하게 된다면 발전기의 수명이 크게 감소 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ESS는 우수한 부분부하(Part-load)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응답특성(플라이휠 및 LiB)으로 인해 계통 제어 신호를 더욱 정확하게
따를 수 있으며, 충전과 방전을 고려하면 용량의 두 배까지 조정 서비스
가 가능하다(<그림 2> 참조).[1]

<그림 2> 조정 서비스를 위한 화력발전기와 ESS 운전 모드

  2.3.3 Voltage Support
전력계통 운영자는 계통의 전압을 정해진 범위 내로 유지시킬 필요

가 있어서 무효전력(Reactive Power, VAR)을 이용하여 전압을 안정화
시킨다.[1] ESS의 PCS(Power Conversion System)는 유효전력 요구량
에 따라서 다양한 무효전력을 공급이 가능하다(<그림 3> 참조).

<그림 3> ESS PCS의  운전 범위

  2.3.4 Load Following / Ramping Support for Renewables
ESS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출력변동을 완화

시키는 기능(Ramping Support for Renewables)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 변동 보다는 느리지만 비교적 빠르고 랜덤하게 변하는 전력부하
에 반응하는 부하 추종(Load Following)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이다. 신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 완화는 ESS 만이 가능하며, 부하 추종은 화력
발전기로 구현이 가능하다. 부하 추종 서비스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기는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을 증감발하게 되는데, 이는 발전기가 부분부
하(Part-load) 상태에서 운영됨을 의미하며, 연료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
하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시킨다. 반면에 ESS가 부하 추종 서비스
를 수행하면, 화력 발전기에 비해 빠른 응답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추
종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2.3.5 Ancillary Service - Frequency Response
주파수 조정은(Frequency Regulation)은 발전기의 갑작스런 탈락이

있을 때 수 초에서 수 분내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전술
한 조정(Regulation) 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 주파수 조정 서비스를
ESS가 담당하면 화력 발전기 보다 응답 특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계통
의 신뢰성 및 전기 품질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고, 주파수 조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던 화력발전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일반적으로 20MW급 이상의 ESS가 적당하며 계통 내에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으나 가급적 부하 중심점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손실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림 4> ESS의 주파수 조정 서비스

  2.3.6 Transmission Infrastructure Service - Transmission 
Upgrade Deferral
송전 설비 지연(Transmission Upgrade Deferral)은 ESS를 사용함으

로써 송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통 최대 부
하가 송전 설비 부하 용량에 근접하고 있을 때 ESS를 과부하된 송전
시스템의 접속점(node)에 설치하여 최대 부하 발생시 ESS를 방전 모드
로 동작 시킨다. 이러한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최대 부하를 위하여 송
전 설비 개선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ESS를 사용하
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림 5>는 수요일 오후 송전 용량 초과 시
점에서 ESS가 방전된 상황을 보여 준다.[1]

<그림 5> ESS의 송전 설비 지연 서비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S를 이용한 전력계통 운영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
해서 고찰하였다. 계통 운영자 측면에서 ESS의 설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많은 편익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파수 조정 서비
스, 신재생 출력변동 완화 서비스는 ESS를 이용한 전기품질 향상과 전
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가 될 것이다. LiB 기술진보에 따라
서 제조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추어 질 경우, ESS는 청정에너지원을 활용
한 분산형 전원 서비스, 에너지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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