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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꺼내어 사용
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능동적인 기술이다. ESS는 풍력발전, 태
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 도입, 피크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부하평준화, 전력품질개선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조된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원자력발
전소 부지 내 비상전원으로써의 ESS 활용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
하였다.

1. 서    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장이나 설계기준을 초
과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내정전사고(Station Black Out, SBO) 대
처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비상디젤발전기
(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 대체교류발전기(Alternate AC
Diesel Generator, AAC)의 설계개선 및 용량 재검토 그리고 이동형 발
전차(Mobile Diesel Generator, MDG)의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정전사
고 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례와 같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 소내정전으로 인한 발전소 안전정지 기능상실을 방지함으
로써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
단으로 ESS를 비상전원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본    론

  2.1 ESS 개념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대용량으로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관리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즉, 기존
의 휴대폰 등 휴대용기기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에서 사용되는 축전지보다 저장용량이 크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저장시스템을 말한다. ESS는 경부하시(야간)의 유휴전력
을 저장하여 과부하시(주간)에 사용하는 부하평준화(Load Leveling)를
통한 전력운영 최적화에 기여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 기상 환경에 따라
출력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전력품질보상(Power Quality
Compensator)을 개선함으로써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ESS는
주파수조정, 무효전력수급, 자체기동발전 등의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안
정성 유지를 위한 계통운영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2 ESS 구성
그림 1은 ESS 구성요소의 기본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ESS 기본 구성도

ESS는 기본적인 축전지부분과 축전지의 열화예측, 수명계산, 충.방전
상태 관리 및 제어를 위한 축전지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주파
수와 전압을 계통 및 부하 특성에 맞추어 변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력
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와 ESS 실시간 운영현황과
PCS 및 축전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 된다.

2.3 ESS 종류 및 특성
현재 주로 사용되는 ESS는 축전지와 운동에너지를 저장한 후 전력으
로 사용하는 플라이휠 저장장치, 여러 개의 커패시터를 직병렬로 연결하
여 고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만드는 슈퍼커패시터 등이 사용되고 있
다. MW급 대용량 전력저장용 ESS는 출력과 용량을 가변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비용이 낮고, 높은
내구성과 신뢰도뿐만 아니라 효율이 좋아야 한다. 다음 표 1은 ESS의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다.

<표 1> ESS 종류와 특성

전지 저장기술 장점 단점

플로우 축전지
(Flow Batteries)

고용량, 독립된
전력생산 가능 저밀도 에너지

나트륨-황 축전지
(NaS Batteries)

고전력, 고밀도
에너지, 고효율

제품 비용,
안전문제 발생

리튬이온 축전지
(Li-ion Batteries)

고전력, 고밀도
에너지, 고효율

높은 생산 비용

기타 고효율 축전지
(Other Advanced
Batteries)

고전력, 고밀도
에너지, 다소
고효율

높은 생산 비용

납축 축전지
(Lead-acid Batteries) 저비용

높은 방전률로
수명이 제한적

플라이휠(Fly wheels) 고전력 저밀도 에너지

(출처 : Golden Valley Electric Association, 2011)

2.4 ESS 전망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ESS 연구개발 및 실증사
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능형전력망협회 기술동향보고서
(2012)에 따르면 ESS 시장은 2010년 기준 2조 원의 규모의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2020년 4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최대 12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재, 우리나라의 송전망 연계형 ESS 실증사례로서는 2014년에 제
주도 조천변전소에 8M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Test-bed를 설치
하여 부하평준화 및 전력 피크감소, 전력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검증한 사례가 있다. 발전원 연계형 ESS 실증은 서남해안권 대
규모 풍력단지(2.5GW), 새만금 풍력단지(20MW) 등과 같은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Test-bed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기존의 양수발전을 대체하는 대규모 발전소용 수백
MW급 에너지 저장 실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5 비상발전기로써의 활용방안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의 총 설비용량은 약 2,000
만kW에 이르며 이는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비상
시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용량이다. 하지만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비상발전기중 60%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였다.
한편 비상발전기가 디젤발전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및
운전제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발생한 후에
동작하기 때문에 기동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여 단시간 정전은 피
할 수 없다. 하지만 ESS는 필요할 때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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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와 비교하였을 경우 유지보수 및 운전제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1년 1월 약 7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여수산단 정전사고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원전 등 발전소 운
전시 비상전력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아직은 ESS의 가격경쟁력
이 비상발전기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ESS의 기술
발달로 인해 지속적으로 ESS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향후 충분히 현재
비상발전기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처 : LG화학, 2012)
<그림 2> ESS와 비상발전기 예상 가격 추이

  2.6 원자력발전소 비상전원
널리 알려진바대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에
이어온 쓰나미로 인해 발전소가 침수되어 소내정전(SBO)을 일으킴으로
써 시작됐다. SBO란 소외전원상실(LOOP : Loss of Offsite Power)과
주발전기 정지가 동시에 발생되고 EDG 등 소내비상전원도 사용이 불가
능한 상태를 말한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SBO 사고가 발
생하면 보조급수계통, 잔열제거계통 및 원자로건물 열제거계통 등 안전
정지계통이 운전불능상태가 되며 SBO 지속시간이 길어질 경우 노심 냉
각기능 상실로 노심이 용융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다.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각국에서는 이동형 발전기 도입 및 설계용량 증대 등 SBO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4
개의 모든 원전본부(고리, 한빛, 월성, 한울)에 3,200㎾급 이동형 발전차
를 배치완료했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력계통은 표2와 같이 4중
비상전원을 확보하였다.

 <표 2> 원자력발전소 SBO발생시 비상전원(기준 : 신고리 3,4호기)

구분 비상전원 용량(㎾)

1 외부전력망(2회선) ·

2 비상디젤발전기(EDG) : 1set / Division 8,000

3 대체교류비상발전기(AAC) : 1set / 4 Units 7,200

4 이동형 발전차(MDG) : 1대 / site 3,200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핵심은 적절한 노심냉각원 확보이며, 따라서 보
조급수펌프, 안전주입펌프 등 노심냉각에 이용되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 가능성 확인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기
기 성능이 만족되더라도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비상전원 공급을 담당
하는 소내 및 소외 교류전원이 완전히 상실되고, 8시간(SBO 대처시간)
이내에 복구되지 않는다면 발전소 안전이 저하되는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2.7 ESS의 원자력발전소 비상전원으로써의 적용
최근 ESS가 수십 MW급으로 대용량화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원자력발전소 소내 비상전원으로
도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내 비상전원발전기는
디젤타입으로 유지, 보수 및 제어가 어렵고 즉각적인 기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ESS는 저장된 전력을 활용하여 즉시 전력공급이 가
능하고, 전력관리시스템(PMS)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운전제어 및 유지보
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의 가동중인 원전에는 비상전원으로 사용
하기에는 부지확보, 용량검토 등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으나, 계획중인
신규원전의 경우 적용할 만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 확보로 현재 다중 비상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또 다른 비상전
원으로 ESS를 활용한다면 SBO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원자력발
전소 비상전원으로써 ESS를 활용시 2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하
나는 가격경쟁력 확보이며, 다른 하나는 용량이다. 가격경쟁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개발로 인하여 ESS 가격이 점차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
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SS의 용량은 기본적으
로 소내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 8시간 SBO 대처능력

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시 요구되는 최
소 72시간의 대처 확장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3은 SBO발생시 노
심냉각에 이용되는 공학적 안전설비를 비롯한 필수부하목록을 나타낸다.

 <표 3> 소내정전사고(SBO)시 부하목록

부하명 SBO부하(kW)

4.16kV 안전주입펌프1 705.6

4.16kV 전동기구동 보조급수펌프A 930.9

4.16kV 정지냉각펌프1 758.2

4.16kV 1차측기기냉각수펌프1A 976.4

4.16kV 1차측기기냉각해수펌프1A 569.6

4.16kV 필수냉동기1A 353.3

480V 저압차단기반 970.3

480V 전동기제어반 770.6

AAC DG건물 480V부하 436.2

손실합계 58.3

SBO 부하합계 6529.4

(출처 :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소내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 8시간의 부하용량은
6,530kW × 8시간 = 약 52 MWh, 설계기준 사고 초과시 요구되는 72시
간 부하용량은 약 470 MWh로 추정된다. 2014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풍력단지에 준공된 32MWh ESS(LG화학)를 비롯하여 현재 수
십 MW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자력발전
소에서 검토되고 있는 72시간의 확장대처능력을 현재 ESS의 기술수준
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지만, 최소 8시간의 SBO 대처능력은 가능하다.
다만 설치면적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
재 ESS가격(1MW/1MWh 기준)은 약 12억 원이며, 설치면적은 약 80∼
110㎡이다. 또한 1MWh급 축전지는 20ft 컨테이너(15㎡)를 기본단위로
설계되고 있다. 표 3은 EDG와 ESS의 비교를 나타낸다.

 <표 4> EDG와 ESS 비교

항목 EDG ESS

설치용량 8,700kW × 5대 48MW / 48MWh

소요부지 약 2,700㎡ 약 5,585㎡

설치예산 635 억원 570 억원

(출처 : 신고리 5, 6호기 EDG 입찰공고문, 한전 F/R시범사업 경과보고서)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S의 개념, 특성 및 전망과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전원
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
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비상전력계통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비상디젤발전기를 비롯하여 다중의 비상전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MW급으로 대용량화 추세에 있는 ESS를 활용하여 SBO 대
처능력을 강화하고자 ESS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전면적인 교체가 어려운 것
이 사실이나, ESS가 대용량화 되는 추세이므로 머지않아 또 다른 백업
용 비상전원으로써 대두될 것이다. 이와 관련 설치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문제와 실제 적용시 운전특성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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