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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고품질,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 중 하나
인 에너지 저장 분야에 대하여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며 ESS 및
고출력 UPS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
지 저장분야 중 UPS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시장 공학
적 측정방법을 통하여 용량별 UPS시스템의 방향을 제안한다. 시장 공
학적 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시장의 발전으로
세계 UPS 시장은 저출력에서 고출력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
며 신흥국의 데이터시장 발달과 클라우딩 시스템의 발전으로 2019년까
지 50kVA이상 시스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서    론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저장이 불가능하
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시적인 최대전력 수요 발생 및 경신에 대
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과투자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에너지 저장시스템이
고려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게 만들었으며 ESS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도 함께 주목을 받게 하였다[2-5]. ESS와
UPS는 목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을 갖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ESS를
UPS로 대체하기 위하여 UPS에 Energy Management System(EMS)를
도입한 상품을 개발 하고 있다[6].

2. 본    론

  2.1 UPS 개념
UPS시스템의 주된 설치 목적은 수요처 및 장비에 전력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데 있다. UPS시스템은 순간전압강하 및 정전 등 다양한 전력
품질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된다. 그림 1은 UPS시스템의 간략한
개념도이다. 현재 대규모 데이터저장 및 백업분야가 중요시 되면서 데이
터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데이터시장의 증가에 따라 UPS시스
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저출력 UPS시스템부터 고출력
UPS시스템까지 다양한 UPS시스템을 용량별로 분석하여 향후 국내시장
방향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UPS 시장
  2.2.1 UPS시장 규모
전 세계 UPS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85억만 달러
로 추산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연 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약 5.4%로 예상된
다.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
아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에서 비롯되며 현재 UPS 개발사들은 특히 데이
터 센터 시장에 사용되는 대용량, 고출력 전력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추
세이다[7-8]. 그림 2는 UPS시스템의 시장 규모와 2019년의 시장규모 예
상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 UPS시장 수익 동향

  2.2.2 용량별 UPS시장
용량별 UPS시장은 2012년을 기준으로 그림 3과 같은 용량별 점유율
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4와 같은 연도별 금액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UPS 시스템을 1kVA미만의 용량부터 200kVA이
상의 용량을 총 8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용량에 대하여 2012년 수익을
토대로 경쟁업체 수, 교체율, 제품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고려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상정한 후 2019년의 부분 수익을 전망하였다. 2009년부
터 2019년까지 용량별 UPS시스템의 부분수익을 전망한 시장 공학적 측
정방법을 통해 UPS시장을 분석 및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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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PS시스템의 공학적 측정
용량별 UPS시스템의 공학적 측정결과는 표1과 같다.

UPS용량 평가 지표 측정도 추세

Below
1kVA

부분수익(2012) $1,023,7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1,450,7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4.5% 증가

1 to
5kVA

부분수익(2012) $1,767,3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2,323,8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4.7% 증가

5.1 to
10kVA

부분수익(2012) $744,0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1,013,6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3.8% 증가

10.1 to
20kVA

부분수익(2012) $655,6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988,8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4.8% 증가

20.1 to
50kVA

부분수익(2012) $986,1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1,494,5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3.3% 증가

50.1 to
100kVA

부분수익(2012) $956,4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1,480,2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6.4% 증가

100.1 to
200kVA

부분수익(2012) $ 853,3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 1,,324,0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6.5% 증가

Above
200kVA

부분수익(2012) $ 1,538,000,000 증가

부분수익 전망(2019) $ 2,269,800,000 증가

연평균 성장률(2012∼2019) 5.7% 증가

<표 1> 용량별 UPS시장 공학적 측정결과

 
  2.4 검토결과
시장 공학적 측정결과를 보면 UPS시장은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본 논문에서는 50kVA를 기준으로 저출력
부분과 고출력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저출력 분야를 보면
5kVA이하의 용량을 갖는 시장의 경우는 약 4.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측정된다. 반면 5.1kVA~10kVA의 용량을 갖는 UPS시스템
과 20.1kVA~50kVA의 용량을 갖는 UPS시스템의 경우는 약 3.5%로 다
소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두 용량의 경우는 현재 제조사들의 제품이 의
료, 군사, 산업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이 반영되어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다음으로 50kVA를 초과하는 고출력 분야의 UPS시스템은 약 6.2%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고출력 분야의 경우,
대형 상업용 및 공공 인프라 시장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결론적으로, 50kVA용량을 기준으로 저출력 영역보다는 고출력
영역의 UPS시스템이 연 평균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요인은 아시아 및 인도 등의 신흥국의 데이터 센터시장 증
가에 따른 UPS수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도 세계시장의 트
렌드를 반영하여 고출력 UPS시스템을 대비하여야하며 연구방향도
50kVA이상의 고출력 UPS시스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PS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을 8가지 용량별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2012년 용량별 부분수익을 기준으로 각 용량에 대한 연
평균 성장률을 대입하여 2019년의 용량별 부분수익을 전망한 결과를 도
출하였으며 시장 공학적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UPS시스템의 향후 전망
을 예측하였다. 비교검토 결과, UPS 시스템은 향후 아시아 및 인도 등
의 신흥국 성장에 따른 대형 데이터 센터시장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2019년까지 매년 약 6%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시장에 공급
이 가능한 50kVA이상의 용량을 갖는 대용량, 고출력 UPS시스템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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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용량별 UPS시스템의 2009년~2019년 시장 수익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