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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diction algorithm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load pattern can cause economic loss in case of
a failure prediction.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electricity charge between industrial
power system with ESS – this case’s operation is based on
Non-prediction operation method. - and without ESS. In addition, we
derive the payback period.

1. 서    론

국내의 전기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9.15 정전과 같
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많은 수용가 들은 각자의 시스템 요구 정도
에 따라 대책 강구에 나섰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기
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여 발전량을 항시 충당 하는 방법이
나 비상발전기 및 UPS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는 방안들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원의 불규칙한 발전량이나 비상 발
전기 등의 상시 운전 불가로 인한 낮은 이용효율은 합리적인 대안이 되
기 어렵다. 따라서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한 시점에 필요한 운영
방한 기술 중 하나로 국내 전력계통에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
치(ESS)의 도입이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기요금
이 비싼 시간대에 방전한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
하지 않지만 부하를 중부하 시간대에서 경부하 시간대로 분산시켜주는
역할과 더불어 최대 수요 전력을 저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신재생 에
너지원에 비해 에너지 사용 효율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을 기대
수명동안 평가하고, 원금회수 기간 혹은 원금회수를 위한 보조금의 비율
을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ESS 운영 방식
에너지 저장장치의 운영방식은 부하의 예측 없이 실시간 수요 부하에
따라 방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경부하시간
대에서 발생하는 최대부하는 기본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
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충전은 해당일 새벽 경부하시간에 일괄 충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중간부하와 최대부하시간대의 부하의 정도는
기본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간부하와 최대부하시간대에는 정해진
수요관리 목표값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방전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간 1회 발생하는 최대 수요를 억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의
경우 최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의 잔량을 항시 대
기 상태로 가져가야 하므로 일과 시간 종료 시점에 존재하는 중간부하
시간대부터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잔량을 방전시켜 사용 효율을 증가시
켰다. 아래의 그림 1은 위에서 언급한 운영방식을 적용한 예이다. 그림
에서 파란 선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계통의 부하곡선이다.
또한 빨간 선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적용되었을 때 계통의 부하곡선을
의미한다. 해당일의 00:00을 기준으로 하여 x축은 분 단위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경부하 시간대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의 충전이 시작되며, 중간/최대 부하 시간대에서는 정해진 목표값을 초
과하였을 경우 방전이 진행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방전 후 에너지
잔량이 존재하면 중간부하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량 방전한다.

  2.2 ESS 적용 분석 모델의 도출
  2.2.1 ESS 적용 부하
아래의 그림 2는 국내 P사의 1년간 부하곡선이다. 최대부하는 약
17,500[kW]이며, 측정 초기에 최대 부하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이에 미치
지 못한다.

<그림 1> ESS 운영방식 적용의 예

<그림 2> 산업용 수용가의 연간 부하곡선

본 논문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기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가정하였
으며 이에 따른 산업용 수용가의 부하 증가랑은 국가통계포탈의 경제성
장률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3은 국가통계포탈의 경제성장
률 및 추정 그래프이다[1].
그림 3에서 빨간 점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년도의 GDP를 기
준으로 산출한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1998년의 경우 IMF 금융 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값의
경우 경제성장률 추정에 있어 불필요한 데이터로 취급하고 이를 제외한
2034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산업용 수용가의 부하는
매년 해당 년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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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기준년기준 GDP 기준)

2.2.2 전기요금 체계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용가들의 특성에 맞춰 선택형 요금제를 적용하
고 있다. 산업용 고압전력B(표준 전압 154kV 이상 고객)의 경우 기본요
금과 전력량 요금에 차등을 두어 총 3가지의 형태로 선택요금제를 적용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요금 III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아래의 표 1은 산업용 고압전력 B의 선택요금 III 형을 나타내고 있
으며 표 2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의한 시간대 구분을 나타내고 있
다[3].

전력요금(원/kW) 8,190

전력량요금(원/kWh)

구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

최대부하 188.1 107.2 163.0

<표 1> 산업용 고압전력 B(선택요금 III)

구분
여름철
(6월 1일
～ 8월 31일)

봄․가을철
(3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겨울철
(11월 1일
～ 익년 2월
말일)

경부하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09:00～14:00
17:00～23:00

09:00～14: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14:00～17:00 14: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표 2>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2.2.3 경제성 분석 데이터
에너지 저장장치 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경
제성 분석 데이터는 아래의 표 3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ESS의 용
량은 4MW/4MWh로 가정하였다.

ESS 설치비용 15 억원 (1MW/1MWh)

ESS 운영비용 2,000 만원 (연간)

이자율 4.00 %

<표 3> 경제성 분석 데이터

여기서 ESS 설치비용에는 설치비를 비롯하여 ESS,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PMS(Power Management System)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3. 분석 결과

아래의 표 3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을 나
타낸 것이다. 아래의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매년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연도 미설치 설치 연도 미설치 설치

2014 9,417 9,292 2024 11,414 11,258

2015 9,659 9,513 2025 11,569 11,414

2016 9,870 9,734 2026 11,723 11,559

2017 10,088 9,948 2027 11,879 11,709

2018 10,312 10,165 2028 12,023 11,848

2019 10,518 10,367 2029 12,137 11,982

2020 10,711 10,557 2030 12,253 12,101

2021 10,895 10,738 2031 12,389 12,227

2022 11,073 10,917 2032 12,508 12,347

2023 11,260 11,107 2033 12,629 12,451

<표 4>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 [백만원]

아래의 그림 4는 평가 기간에 따른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설치 년
도는 2013년이며, 설치비용은 설치 시점에 일괄 지불되었다고 가정하였
다. 아래의 그림에서 빨간 색 막대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로 인한 지출
을 파란 색 막대는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차액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편익을 의미한다.

<그림 4> 평가 기간에 따른 현금 흐름

그림 4에서 도출된 편익에 대한 결과를 2013년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
면 약 18억 1천만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의 가정사항 하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기대 수명 내에 원금회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조금
의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금 회수를 위한 보조금 비율
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산출 할 수 있다.

설치비용×  보조금비율 ≤운영편익
여기서 모든 비용은 기준년에 대하여 환산된 가치가 적용된다. 위의
수식에 따라 원금회수를 위한 보조금 비율의 한계값은 약 69.84%로 산
출되었다. 이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가격이 현재의 30% 수준으로 감소해
야 설치했을 경우 경제성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수용가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 기대수
명 20년에 대해서 운전하였을 때의 전기요금과 원금 회수 기간을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수용가 자체만으로 원금회수는 사실
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보조금이나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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