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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및 시장 동향

1. 개 요
1.1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현황
European Electricity Markets 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의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 년 1/4 분기에 처음으로 4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가 2020 년 6 월 25 일 발표한 에너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9 년 1 분기 35.9%에서 4 분기 47.0%로 증가했으며, 바이오 매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발전량의 비율도 이전 기록 51.8 %에서 62.1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7.0%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해상풍력(Offshore wind) 15.2%,
육상풍력(Onshore) 14.7%, 바이오에너지(Bioenergy) 11.9%, 태양광(Solar PV) 2.2% 그리고
수소(Hydro) 2.8%로, 풍력발전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64%, 그리고 전체 에너지원의
30%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2020 년 1/4 분기의 데이터로, 당시 일조량이 낮아 태양광
비율이 특히 낮게 책정되었으나 영국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은 13.3GW 이다. 풍력 발전
설치 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하여 이로서 전체 47.4 GW 의 풍력발전 용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2020 년 2 월에 강한 바람에 따른 기상 조건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분기별 풍력 발전량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계절별
그리고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발전 설비의 계통 연결 시 전력의 양적 질적 컨트롤이 필수적이다.
<그림 1> 영국 전체 전력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2020 년 1/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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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의 필요성과 기능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과 같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발전 시간대와 전력 수요 피크 타임 간 차이가 날 때 전력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전력 공급의 유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수록 전력 공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최근 대용량 리튬 전지의 가격하락과 시스템 정보의 집계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ICT 플랫폼의 개발로 운용 효율 증대와 즉각적인 에너지 수급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에너지 소매시장(wholesale market)을 통한 독립적인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발전소에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장치는 송전, 변전, 배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불균일하게 생산되는 전력을 계통에 연결할 경우
발생하는 전력의 질 저하를 막고 안정되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용도로는 전력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전력(UPS) 기능이다.
에너지 저장장치의 고유 기능을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신속한 응답 가능성: 그리드(grid)의 수요, 주파수 변동, 그리고 가격변동 시그널에
밀리 초 단위까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파수 응답과 전압
보정과 같은 네트워크 보조가 가능함

•

비축 기능: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백업 기능부터 대규모 용량 비축 및 단기 비축 운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

•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변동에 따른 에너지 비축 및 방출 시간
조정 기능: 에너지 수요가 적고 전력 단가가 낮은 시간대에 비축하여 에너지 수요가
높고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방출함으로써 그리드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고 전력
전송 및 분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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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너지 저장장치의 역할과 기능

1.3 에너지 저장장치의 종류 및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의 종류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되며 양수 발전,
압축 공기 저장 장치, 플라이휠(Flywheels)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 저장과 리튬 이온 전지, 납
축전지, 흐름 전지 등의 전기 화학적 저장 그리고 수소연료와 합성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
학적 저장 방식이 주로 연구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열 시스템과 초고용량 커패시
터 같은 전기적 저장 방식이 있다.
<그림 3> 에너지 저장장치의 종류(World Energy Counc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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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리튬 이온 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
력 변환 효율이 약 95%까지 개선되었으며, 분 단위의 단주기 방전부터 수 시간의 장주기
발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저장용량 대비 시스템 단가의 하락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
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밀리 초 단위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SMP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시장과 전압 주파주 밸런스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고 있다.
<그림 4> 리튬 이온 전지의 가격 변동 추이

2. 유럽 에너지 저장장치 현황 및 시장 동향
2.1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의 기술 및 생산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World Energy Council 의 2020 년 Innovation Insight
Briefing 에 따르면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저장 기술로는 Super-Capacitors,
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그리고 Flywheels 이 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로는 양수 발전, 압축 공기 저장 장치, 리튬 이온 전지, 납축전지, 흐름 전지, NaS
전지 등이 있으나 이중 양수 발전, 압축 공기 저장 장치 기술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세계 10 대 생산기업 중 한국에 2 개 기업(LG Chem, 삼성 SDI),
일본에 2 개 기업(Panasonic, AESC) 그리고 중국에 6 개 기업이 분포되어 있어 전세계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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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너지 저장 기술 현황 (World Energy Council, Innovation Insight Briefi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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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집중되어있다. 최근 독일의 Tesvolt 사가 연간 255MWh 규모로 생산을
시작하였지만, 이미 수십 GWh 단위로 생산하는 한국의 LG Chem 과 중국의 BYD 사에
비하면 그 규모가 아직 미약하다. 반면, 납축전지, 바나듐 흐름전지, 브롬화 아연 흐름전지
NaS 전지 등 비 리튬 이온 ESS 의 경우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독일의 Enenox 사가 바나듐 흐름전지를, 이탈리아의 FIAMM 사가 납축전지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2.2 유럽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앞서 살펴 보았듯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략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력 생산량의 변동폭이 증대됨에 따라 에너지 저장 기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전기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전압 및 주파수를
유지하는 기능도 요구된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며 예상치 못한 수요
변동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림 5>에 보인 여러 용도에서 볼수있는 것 처럼 송전망의 제한을 감소시켜 대형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SMP 변동에 따른 수익창출을 꾀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그림 5> 에너지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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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장치의 생산 기반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림 6>, <그림 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설치 확대를 감안하면 장치를 사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럽에서의 필요와 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미 확대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유럽의 연간 분산 에너지 저장장치(Distributed ESS) 설치 계획

<그림 7> 유럽의 연간 전력사업자용 에너지 저장장치(Utility Scale ESS)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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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기술협력 가능성
한국은 이미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량 및 품질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용량 저장 전지의 생산을 대부분 아시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향후 기술 협력 및 사업 확장은 단순 장치 공급 뿐만 아니라 가정용, 지역단위용
그리고 전력사업자용 등 다양한 레벨에서 턴키 시스템 공급, 사후 관리, 더 나아가서는 전력
공급망에서 독자적으로 저장장치를 이용한 SMP 단가 변동에 따른 전력 수급 사업과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통한 지역별, 업체별 전력 공급 서비스 사업에도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2020 년도에 들어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규가 정비되고, 독자적 시장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상황이라
SMP 변동폭이 큰 영국 시장은 포화되어 가는 한국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을 넘어 도전해
볼만한 여건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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