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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 시대는 가고 친환경에너지 시대가 온다 

<1/8> 
- Future Horizon (2015년 제24호) 



     친환경에너지의 현실화 

<2/8> 
- theguardian (2016.5.18), pv-magazine (2016.5.9)  

    2016.5.7~5.11 총 4일 107시간 동안 

    신재생에너지로 포르투갈 전체 전력 소비 대응 

    발전원 : 태양력 + 풍력 + 수력 

    2016.5.9 11시, 신재생에너지 출력 54.8GW 달성 

    독일 전체 소비 전력(57.8GW)의 95%에 달함 

    발전원 : 태양력 + 풍력 + 수력 



     파리 기후 협약과 대규모 에너지 신시장의 도래 

향후 15년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약 12.3조 달러 투자 발생 전망 

녹색기후기금 (GCF1))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개도국 지원 자금 마련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포커스 2016년 1월호 

   (IEA’s World Energy Outlook ’12 보고서 인용) 

1) Green Climate Fund  <3/8>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동향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 자동차 친환경 공정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전력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속적 확대” 

“전기차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되도록 親 전기차 

  환경 구축”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지원” 

<4/8> 

1.  전력 신산업 펀드 

2.  학교 태양광 설치 

3.  AMI1) / FR2) ESS 투자 

4.  EV3) 충전기 설치 

5.  전력 빅데이타 

6.  KEPCO 에너지 솔루션 

7.  규제 개선 

8.  규제 전수 조사 

9.  전기차 규제 개선 

10. SG / MG4) 해외공동진출 

1) 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2) FR   : Frequency Regulation 

3) EV   : Electrical Vehicle    4) SG : Smart-Grid , MG : Micro-Grid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 ESS 

<5/8> 

- Energycharts.de (독일,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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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날씨, 시차등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큼 

→ ESS 필요성 발생 

화석/원자력 에너지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기저발전 

으로 활용 중 



     LG 화학의 전력망용 ESS 설치 현황 

Total 1.6GWh1) 

1) 2016년 5월 기준 설치 및 수주량 (AES 1GWh 포함) <6/8> 



     ESS 관련 기업 간 협력과 동반 성장 

<7/8> 

1) PCS : Power Conditioning System 

2)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Turn-key 

Business 



 국내 ESS 프로젝트 다양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 F/R과 신재생 연계, Peak Shifting등 다양한 용도로 실증 과제 확대 

    - 해외 진출을 위한 ESS Reference Data 확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산업 지원 정책 유지 

    - 장기적인 지원책 확정을 통한 투자 Risk 감소 

 정부와 민간 기업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자국 업체에 특화된 인증 체계 , 표준 제정을 통한 산업 보호 움직임 증가  

        

      ESS 산업 발전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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