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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전기차와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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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에서 가상발전소(VPP)로의 통합 모델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박기준 연구실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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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전환

을 각국에서 추진하면서 전기차(EV) 보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MC 오토모티브(L- 

MC Automotive)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동 

차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2019년 대비 43% 

성장했다.1 딜로이트가 전기차가 2030년까지 2,530

만대(배터리 전기차(BEV)기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한 가운데,2  최근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 

EM)들은 전기차 제조 및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다.3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수요도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

하면, 국내에 100만의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엔 완속  

및 급속충전기 등 전체 충전기는 74만 기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4  전기차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우리나 

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차량 이용자의 생활 거

점과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5 바이든 정부도 2030년까지 

50만 기의 충전기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모두 

힘을 쏟고 있다.6

각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노력에 따라 전 세 

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퀸스마켓인사이츠(Quince Market Insigh- 

ts)는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규모

를 38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2028년까지 충전소 인

프라가 가치 측면에서 연평균 36.3%씩 성장할 것으

로 전망했다.7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 

이란 예상과 맞물려 민간부문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사

업에 진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기존 주유소를 활용

하여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상업용 복합시설로

서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8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미 제

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충전 인프라 확대에 한창이다.9

전기차 충전소의 수익 모델도 이제 각광을 받게 되

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업의 여러 수익 모델 중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인 V2G(Vehicle to- 

Grid)와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전기차에 탑

재된 배터리의 잉여전력을 하나의 발전 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V2G 기술에 대

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10 발전자원으로서 

활용을 위해 V2G 기술과 전력망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VPP가 전기차 충전소 구축 시 연계된다면, 충전 

사업자가 추가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소 관점에서 V2G와 VPP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본다. V2G와 VPP를 분석한 기

존 연구들과 이 분야 전문가인 한전전력 전력연구원의 

박기준 신사업 연구실장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재균 연구위원 등과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념

과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들 기술과 연계한 미래 충

전소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조세일보, "작년 전세계 車 판매량 두 자리수 감소…전기차는 43%↑", 2021.03.16

2 딜로이트, "전기차 시장 전망: 2030년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2020.09

3 헤럴드경제, "BMW·폭스바겐 등 '전기차 전환' 잇따라…100년 패권 '전기차'로 재편", 2021.03.18

4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017.04

5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0.10

6 Bloomberg, "Biden's charging plan could sell 25 million EVs", 2020.12.02

7 Quince Market Insights, "Electric vehicles charging infrastructure market", 2020.08

8 조선일보, "전기차 충전하려면 30분 머물 공간 마련해야 주요소 복합공간으로 바뀐다", 2020.11.05

9 전자신문, "현대차, 국내 첫 민간 충전사업자 '한충전' 인수 나섰다", 2021.03.22

10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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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란 무엇인가?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많이 논하지만 현재로

선 중앙집권적인 전력 망 구축으로 인해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송전하고 관리하는데 다양한 방안이 존재 하

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V2G를 지

원하는 차량이 많아진다면 에너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전

기차 충전소를 쉽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은 V2G인데, 차량을 그 

리드에 연결시킴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빼 

다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다. 즉,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 

과 연결하여 차량 배터리와 전력망 간 양방향으로 전력

을 주고받는 것이다. V2G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 자원으 

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로 자동차는 하 

루 중 상당한 시간동안 정차되어 있으므로11,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다른 곳

으로 송전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

하면, 사람들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

대에 저렴하게 전기차 충전을 한 후 전기 가격이 오를 

시점에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팔거

나 거래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기차 

차주는 V2G가 지원되는 차량만 소유하고 있으면 부가

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V2G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양방향 충

전기, 중개자(Aggregator), 배전계통 운영자(DSO)들

이 어떻게 전력과 정보를 양방향으로 주고 받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V2G를 통해 

부하 평준화(Load Leveling)와 주파수 및 전압 조정

(Regulation Service), 전력 예비력 공급(Spinning 

Reserves), 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Stabilizing the 

Intermittency of Renewable Energy)가 가능해진

다.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

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

다.12  이제는 전기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의 개념이 아

닌 이동식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를 사고 파는 

것을 계속한다면 전기차 자체가 하나의 돈 벌어다 주는 

수단, 또는 작은 발전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 V2(스마트)G인 것이 

다. 

1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향 전력전송의 제도적 기반 연구", 2018.11

12 김철환, "V2G 적용 사례 및 국내 시설기준 제정 방향",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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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V2G 시스템 구성도

V2G 시스템의 부하 평준화

주: SoC란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State of Charge, SoC) 의미
출처: 김철환, V2G 적용 사례 및 국내 시설기준 제정 방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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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구현을 위한 조건

충전기에 V2G를 적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기술과 

이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양방향 충전기(On Bo- 

ard Charger, OBC) 기술과 전력 및 정보에 대한 제 

어와 연결에 대한 표준이 시급하다. 현재 OBC 기술 유 

형엔 AC V2G와 DC V2G가 존재한다(그림 3). AC 

V2G는 차량 내부에 양방향 OBC 장비가 탑재되며 충

전소에 별도의 변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 장점이며, 이를 적용한 사례로는 르노 조에(Ren- 

ault Zoes)가 있다. 반면, DC V2G는 양방향 OBC 장 

비가 차량 외부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 

로, DC 충전 하드웨어가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어야하 

며 차데모(CHAdeMO), CCS등의 프로토콜을 따른

다. DC V2G 적용 사례로는 닛산 리프(Nissan Leaf)

가 있다.13

전력망에 V2G를 활용하여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송하려면 AC V2G 방식이 더 유리하다. 차량에서 

전력망으로의 전송을 하고자 DC에서 AC로 변환하려

면 차량 외부에 DC를 AC로 변환하는 고가의 장치가 

필요하고, 충전소 구축 시 차량 대수만큼 변환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

다. 그러나 AC V2G 방식은 전력을 배터리에서 전력

망으로 전송할 때 조그마한 계량 장치만이 필요하다.

V2G를 구현하기 위해선 차량 충전에 대한 제어와 

통신에 대한 표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

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협

력하여 AC V2G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표준인 'ISO/

IEC 15118'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ISO/IEC 

15118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제어와 데이터 통신, 그

리고 무선 충전 V2G 기술 등을 포괄하므로, ISO/IEC 

15118 표준화 작업이 완료될 경우 이를 활용한 V2G 

기능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향 전력전송의 제도적 기반 연구", 2018.11

그림 3

AC V2G 및 DC V2G 개념도

출처: NUVVE Co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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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에 대한 우려사항

V2G 기술을 통해 충전과 송전을 계속하다 보면 배

터리 수명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방전 깊이(Depth Of Discharge, DOD)'를 활용하

면 V2G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그림 4). DOD는 배터리 전체 중 충방전을 배터리 용

량 중 얼마만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다. 만약 배

터리 용량 중 작은 비중만으로 충방전을 할 경우엔, 

DOD는 예를 들어 10%만 충방전을 하게 된다. 만충

했다가 완전히 전력을 다 소모하는 것을 1~2천번 보

증한다고 가정하면, 충전에서 방전을 80%에서 20%

까지 사용하면 5천번이나 1만번으로 늘어난다. 60%

에서 70%만 활용한다면 충방전 횟수가 10만~20만

번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V2G를 한다고 해서 배터리 

용량을 전부 사용하는게 아니라 1시간만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75kWh 배터리가 장

착되어 있는데, 배터리 용량 중 5kWh만 사용하는 것

이다. 즉, 전기차 소유주가 수시로 배터리 충전과 방전

을 반복하여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배터리 수명에 영향

이 없으므로 하루에 5kW로 1천원, 2천원 벌 수 있다

면 많은 전기차 차주들이 참여 할거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

방전깊이(DOD)

출처: Bullsbattery 홈페이지

30%
방전

100%

50%
총

배터리
용량

방전깊이
(DOD)

충전상태
(SOC)

0%

잔존용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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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 활용의 편익

V2G 시스템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은 전기차 

소유주와 충전 서비스 제공자, 발전사업자 및 자동차 제 

조사 간 가치 흐름(Value Stream)의 창출을 가능케 하 

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그림 5). 더불어 V- 

2G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편익을 가져다 

준다(그림 6). 전력망과 전기차 배터리를 연결하여 전

력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충전소 사업자가 V2G를 고려 

하여 충전소를 구축하면 전력산업 이해관계자와 지역

자치단체 등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하며, 충전소 사업자가 전력 부문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그림 6

V2G 생태계 예시

충전서비스 
제공자

자동차 제조사/
차량군(Fleet)

1. 전력망 확장 비용 절감 
2. 새로운 수익 흐름 창출
3. 에너지 자원 포트폴리오 최적화
4. 탄소배출 절감

전기차 소유주 전력회사

V2G 활용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편익

출처: EPIC Final Report 2018, VIRTA 재인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향 전력전송의 제도적 기반 연구, 2018

편익 수혜자

송배전 사업자
계통 안정화

주파수 조정

분산전원발전, 배처리 충방전, 부하제어•수요제어량 
등을 모집 및 활용하여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계통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 축소
송배전 설비 활용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용 축소

배터리 등의 활용으로 계통•변전소 등의 
개보수•증설 수요 축소

노후화력의 합리화, 기존화력의 가동률 향상
을 통해 자산효율을 향상

계약전력 저감(피크 커트)
전력이용 최적화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재해 시 전기차 배터리 전력 활용

출력제어 발동 시 배터리 등으로 수요를 창출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최대한 활용

수급 균형

기타
(배전망 전압 조정 등)

발전 사업자

투자 최적화

화력발전의 합리화

전력요금 저감

보수 획득

사업연속성계획(BCP)

출력제어 회피

전기 수요 고객

지자체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편익 편익의 주요내용

1. 모빌리티 제공
2. 에너지 비용 부과

1. 배터리 수명
2. 차량 판매

1. 충전 서비스
2. 제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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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C V2G 기반의 실증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현재까지 V2G 실증 사업이 V2G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50여 건 이상 

진행되었으나, 프로젝트 대부분이 DC V2G를 기반으

로 진행되면서 앞서 설명한 변환장치 설치 비용을 누

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AC V2G 기술 및 ISO/IEC 

15118을 적용한 실증사업에서 전기차 소유주당 연간 

120~750 유로 범위의 금전적 이익을 봤다는 결과를 

얻었다.14 AC V2G를 활용한 실증 사업이 지속해서 전

개된다면 충전소와 V2G를 연계한 수익성 창출도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14 Baerte de Brey, "Smart Solar Charging: Bi-Directional AC Charging (V2G)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nergy and  
 Power Engineering 2017(11):48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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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을 가능
케 하는 가상발전소(VPP)

V2G를 활용한 충전소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에너

지 부문으로의 사업 확장을 가능케하려면 가상발전소

(VPP)를 통한 V2G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을 유기적으

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VPP란 풍력발전 단지와 태양광 패널같이 여러 지

역에 분산된 소규모 에너지 발전과 배터리와 같은 연

료전지 등의 발전설비, 그리고 전력 수요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발전소를 의미

한다. 즉,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며 통제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다(그림 7).

발전자원이나 에너지 저장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이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VPP의 핵심기술이

다. 제어를 위해선 시장에 대한 예측과 보유 자원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예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선 계측(Measure)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그리고 

저장과 보안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소

프트웨어 기술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

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

인다. 

그림 7

가상발전소(VPP) 개념도

출처: Toshiba Energy Systems & Solutions Corporation 홈페이지

IOT 기술 DER 자원 제어

전력 소비자(가정 및 산업용)

발전 시스템

재생에너지 자원

전력 저장장치

VPP
Virtual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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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실현을 위한 조건

VPP가 실현되기 위해선 제도적인 측면이 뒷받침 되 

어야 한다. 정부는 VPP를 활용한 사업의 발전을 촉진 

하고자 2020년 9월 에너지혁신기업 전략을 발표했 

다.15 현재 한국의 제도는 전기사업법 등 포지티브(Po- 

sitive) 정책으로써 다양한 자원을 결합한 전력 거래가 

제한되어 있으며 전력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이로 인

해 시장에서의 에너지 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 전력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 활

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VPP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정부

는 추가 제도 개선과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림 9).

그림 8

VPP 발전 방향 및 고도화 방안

주: 플러스 DR은 수요감축의 반대 개념으로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량 시간대에 수요 증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의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 2020

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 다양화

VPP 고도화

수요측 VPP
→ 2014년 수요 자원 거래시장
(DR) 도입

공급측 VPP
→ 2019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도입

(현재 시장 단계)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필요

기술기반 확보 / 
제도개선은 
중장기 검토

분산전원 모집 활성화
→ 자원 대형화/다양화

예측기반 서비스 제공
→ 발전량 예측 등

DR시장 확대
→ 실시간 DR, 플러스 DR 등

신재생발전기 전력시장 
입찰제도 도입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 다양한 BM 발굴

클라우드, 5G 등 
신기술 기반 VPP 고도화

1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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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및 V2G와 결합한 충전소 사업자 
의 장점(종합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 가능)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V2G를 적용한 충전소 

사업자는 VPP와 연계하면, 차량 충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에너지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도 진출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VPP

를 통한 에너지의 거래와 중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림 9). VPP 플랫폼을 통해 V2G로 전력을 전기차와  

전력망 간 송전하는 것을 관리하고, VPP 시스템에서 에 

너지에 대한 제어 신호를 발송하면 V2G 시스템을 거 

쳐 차량 제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VPP를 염두에 두고 V2G기능을 갖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그림 10). 

그림 9

그림 10

VPP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관련 수익 흐름 예시

V2G와 VPP 연계 개념도

출처: Cenex, Understanding the True Value of V2G: An analysis of the customers and value streams for V2G in the UK, 2019

출처: IRENA, "Innovation Outlook: Smart Charging for Electric Vehicles", 2019

전기차 관련
수익흐름

직접적인 이익

전력중개자를 통한
서비스 판매

송전계통운영자
(TSO)

전력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누적 수익 흐름 구성

FFR(Fast Frequency Reserves)

1차 예비력(Primary Reserves)

2차 예비력(Second Reserves)

2차 예비력(Second Reserves)

부하 변환(Load Shifting /전력피크 
저감(Peak Shaving)을 통한 혼잡관

리(Congestion Management)배전계통운영자
(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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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V2G와 VPP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전기차 주행 관련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 정보 기반 

의 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전력 시장 예측에 

기반한 차익 거래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 

제로 테슬라(Tesla)는 전기차가 V2G 시스템에 접속하 

여 실시간 입찰(Bidding)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해둔 

전력을 거래하고, 전력 운영자는 자원 포트폴리오 최적 

화가 가능한 오토비더(Autobidder)란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2). 오토비더는 차량에 

서 V2G 플랫폼에 접속하여 에너지 가격과 차주가 충 

전해둔 가격을 비교하여 에너지 입찰(Bidding)을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테슬라는 자동 

차 생산 기술의 파괴적 혁신에 이어 오토비더를 통해  

실시간 전력 시장 모니터링 및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이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16

따라서, 에너지 제어를 비롯하여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결국 전력 시 

장을 통한 전력구매 보다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예측을  통해서 이러한 차

익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 역량을 갖춘 플랫폼 또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하며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역량을 지닌 테크기업들이 VPP 생태계에 
진입하거나, 이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는 모빌리티 및 
충전 인프라의 생태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테슬라 오토비더(Autobidder) 플랫폼

출처: 테슬라 홈페이지

17 테슬라 홈페이지, https://www.tesla.com/ko_KR/support/autobid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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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로서의 에너지
(Energy-as-a-service)

 충전소와 V2G, VPP시스템의 통합적인 구축은 충

전소 사업을 비롯하여 에너지 사업과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테슬라의 사례를 통해서 봤

듯이, 완성차 제조사도 V2G와 연계한 VPP를 제공하

여 전기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더 나아

가, 충전소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에너지 사업을 넘

어 전기차 모빌리티(E-Mobility) 생태계 전반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시 V2G 기술을 통해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거 

래 관점에서 바라본 VPP 통합 모델에 대한 투자는 모

빌리티의 생태계를 한 발짝 앞서나가는 방안일 것이

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때, 현재 가상발전소(V- 

PP) 플랫폼은 기술개발 단계에 있지만, 충전소 생태계

와 관련된 기업들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 초기부터 에너 

지 부문으로의 생태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로서

의 에너지(Energy-as-a-Service)기업으로 거듭나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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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RENA, Innovation Outlook: Smart Charging for Electric Vehicles, 2019

그림 12

전기차 모빌리티(E-Mobility)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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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사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가상발전소(VPP)와 V2G(Vehicle to Grid)의 기

술적인 측면과 실현가능성 및 경제성, 그리고 이를 통해 생태계 참여자들은 어떠한 가치를 창

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의 박기준 신사업 연

구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박기준 연구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실장님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 간략히 설명부탁드

립니다.

요즘은 V2G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상

발전소(VPP) 자원 제어기술과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도 연구했습니다. 전력 시장에서 이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제어)해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 자원에 대

한 통합 제어 기술과 함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예측과 

계측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적 표준, 비용 부담, 규

제 환경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V2G

와 가상발전소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기술과 규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

시나요?

 V2G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사용하는 것입니 

다. 이를 위해서 차량에 탑재되는 양방향 OBC(On- 

Board Charger)기술과 제어 및 연결에 대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어 및 연결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자 ISO/

IEC 15118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은 초안(Draft) 단계지만, 이 표준이 확립된다면 이를 

활용한 V2G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데모(CHAdeMO) 프로토콜도 존재하나, 차데모는 

직류(DC)에서 교류(AC)로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OBC 기술엔 AC V2G와 DC V2G 기술이 존재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

엇일까요?

AC V2G 기술은 차량에서 전력 역송 장치만 연결시

키면 되는 방식이며, 차량에서 AC로 전력이 출력되면 

전력 역송 장치만 충전기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닛산 리프처럼 DC V2G는 차량에서 전력이 DC로 출력

되므로 충전기 연결 시 차량 외부에 AC로 변환하는 양

방향 변환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장치가 최소 500

만~600만원 정도로 비싸고 충전기마다 변환장치를 설

치해야 하므로, 충전소 설치 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97미래의 전기차와 충전소

전력 자원에 대한 통합 제어 기술과 함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예측과 계측이 필요합니다. 



Deloitte Insights

전기차 충전소의 미래98

현재 추진중인 OBC 양방향 기술이 존재하나요?

이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해서 가까운 미래엔 

OBC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실현 가능

성이 있는건가요?

실현가능성은 100%입니다. 이미 V2L(Vehicle to 

Load)은 적용했다고 광고에 나오고 있죠. V2L이 적용

되었으니 95~98% 완료된 것 같습니다. V2L이 실현가

능하다면 양방향 OBC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완료된 

거죠. 더군다나 차량 가격도 동일하고, 추가로 별도의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서 닛산과 같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건 투자비용이 

늘어나서 많이 이용을 안할 겁니다. V2G를 위해 차량 

대수만큼 별도 장비를 설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요

한건, V2L기술을 V2G로 확대하면 추가비용이 없습니

다. 기존 AC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역

송을 위한 조그마한 계량장치만 추가하면 됩니다. 차

에서 AC가 나오면 전력 역송 장치만 연결시키면 되지

만, 닛산 리프같이 DC로 전력을 송출하는 경우엔 DC

를 AC로 변환하는 양뱡향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이 장

치는 예를 들어 1kW당 백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합니

다. 닛산 리프는 V2G 사업자 입장에선 장비를 설치하

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V2L과 V2G의 기술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V2G는 전력 계통(그리드)과 연결되는 것이구요, V- 

2L은 전력계통 연결없이 단독 에너지 저장장치로 작

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전력계통과 연결되기 위 

해선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C 동기화 과 

정이 필요하죠. 즉,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차

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V2G를 하는 겁니다. V2L은 

Vehicle to Load에서 Load는 장비(가전제품 등)를 

말하므로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차에 V2L 기능 

이 있으면 캠핑을 가더라도 차량 사용도중에, 다시 말 

해, 에너지를 사용할때도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말

합니다.  V2G는 주차 시에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니 

이를 계통에 연결만 해두면 ESS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렇다면 V2L과 V2G는 다른시장이라 봐야겠군요.

둘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목표 고객(Target)이 

다른 겁니다.

V2G에 대한 차량이 많이 나오면 VPP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VPP사업자들이 V2G 기능 차량을 큰 자원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면 VPP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

이며 그 중 핵심기술은 무엇인가요?

자원들을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VPP로 들어오 

는 다양한 분산형에너지자원(DER)이 수요자원(DR)이 

거나 발전 자원 또는 에너지저장 자원일 수 있는데, 이러

한 자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원 간 연결이 먼저 이루

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어 기술은 자원마다 다른데, 다

양한 자원들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 내지는 제어 방법이 

핵심 기술입니다. 자원들을 통합하여 제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시장에 대한 예측과 보유 

자원에 대한 예측입니다. 예측을 위해선 데이터 시스템

이 필요합니다. 

예측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VPP에서 데이터 시스템의 중요성과 데이터 시스템 제

공자로서 국내에서는 누가 선도하고 있는가요?

데이터 시스템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야 이를 기

반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자체보단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미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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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야만 데이터를 축적 가능한 것

이 아닌가요?

그렇죠. 데이터 시스템은 요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데이터 시스템 제공자는 VPP에선 잘 보이

지 않지만, 국내기업 중에는 인코어드나 그리드위즈 이

런 플레이어들이 데이터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해외에

는 MLX Auto, NUVVE 이런 기업들이 V2G와 연계하

여 VPP 관련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과 한국간 차이가 존

재하나요?

기술적인 측면은 외국과 한국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장자체가 국가마다 다르고 제도의 차이로 인해 VPP

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도 실제로 VPP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로 보

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VPP 사업모델 중 한국에 적용 가능

성이 높은 사업 모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재생발전을 많이 늘리는데, 재생발전과 다른 자원 

(Resource)를 결합하는 VPP. 예를 들어, 재생발전과  

ESS, 재생발전과 DER 자원, 재생발전과 V2G, 이런 

모델들이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의 VPP 생태계의 수익모델은 어

떻게 구성될까요?

VPP 시스템이나 시장에 맞는 자원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성을 지닌 자원을 낮은 비용으로 모아 

돈이 되는 시장에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 

확보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방

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

급하지 못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수익성이 없어지

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성은 예측력에 의

해 결정됩니다. VPP 비즈니스 케이스는 결국 전력 시장

을 통한 구매 가격보다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때 수익

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예측을 통해서 이러한 차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전력 가격의 안전성을 불러올까요? 가격책정(Pr- 

icing)에 대해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국내도 점점 더 유연가격제(Flexible Pricing)로 넘 

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업종별•사용처별 요금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요금이 시 

간대 사용요금(Time-Of-Use, TOU)으로 넘어가고

있고 TOU 이후엔 보다 더 유연가격제(Flexible Pri- 

cing)로 넘어 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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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형•공급형 VPP의 수요형, 공급형, 혼합형의 VPP

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각각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

금합니다.

수요형이든 공급형이든 모두 첫번째 문제점은 자원

(Resource)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원을 얼

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와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입니다. 수요형은 수요자가 결국 사람이니, 수

요자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어하는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요형 VPP 즉, DR자원은 결국은 수요자

원이니 제어가 어렵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 제어를 위해 에어컨 작동을 중지하자는 건 얼마나 어

려운 일인지 아시죠.

결국 수요형과 공급형 VPP 모두 신뢰성(Reliability)

의 이슈인데 수요형은 사람과의 관계이므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어려운 일이고, 공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구름이 지나가거나 비가 와서 태양광 발전이 불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급자는 약속한 만큼의 에너

지를 공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겠죠.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겠죠. 수요나 공급형이나 결국 Reliability(전 

력의 안정적 수급)를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얼마나 잘 마

련해 놨는지가 관건입니다.

혼합형 VPP는 수요형과 공급형 VPP가 복합적으로 이

루어진 VPP이다 보니, 수요와 발전자원을 동시에 제어 

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화롭게 제어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죠. 제어를 위한 변수가 하나 더 늘어

나니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수요형과 공 

급형 이슈 모두를 지니고 있다보니 이를 잘 보완하면 보다 

가치있는 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렵죠. 결

국 복잡성이 증가하니 제어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대안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마련해서 에너지를 많

이 충전해 두었다가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문제

점이 해결되는게 아닌가요?

문제점은 해결되겠지만, 수익성은 전혀 없겠죠. 투자

비가 많이 들어갈테니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지원한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초반의 

고정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죠. 

누가 부담을 할까요?

그러면 VPP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요?

에너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해야 됩니다. 가격 차이

가 크면 차익을 활용한 사업화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가격차이가 크면 레버리지 내지는 차익을 바탕으로 비

즈니스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가격차이가 커집니다. 

공급과 수요가 현재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돼

서 가격차이가 크지않는 상황입니다. 발전은 한가지인

데, 사용처 마다 요금이 다르다 보니 에너지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이 두 가

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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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계측(Measure)하기 위해선 어떻게 되어

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시장이 어

떻게 돌아가고 있고, 시장에서 누군가가 정확히 밝히진 

않더라도 얼마나 입찰했고, 어떻게 제어 시그널이 나가

서 실제 입증된(Verified) 양이 얼마다 이런 정보가 공

개되면 됩니다. KPX가 현재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구

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SMP가 얼마

였고 양이 얼마였다라는 점만 알잖아요.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요?

오픈 플랫폼이 존재하면 됩니다. 오픈 플랫폼에서 등

록된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누구든지 누가 어떻게 하

는지를 알 수 있게끔요. 증권시장 비슷한거죠. 일정 금

액 이상은 어떤 집단이 얼마를 샀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

잖아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거죠. 에너지 시장도 

그렇게 되면 좋을 듯합니다.

VPP 실현은 언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한

국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VPP 사업 모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난 시점에는 재생에너지 발

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VPP 모델이 나올 것으

로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이 많아져 커테일

먼트(Curtailment, 기존 전력망이 감당하기엔 재생에

너지 발전량이 과도해져 출력을 제한하는 것)가 증가하

면 VPP를 활용하여 커테일먼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

즈니스 케이스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2030년 근처, 빨라도 2025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재

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생발전과 다른 

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VPP가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재생발전과 V2G를 결합한 VPP모델이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산형 에너지 자원(DER) 등과 

결합한 VPP 모델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VPP 생태계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요소

는 무엇인가요?

수익성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

다. 수익성 측면에선 한전에서 발전하여 전력을 공급하

는데 VPP를 통한 자원은 다른 자원과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선, 현재 한국의 제도가 포

지티브(Positive) 정책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에너지 자

원을 결합한 전력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러한 제도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는 데 일종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로 인해 전기차에

서 방전되는 전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과거 

20~30년전에 설정된 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

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요금이 나온다면 규정이 바뀌어

야 합니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모든 전기요금이 하나로 통일되

면 이런 이슈가 없어지겠죠?

마지막으로 V2G와 VPP로의 통합 모델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VPP 플랫폼을 통해 V2G 플랫폼을 관리 할 수 

있게 되겠으며, VPP 사업자가 V2G 사업자를 수직적으 

로 통합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정보제어 신호를 주면 V2G 시스템은 차량을 제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래에 사업모델은 복합적으로 

전개 될 것 같습니다. V2G 상위 시스템이 VPP가 될지 혹 

은 수요반응(DR)이나 에너지관리시스템(EMS)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든 에너지 정보제어 신호를 V2G

에 주면 이를 통해 차량을 제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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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에너지전환 시 전기차배터리 활 
용의 이점

산업재 기업(Industrial Company) 중에서 충전소

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알펜을 먼저 살펴보

자. 알펜은 주거지 및 사무실 공용 주차장에 설치 가능

한 스마트 커넥티드 전기차 충전소를 제공하면서 전

기차 충전 허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지역 스마트

그리드로 구성된 스타디움에 사용되는 완전 통합 에

너지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 알펜은 현재 반데브론

(Vandebron)과 협력하여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충전 

장비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를 고안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는 매우 혁신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차 시장에 

최대한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으 

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력망 체계와 전기차 충전 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전력망의 용량 문제를 스마트그리드와 지능형 충

전 솔루션,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로 풀어나가고 있

다. 또한 알펜은 도로 위의 급속 충전소가 사용 중이 아

닐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등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한

다. 이렇듯, 알펜은 전기차 시장 내 강력한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 발전의 간헐성

(Intermittency)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진다. 간헐성 

이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 자연조건에 의한 발전 출

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발전 출력의 빠르고 큰 변동) 

을 의미한다.20 즉,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대한 안전성

이 보장되지 않아 전력 수급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에서 분산형 전원(Distributed Resources)

으로의 전환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이용하

여 가정이나 공장, 건물에 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에너

그림 13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

TWh/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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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6%

출처: IRENA, "Global Renewables Outlook 2020: Energy transformation 2050",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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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대 시 풍력발전기나 태양광 패널 등으로 인한 소

규모 발전설비를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일

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 전원의 전환은 전력 수급의 중요성이 높

아짐을 나타낸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

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제어가 어

려워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력계통의 유연성(Power- 

System Flexibility)이 중요하다. 유연성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처하는 전력 시스템의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변 재생에너지(Variable Rene- 

wable Energy, VRE) 공급원의 전력 축소를 방지하고 

모든 고객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일

컫는다.21 결국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전력계통의 유연

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문이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계통의 유연성

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이 주목받

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선 

전기차 충전소와 연계한 V2G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충

전소를 매개로 전력망(Grid)과 전기차 배터리 간 전력 

을 주고받는 V2G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 

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ENA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활용 시 에너지 저

장용량(Capacity)의 증가와 수요측면의 잠재적인 유연 

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IRENA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장단기적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보 

하기 위해선 현재 30GWh인 전력 저장장치 용량을 2050

년까지 9,000GWh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을 1만 4,000GWh를 추가

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그림 14).22 전기 

차 배터리를 이동식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20 한전경영연구원, "KEMRI 전력 경제 Review 2019년 제6호", 2019.03.11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생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혁신 전망", 2020.01.17

22  IRENA, "Global Renewables Outlook 2020: Energy transformation 2050",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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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기차 배터리 활용에 따른 전력 저장용량 증가

(VRE) 2015-2018/2019
(PES)

(• PES/2030 and 2050) 
(TES)

(• TES/2030 and 2050)

VRE 
(%) 4.5% 10% 19% 36% 35% 61%

2015 2018 2030 2050 2030 2050

VRE 
(GW)

2015 2019e 2030 2050 2030 2050

2015 2019e 2030 2050 2030 2050

(GWh)
2019e 2030 2050 2030 2050

2019e 2030 2050 2030 2050

(GWh)

222GW

416GW

30GWh

200GWh 3,294GWh 7,546GWh 5,056GWh 14,145GWh

370GWh 3,400GWh 745GWh 9,000GWh

624GW 1,455GW 2,434GW 2,526GW 6,044GW

582GW 2,037GW 4,474GW 3,227GW 8,828GW

주: PES는 국가별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계획 상 에너지 시나리오(지구온도 2℃ 상승 시나리오), 
TES는 IRENA 자체에서 수립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지구온도 1.5℃ 상승 시나리오), 2019년은 추정치
출처: IRENA, "Global Renewables Outlook 2020: Energy transformation 2050",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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