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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및 건물용 수용가에 에너지저장장
치(이하 ‘ESS’)를 설치하여 운영 사례 결과를 나타냈다. 산업용 수용가
는 리튬(Lithium) 기반 1MW/500kWh를, 건물용 수용가는 나트륨-니켈
(NaNi) 기반 500kW/1MWh를 각각 설치하여 전기요금별, 배터리 특성
별, 운전 조건별로 운영 사례를 나타냈다.

1. 서    론

일반적으로 수용가는 부하패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한 전력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력요금을 제외하고 계약전력 월
300kW 이상인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기본요금(원/kW, Power)과 전력량
요금(원/kWh, Energy)으로 구성된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요금 사용 패
턴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 전압별, 500 시간 초과 여부에 따른 선택요
금제도로 구분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수용가와 건물용 수용가에
ESS를 적용한 운영사례를 나타냈다.

2. 본    론

  2.1 ESS 연계 구성
그림 1은 산업용 수용가에 리튬(Lithium) 기반 1MW/500kWh ESS를
그림 2는 건물용 수용가에 나트륨-니켈(NaNi) 기반 500kW/1MWh ESS
와 PMS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단선도이다.

<그림 1> 산업용 수용가용 단선도

<그림 2> 건물용 수용가용 단선도

산업용 수용가 계통에는 440V 저압 계통에 ESS를 연계하여 전력요금
표는 산업용전력(을), 고압C, 선택요금Ⅲ을 적용하였으며, 평상시는 기본
요금에 대한 첨두부하삭감(Peak Shaving)과 전력량요금에 대해서는 계
절별·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를 적용, 운영하였으며, 비상시에는
ESS 백업(Back-up)용으로 운영하였다. 건물용 수용가 계통에서는
6,600V 고압 계통에 ESS를 연계하여 전력요금표는 일반용전력(을), 고
압A, 선택요금 Ⅱ를 적용하였으며, 평상시는 산업용과 동일한 운영을 하
였으며, 비상시에는 대기 모드로 운영하였다.

  2.2 수용가별 부하 패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용 수용가는 조업 상황별로 부하량이
달라지며, 조업 교대 시간, 대수리 시간 동안을 제외하면 연중상시 부하
를 나타내며, 그림 4의 건물용 수용가는 근무일, 공휴일, 특수일에 따라
전형적인 부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산업용 수용가 ESS 연계

<그림 4> 건물용 수용가 ESS 연계

  2.3 수용가별 ESS 연계 설치
그림 5는 산업용 수용가에 설치된 ESS로서, 20FT 표준컨테이너에 국
내 L사의 500kWh 배터리 팩키지와 1MW 수냉식 PCS 팩키지(변압기
및 Switchgear 포함)로 구성되었다. 표 1은 배터리 팩키지 사양을 나타
냈으며, 표 2는 PCS 팩키지 사양을 각각 나타냈다.

<그림 5> 산업용 수용가용 1MW/500kWh Lithium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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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품 상 세 Remark

Battery

Cell Lithium Polymer 57.4 Wh

Module
14S4P Cell 3.2 kWh

Nominal Voltage 51.8 Vdc

Rack

14 Module 45 kWh

Nominal Voltage 726 Vdc

BPU 1 set

System 13 Rack 585 kWh

Bank BMS Rack BMS 제어 1 set

BSC BMS 통합 제어 1 set

UPS 제어전원공급 2 kVA

HVAC 공냉식 25 RT

Fire Fighting 가스계(HFC23) 1 set

DVR 감시 1 set

Incoming Panel ACB, MCCB 1 set

Container 20FT HC 1 set

<표 1> P사 배터리 팩키지 사양

구 성 품 상 세 Remark

Capacity 3w3φ 1,100 kVA

AC Voltage 380 V

Current 1,670 A

DC Voltage 650∼1,000 Vdc

Current 1,540 Adc

IGBT Stack 3 Parallel/phase 1,700 V

1,000 A

PF ±0.99 %

DC Capacitor Capacitance 19,200 μF

Voltage 1,100 V

Current 1,600 A

Filter LCL 1 set

% Impedance 10 %

Chiller for IGBT 27,000 kcal/h

HVAC for PCS 10,600 kcal/h

<표 2> P사 PCS 팩키지 사양

그림 6은 건물용 수용가 계통에 설치 사례이다. NaNi 배터리는 해외
G사 상용품을 이용 설치하였으며, 건물용 설치, 운영은 세계 최초이다.
NaNi 배터리 특성상 250℃ 이상에서 정격 출력, 운영되기 때문에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터리룸을 별도 설치하였으며, PCS는 해외 G사
와 국내 P사의 PCS를 ATS로 연계하여 각각 설치 비교 운영하였다.

<그림 6> 건물용 수용가용 500kW/1MWh NaNi ESS 

구 성 품 상 세 Remark

Battery
Module

20 kWh

Nominal Voltage 432 Vdc

Cabinet 20kWh Modul X 5 100 kWh

BMS 1 set

<표 3> G사 배터리 사양 

구 성 품 상 세 Remark

Capacity 3w3φ 1,000 kVA

AC Voltage(+10/-5%) 480 V

Current 1,204 A

DC Voltage 430∼850 Vdc

Current 2,400 Adc

Efficiency w/o Transformer 98 %

<표 4> G사 PCS 팩키지 사양

표 3은 해외 G사 NaNi 배터리 사양을 나타냈으며, 표 4는 G사 PCS
사양을 각각 나타냈다. 상세 사양은 NDA 사항이므로 서술하지 않겠다.

 2.3 수용가별 ESS 연계 효과 분석
ESS 수용가 연계 시 기본요금(kW)은 산업용, 건물용 각각 9.7천만원/
년간, 5.3천만원의 효과를 전력량요금(kWh)은 산업용, 건물용 각각 1.8
천만원/년간, 2.2천만원/년간의 효과의 결과를 나타냈다. ESS 설치 후
회수기간(Pay Back Period) 및 IRR은 ESS 가격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
기 때문에 별도 서술하지 않았다.
  

3. 결    론

ESS는 사용목적이 계통연계형(Grid Connected type)인지, 독
립형(Grid Independent type)인지, 신재생에너지 출력안정화용인
지, 에너지 효율화용 인지에 따라 계통 구성방법, ESS의 용량
및 구성요소가 결정된다. 또한, ESS 적용에 따른 전력계통의 해
석(Analysis)이 필수적이며, 그 계통에 포함된 분산전원
(Distributed Energy)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만 운전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분석 요소로는 조류계산(Power Flow
Calculation), 고장전류계산(Fault Current Calculation), 부하분석
(Load Analysis)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설
계 및 운영 시나리오를 확정할 수 있다. 상세설계는 각 요소의
사양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쉬프트(Energy
Shift)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높은 C-rate(Charge Rate)의
배터리, 배터리 용량 대비 고출력의 PCS, 빠른 응답속도
(Response Time)를 갖는 운영시스템은 불필요 하지만, 신재생에
너지 출력안정화 용 ESS의 경우, 고출력과 빠른 응답속도를 요
구한다. 즉, ESS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사양이 적정하게 선정
되어야 투자대비 효과(ROI; Return on Investment)를 높일 수
있다. 시스템 통합과 검증단계에서 전력 시스템, 통신/제어 시스
템 및 보호시스템(Protection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각의 시스템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 설계 단계에서 목표한 성능은 단품(Unit) 시험과 시스템 시
험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표준화가 정립될
시 국내외적으로 ESS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J. S. Hong, et. all, “1MW/500kWh BESS Apply For
Industrial Customer”, KIEE pp. 279-281, Oct. 2013.

[2] Broussely, M. Pistoia, Gianfranco, “Industrial Application of
Batteries”,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mpany, Apr. 10,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