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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하는 전력과 부하에
서 소비되는 소비전력으로 ESS(Energy Storage System)의 한 종류인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운영 알고리즘을 제안 및 실
증하고, 그 알고리즘은 부하를 평준화 시켜 계통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
고, 비용을 최소화 하며, 경제적으로 뛰어난 전력운영을 목표로 한다.

1. 서    론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의 개발
이 각광 받고 있다. 그 중 BESS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기동정
지 및 부하추종 등의 운전 특성이 우수하고, 저장효율이 비교적
양호하여 부하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고 잉여전력은 저장함으
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부하평준하와 첨두부하
삭감, 전압 및 주파수 제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전력안정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3]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모듈, 배터리를 이용한 BESS 및 실증 실험을
위한 연구실 분전반에 측정 설비를 설치하여 PV 모듈, 배터리,
부하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여 전력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BESS
운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제안 된 알고리즘을 실증하기 위한 실
험을 한다.

2. 본    론

 2.1 알고리즘

<그림 1> BESS 운영 알고리즘[1]

PV 모듈, 배터리, 부하, 계통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PV 발전량이 부하사용량보다 많다면 PV 모듈의 출력전력
에서 부하 사용전력을 빼더라도 잉여 전력이 남게 되므로 독립으로 계
통을 배제한체 CVCF(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운전을
하게 된다.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e)가 40% 미만까지 운전을 계
속하다가 40% 미만이 되면 선택전인 운영을 하게 된다. 만약 SOC 90%
까지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의 양이 PV 발전량에서 부하사용량을
뺀 잉여전력보다 적다면 독립운전을 유지한채 배터리를 충전한다. 충전
이 끝난 후 잉여전력이 남아있다면 방전하여 소모한고, 남아있지 않다면

PCS는 정지한다. 두 번째 경우로 잉여전력이 배터리의 SOC를 90%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전력량보다 적다면 독립운전 모드에서 계통운전 모드
로 바뀌어 계통에서 모자란 전력을 끌어와 충전을 하게 된다. 충전이 마
치게 되면 PCS는 정지하게 된다.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처음 조건인 ‘PV 발전량이 부하사용량보다 많다
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연계형 운전을 하게 되며 계통으로부터
부하에서 필요한 전력을 끌어오게 되며 동시에 배터리의 SOC가 40%
이상이라면 배터리 또한 방전하여 부하를 감당하게 되며 40%가 되지
못한다면 계통은 부하와 배터리 충전 전력을 모두 감당하게 된다.
배터리의 SOC 범위를 40% ∼ 90%로 잡은 이유는 배터리 충·방전
실험을 충분히 한 결과 40% 미만으로 방전이 되면 40%이상으로 충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지
내부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90% 이상으로 충전이 되게 되면 과전압으
로 배터리 수명 단축 및 전력낭비이므로 최대값을 90%로 잡아 배터리
가 저장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최대로 하였다.

  2.2 실증 단지 구성
연구실에 설치되어있는 PV 모듈 및 BESS, Load Monitoring System
을 NI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측정된 전압, 전
류를 통해 전력을 계산하고 분석 한다. 태양광 발전을 하는 모듈은 태양
광 인버터를 통해 계통과 연계되며, 납축전지 BESS는 PCS(Power
Conditioning System)을 통해 계통과 연계 된다. 부하는 분전반을 통해
R, S, T 3상으로 나뉘어 공급 및 소비 되며 그림 2에서 보여지듯 계통
측정용 센서와 Labview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 하다. PV 모듈에
서 측정된 발전량 데이터와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부하 데이터를 통해
2.1의 알고리즘으로 BESS가 운영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2.3 실험 및 결과

2.3.1 실험 데이터

<그림 3> PV 발전량이 안정적일 경우 그래프(태양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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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V 발전량이 고르지 못한 경우 그래프(태양광 2)

그림 3의 경우 일반적인 PV 모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출력전력 그래
프로 안정적인 출력을 보여주며 15시 55분 경 보여주는 오차는 구름에
의한 PV 출력 저하로 보여진다. 그림 4의 경우 그래프 상에서 출력이
불규칙하고 떨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으로는 구름
이 많이 껴서 모듈이 받는 태양광의 양이 불규칙하거나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림 5> 연구실 부하 사용량 그래프

<그림 6> 배터리 SOC 그래프

그림 5는 연구실 부하 사용량의 3일 평균 그래프로 7시 38분 이후 부
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시 40분 전후로 부하 사용량의 최대치인 약
3,380W를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서 약 18시 최소치까지 감소하였다. 그
림 6은 배터리 SOC 전압 범위 그래프로 x축은 SOC %를 y축은 배터리
전압을 나타내고 있으며 0%일 때 286V, 100% 351V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PCS를 통해 40% ∼ 90% 사이에서 운영하도록 제어하였다.

2.3.2 실험 결과

<그림 7> 태양광 1의 경우와 부하그래프 비교

<그림 8> 태양광 2의 경우와 부하그래프 비교  

그림 7의 태양광 1의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50.5 [kWh], 그림 8의 태
양광 2의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32.78 [kWh]로 발전했으며, 부하사용량
은 24시간 기준으로 49.93 [kWh] 소비했다. 계산방법은 발전량의 경우
시간당 평균 발전량에 발전시간을 곱해 구했으며 부하사용량의 경우 시
간당 평균 소비량에 24시간을 곱해 값을 구하게 되었다.
태양광 1의 경우 하루 발전량이 하루 부하소비량 보다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하면 배터리 잔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약 570 [W]의
전력을 방전 또는 소비해야 하며, 태양광 2의 경우 하루 발전량이 하루
부하소비량 보다 적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하면 배터리가 90%인 배터
리 충전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약 17.15 [kW]의 전
력을 계통으로부터 끌어와야 운영이 되며 배터리 잔량에 따라 계통으로
부터 끌어오는 전력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그림 5의 부하 그래프와 태양광 발전량의 경우 3일의 데이터 평
균값이므로 특정시점에 제한된다. 태양광 1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부하 사용량보다 많으며, BESS의 용량이 62.4 [kWh]이므로 부하를 충
뿐히 감당 할 수 있으므로 부하 평준화가 필요없지만, 태양광 2의 경우
에는 태양광 총 발전량이 하루 부하 사용량보다 적기 때문에 BES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 BESS의 SOC에 의해 계통 의존 여부가 결
정 된다.
실험에 쓰인 태양광 모듈은 10kW급으로 연구실에서 쓰이는 양으로는
꽤 큰 규모이지만 여러대의 컴퓨터와 다른 실험장비들, 계절 상 여름이
므로 에어컨 및 선풍기 사용량으로 부하 소비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
면 연구실 부하소비량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을 분
기별로 나누거나 월별로 데이터 평균을 구해 놓는다면 BESS를 운영하
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인 태양광으로 발전 된 전력과
실험대상으로 정한 연구실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BESS의 운영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알고리즘은 태양광
발전량과 부하소비량에 의해 크게 독립운전형과 계통연계형 두가지로
나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독립운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위 데이터들은 여름의 특정시점을 데이터화 한 것으로 봄
또는 가을의 에어컨 부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하 소비량이 줄어들
어 계통연계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겨울의 경우 난방기구 하
나의 소비전력이 보통 1kW정도 되며 큰 난방기구의 경우 2kW가 넘는
기구도 운영되므로 부하소비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태양광 발전이나
BESS의 운영으로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계통에서 끌어오는 양이 큰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하면 태양
광 모듈이 발전중이고 부하 사용량이 발전량보다 적다면 BESS의 양에
관계없이 부하소비에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독립운전으로 해결하며, 반
대의 경우 부하소비에 사용되는 전력을 계통에서만 맡지만 태양광 발전
은 계속 되고 있으며 발생된 전력을 계통으로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
에 한전계통으로부터 돈을 지급하고 끌어오는 전력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으로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BESS 운영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잉여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까지 하는 구조에 대해 모델링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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