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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저장시스템인 ESS 에너지 분배에 관한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ESS에 충전하는 

방법은 현재 기존의 상용전원을 전지에 충전하는 방식과(연계형)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독립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상용전원과 태양광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이

러한 방법은 날씨 및 기타 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일반 상용전원(AC 220V)를 이용하며 외부적 환경이 좋을 때는 태양

전지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연계형과 독립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출력에서 기존의 AC 220V 출력뿐만 아니

라 DC12V, 24V의 전압과 USB(5V)도 동시에 출력이 가능하게 설계하므로 필요한 전압을 외부의 인버터나 컨버터가 필요 없

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S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므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내부

의 배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그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 효율적으로 배분된 전력을 얻을 수 있음을 검증

하였다.

키워드: ESS(Energy Storage System), 충전(Charge), 상용전원(Driving power source ), 태양전지(Solar cell), 

연계형(Connection form) 

I. Introduction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 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추진되었고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와 저장 산업이 현재 집중 육성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태양광발전은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저장시스템(ESS)이다. ESS 시스템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1]. ESS 세계시장은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으로 2020년에는 1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ESS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화 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lar-Cell(태양전지)와 심야전

력(상용전력)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도 다종 출력이 가능한 

DC전력 및 AC전력의 출력이 가능한 ESS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입력으로 AC 110~220V, DC12~50V의 인버터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출력으로 AC110~220V, DC12V, 24V 충전기능을 가져

야 한다. 

Ⅱ. Preliminaries

1. ESS 설계

태양광 전지의 전압이 24V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전압이 ±10%로 

변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상용 전원으로 전환되며 지속적인 태양전력을 

체크하여 24V 이내의 범위로 들어왔을 경우 태양광전력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이때 상용전력과 태양광 전력을 리튬이온전지로 충전하기위

하여 정 전압 및 정류회로를 설계하였다[2]. 그림 1은 전체시스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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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S 전체 구성도

2. 프로그램 순서도

MCU는 ESS의 전체 전력을 제어한다. MCU의 전력제어 순서도는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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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S 전체 구성도

III. Experiment Result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3은 앞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제작된 ESS 시스템 앞 외관

그림 4-a와 4-b는 DC 12V와 24V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Fig. 4-a. DC12V 출력 Fig. 4-b. DC24V 출력

그림 5는 AC 220V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Fig. 5. AC220V 출력 실험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전력 분배를 위한 다종 입력과 다종 출력이 

가능한 ESS를 구성하였으며 회로구현 실험을 통해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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