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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ESS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PCS

A Hybrid PCS Considering on a Residential Energy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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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Yong Jung․Ji-Hwan Kim․Seong-Chon Choi․Su-Won Lee․Hee-Min Han․Chung-Yuen Won)

Abstract - In recent years, technology for storing a preliminary power or a surplus of photovoltaic energy is required. 

This technique, as well as store a preliminary energy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gird safety. This system can 

plan a efficient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flexibility of the power supply from the perspective of not only provider 

but also user. Accordingly, the realization of the smart grid can be expected. This paper proposes a hybrid PCS using a 

photovoltaic and a lithium-polymer batter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igh density energy. The main energy source of a 

hybrid PCS is a photovoltaic, grid and the auxiliary energy source is a lithium-polymer battery. The operation of a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is verified with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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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 에 지를 계통이나 배터리와 같은 에 지원에 달

하거나 부하에 에 지를 달하는 기술의 요성이 커짐에 

따라 태양 에 지를 상에 맞는 력형태로 변환하기 

한 PVPCS(photovoltaic power conditioning system)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한 기존의 PVPCS는 

PV(photovoltaic)의 에 지를 계통 는 부하로만 달하는 

단방향 형태 으나, 최근에는 비 력이나 잉여분의 태양

에 지를 장하기 한 ESS(Energy Storage System) 기

술이 요구되면서 에 지가 양방향 형태로 달되는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ESS의 응용 기술은 잉여 에 지를 장할 뿐만 

아니라 력품질개선  계통안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

며, 일반 으로 배터리 에 지의 충/방 을 이용하여 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BESS는 상 으로 력 요 이 값싼 심야에 배터리를 

충  했다가 력 요 이 비싼 주간에는 태양  발  력

과 함께 배터리 에 지를 계통으로 방 하여 력공 의 유

연성을 확보하게 해 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유연한 

력 사용을 기  할 수 있다. 한 력공 자 입장에서도 

수요 측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효율 인 발 을 기획할 

수 있다[7]-[9]. 

그림 1 가정용 ESS를 고려한 하이 리드 PCS 구성

Fig. 1 Hybrid PCS configuration considering residential ESS

  

본 논문에서는 가정용 ESS를 고려한 하이 리드 PCS를 

제안한다. 하이 리드 PCS 시스템은 고 도 에 지 특성을 

가지는 리튬폴리머 배터리와 태양 지로 구성되었으며, 태양

지 발 력과 계통 력을 주 에 지원으로 하고 리튬폴

리머 배터리를 보조 에 지원으로 사용한 시스템으로 구성

은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하이 리드 PCS의 

동작모드에 따른 제어방법  배터리 충/방  제어 알고리

즘을 제안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해 3kW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작하 고, 시뮬 이션  실험결과를 통하여 검

증하 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리튬폴리머 배터리 기반의 하이 리드 PCS 토

폴로지로 배터리 에 지 장 시스템을 포함한 태양  발  

장치용 시스템이다. 태양 지 어 이, 리튬폴리머 배터리팩, 

계통, 가정용 부하를 포함하며, 부스트컨버터, 양방향 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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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계통연계형 인버터로 구성된다.

부스트컨버터는 태양 지의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를 수행하고 양방향 인버터는 태양 지 어

이, 리튬폴리머 배터리와 병렬 연결된 DC_link를 제어하

며, PLL(phase look loop)을 통한 계통연계를 담당한다. 양

방향 컨버터는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충   방  시 류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2 하이 리드 PCS 토폴로지

Fig. 2 Topology of Hybrid PCS

 2.2 동작모드

그림 3은 일사량  부하량에 따른 각 부 력 형을 보

여주며, 배터리 잔존용량을 포함하여 계통 력, 태양 지 

력, 배터리 력과 부하 력을 나타낸다.

Mode 1은 0시∼8시까지의 동작으로 일사량이 없으므로 

태양 지 력은 없는 상태이고 기사용량도 상 으로 

은 시간이다. 이 때 계통의 잉여 력을 배터리에 충 시

킨다.

력 은 식(1), 식(2)에 나타내었다. 식(3)은 배터리 

충 량에 따른 압을 나타내며, 식(4)는 충 에 의해 상승

된 배터리 압, 식(5)는 충  류를 나타낸다.

   (1)

  ∙ (2)

   
  ∙ (3)

   (4)

 


(5)

Mode 2는 8시∼11시까지의 동작으로 일사량이 기 때문

에 태양 지 력만으로 부하 력을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배터리의 력과 태양 지 력을 이용하여 부하 력을 충

당한다. Mode 2에서 배터리 방  류는 식(6)에 나타내었

으며, 이 때 배터리 잔존용량은 식(7)과 같다.

 




 
(6)

     
  ∙ (7)

그림 3 일사량  부하량에 따른 력 형

Fig. 3 A power pattern according to irradiation and load 

rate

Mode 3은 11시∼13시까지의 동작으로 일사량이 많기 때

문에 태양 지 력이 부하 력보다 큰 상태이다. 이 때 남

는 태양 지 에 지는 배터리를 충 하는데 사용하며, 식(8)

과 같다.

 




 
(8)

Mode 4는 13시∼17시까지의 동작으로 태양 지 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태양 지 력만으로 부하를 감당한다. 배

터리가 완충되는 것을 고려하여 태양 지의 남는 에 지는 

계통으로 달된다.   

   (9)

Mode 5는 19시∼24시까지의 동작으로 일사량이 어서 

태양 지 력은 0W로 감소한다. 이 때 부하에서 필요로 

하는 에 지는 배터리와 계통으로부터 얻는다. 

 




 
(10)

Mode 1 ∼ Mode 5 동작은 일사량  부하량에 따라 구

분되며 모드별 력 흐름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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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작모드에 따른 력 흐름도

Fig. 4 Power flow diagram according to the mode of 

operation

그림 5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배터리 충/방  알고리즘

Fig. 5 Battery charging and discharging algorithm of a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2.3 알고리즘

실제로 양방향 DC/DC 컨버터는 배터리의 류를 제어하

기 때문에 류 지령치를 설정하기 한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그림 5는 PV 력, 계통 력, 배터리 력, 부하 력

에 따른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

림 5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각 구성요소 별 력을 연산하

여 배터리의 류 지령치를 도출한다.

우선 각 부의 력량을 알기 해 압  류를 검출한

다. 배터리 력을 최종 으로 계산할 때 PV 발 력 여부

를 결정하기 해 PV어 이의 출력이 0인지 아닌지를 구분

한다. PV어 이 출력이 0이 아닌 경우, PV어 이 출력과 

부하 력을 비교하여 배터리 충/방  력을 결정하게 되고, 

PV어 이 출력이 0인 경우 계통 력과 부하 력을 비교하

여 배터리 충/방  력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5의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배터리의 력값을 이

용하여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동작 모드를 결정하고 도

출된 류 지령치를 제어하기 한 PWM 신호를 인가한다.

 2.4 제어기 설계

그림 6은 하이 리드 PCS의 인버터  컨버터의 제어 블

록도를 보여 다. 

DC/AC 인버터는 DC링크의 압을 제어하고 계통 연계

를 한 제어를 수행한다. DC링크 압은 단상 계통 압의 

크기를 고려하여 380V가 되도록 제어한다. 인버터의 출력은 

계통과 같은 주 수  상을 가지도록 하기 해 

PLL(Phase Lock Loop)기법을 사용한다. 

DC링크의 순시 력은 평형조건에 따라 DC링크 입력 력

과 출력 력의 차이로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인버터부의 손실을 무시한다면 DC링크 출력 력은 인버

터 출력의 평균 력과 같다.



 



   (11)









   

∙



(12)

출력 류의 크기 지령치를 향 보상항(feed-forward)과 

궤환항(feed-back)으로 나 어서 표 하면 식(13)와 같다.


 

 
 (13)

정 압제어가 정상상태라고 가정하면 DC링크 입력 력과 

출력 력이 같게 되어 DC링크 커패시터에 장되는 력은 

0이 되고 궤환항 역시 0이 되어 향 보상 류식을 식(14)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14)

출력 류 크기 지령치의 궤환항은 PI 제어기를 사용하여 

식(1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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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이 리드 PCS의 양방향 컨버터  DC/AC 인버터 제어 블록도

Fig. 6 A control block diagram of bi-directional converter and DC/AC inverter of hybrid PCS


  

    (15)

DC링크 커패시터에 장되는 력은 최종 으로 식(16)

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즉 궤환항이 클수록 DC링크에 

장되는 력을 감소시켜 결과 으로 압을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16)

출력필터 인덕터 양단에 인가되는 압은 인버터 출력

압과 계통 압의 차이와 같다.




  

  (17)

양방향 DC/DC 컨버터는 그림 5의 알고리즘에 따라 충

모드  방 모드로 구분된다. 방 모드의 경우 양방향 

DC/DC 컨버터는 승압 동작을 하며 배터리 측에서 계통 측 

는 부하 측으로 류 흐름이 형성된다. 계통 측으로 류

가 흐르는 경우 계통 압과  계통 류의 상은 180도 차

이가 나고, 부하 측으로 흐르는 경우 배터리 측 에 지와 부

하 측이 가지는 에 지의 차이분 만큼 계통에서 보충한다.

충 모드일 경우 양방향 DC/DC 컨버터는 강압 동작을 

하며 계통에서 배터리 측으로 에 지가 달된다.

 2.5 시뮬 이션 결과 

그림 7은 하이 리드 PCS의 2kW 충/방  시 시뮬 이션 

결과 형을 나타낸다. (a)는 충 모드인 경우 계통 압과 

계통 류의 형을 보여 다. 계통의 에 지를 배터리 측으

로 달하기 때문에 계통 압과 류는 동상인 것을 알 수 

있다. (b)는 방 모드인 경우 계통 압과 계통 류의 형

을 보여 다. 배터리의 에 지를 계통 측으로 달하기 때문

에 계통 압과 계통 류는 180도 상차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c)는 충 모드에서 방 모드로 환하는 경우

의 계통 압과 배터리 류의 형이고 (d)는 방 모드에

서 충 모드로 환 하는 경우의 계통 압과 배터리 류

의 시뮬 이션 결과 형이다.

모드가 환되는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 배터리 

류가 증가 는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울기로 증감이 되

도록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제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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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Voltage

Grid Current

311V

10A

(a) 충 모드, Gold: 계통 압[100V/Div], Green: 계통 류

[20A/Div]

(a) Charging mode, Gold: Gird voltage[100V/Div], Green: 

Gird current[20A/Div]

Grid Voltage

Grid Current

311V

10A

(b) 방 모드, Gold: 계통 압[100V/Div], Green: 계통 류

[20A/Div]

(b) Discharging mode, Gold: Grid voltage[100V/Div], Green: 

Grid current[20A/Div]

Grid Voltage

Battery Current

Charging
Discharging

10A

-10A

(c) 충 모드->방 모드 환, Gold: 계통 압[200V/Div], 

Red: 배터리 류[5A/Div]

(c) Charging mode->Discharging mode, Gold: Grid 

voltage[200V/Div], Red: Battery current[5A/Div]

Grid Voltage

Battery Current

Discharging

Charging

10A

-10A

(d) 방 모드->충 모드 환, Gold: 계통 압[200V/Div], 

Red: 배터리 류[5A/Div]

(d) Discharging mode->Charging mode, Gold: Grid 

voltage[200V/Div], Red: Battery current[5A/Div]

그림 8 2kW 충/방  시 실험 결과 형

Fig. 8 Experimental results waveform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on 2kW. 

(a) 충 모드, Green: 계통 압, Red: 계통 류×5 

(a) Charging mode, Green: Gird voltage, Red: Grid 

current×5

(b) 방 모드, Green: 계통 압, Red: 계통 류×10 

(b) Discharging mode, Green: Grid voltage, Red: Grid 

current×10 

(c) 충 모드->방 모드 환, Green: 계통 압 Red: 배터리 류 

(c) Charging mode->Discharging mode, Green: Grid voltage 

Red: Battery current

(d) 방 모드->충 모드 환, Green: 계통 압, Red: 배터

리 류

(d) Discharging mode->Charging modem, Green: Grid 

Voltage, Red: Battery current 

그림 7 2kW 충방 시 시뮬 이션 결과 형. 

Fig. 7 Simulation result waveforms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on 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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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Unit

DC/AC

인버터

정격출력 3 kW

입력 압 단상 220 V

DC-link 1700 uF

스 칭주 수 10 kHz

DC/DC

컨버터

정격출력 3 kW

배터리 압 200 V

배터리 류 15 A

스 칭주 수 10 kHz

배터리
cell 압 4.2 V

배터리뱅크 200 V

표 1 Hybrid PCS 실험 라미터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 of hybrid PCS

그림 9 배터리 력 1kW 시, 충방  류에 따른 계통 

류 실험 결과 형. (a) C1: 배터리 류[10A/Div] (b) 

C2: 계통 류[10A/Div] (c) C3: PV 압[200V/Div] , (d) 

C4: PV 류[5A/Div]

Fig. 9 Experimental result waveforms of gird current 

according a charging and discharging current at 

battery power 1kW (a) C1: Battery current[10A/Div] 

(b) C2: Grid Current[10A/Div] (c) C3: PV 

voltage[200V/Div] , (d) C4: PV Current[5A/Div]

2.6 실험 결과

그림 8은 태양  발 이 없는 경우의 하이 리드 PCS의 

충/방  시 실험 결과 형을 보여 다. 그림 8의 (a) 형은 

충 모드 시 계통 압과 계통 류 형으로 동상이 나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b) 형은 방 모드 시 계통 압

과 계통 류 형으로 상이 180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c) 형은 충 모드에서 방 모드로 환 되

는 경우이고 (d) 형은 방 모드에서 충 모드로 환 되는 

경우로 시뮬 이션과 동일한 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는 태양 발 이 있는 경우의 하이 리드 PCS의 

실험 형으로 태양 이 약 1.1kW로 발 하고 있는 상태에

서의 1kW 충/방  시 실험결과 형이다. 최  시작시 부

터 A지  까지는 태양 지 출력만 계통으로 송 된다. A지

부터 B지  까지는 배터리 충 이 시작되어 태양 지 출

력이 배터리로 이동하고 남은 력만 계통으로 송 된다. B

부터 C 은 태양 지 출력을 이용한 배터리 충 이 정상

상태로 유지되는 구간이다. C 은 배터리 충 모드에서 배

터리 방 모드로 환 되는 시작시 으로 방 시작 지령이 

주어지는 시 이다. D 은 충  류에서 방  류로 환 

되는  시 으로 안정 인 환을 해 배터리 충/방  류

제어 시 0.5s의 Dead Time을 삽입하 다. E 은 방  류

가 정상상태가 되는 시 을 나타내며 이때 계통 송  력

은 태양 지 발 력과 배터리 방  력이 합산되어 최

가 된다.

그림 10은 하이 리드 PCS 실험 세트를 나타낸다. 그림 

왼쪽은 하이 리드 PCS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배터리 뱅크 

구성을 나타낸다.    

배터리 측
입/출력

PV 측
입/출력

계통 측
입/출력

DC-link BMS

배터리뱅크

Gate-Board
IGBT Stack

필터부

그림 10 Hybrid PCS 실험 구성

Fig. 10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hybrid PC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정용 ESS를 고려한 리튬폴리머 배터리 

기반의 하이 리드 PCS를 제안하 다. 하이 리드 PCS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5가지 모드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

며, 각각의 상황에 능동 인 제어가 수행되도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하이 리드 PCS의 검증을 해 3kW  

시제품을 제작하 으며,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해 동작모드

의 타당성과 충 에서 방 , 방 에서 충 의 동특성까지  

증명하 다. 향 후 독립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스마트 그리

드와 더불어 가정용 력 수 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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