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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과 전기요금을 반영한 수용가 BESS의 최적용량 산정

Optimal Capacity Determination of BESS for Customer using Investment 

Cost and Electric Cost

박 진 경*․백 영 식†․정 기 석**․박 지 호***

(Jin-Kyung Park․Young-Sik Baek․Ki-Seok Jeong․Ji-Ho Park)

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optimal capacity of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electric charges of common consumer. The daily optimal  charge and discharge plan of BESS which 

satisfies the given constraints is established using linear programming through the change of rated output/rated capacity of 

the time that shows the electric charges in the highest reduced rate has been selected. There will be a problem to compare 

only reduced rate because the bigger the rated capacity, the more reduced rate is increased. Therefore, rated output/rated 

capacity of the time when the reduced amount of electric charges for a year is higher than the investment cost of BESS wa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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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는 2,270억 

달러로 원자력발전 254억 달러, 석탄발전 1,080억 달러, 가스 발

전 130억 달러, 석유 발전 58억 달러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

위이며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1]. 이로 인해 국내 전력생산에 따르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의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

되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도 2008년도부터 자발적으

로 의무 부담하여 국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1%를 차지

하고 있는 발전부분을 효과적으로 감축시켜야하는 큰 부담을 안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산업 내의 화석에너지 고갈 및 환경

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

너지원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분산전원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

다. ESS(Energy Storage System)을 이용한 전력부하관리는 경제

적인 비용으로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사용형태에 변화를 주어 전력

을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력수요의 저감 또는 부하 평

준화(Load-Leveling)를 통하여 전력공급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존 설비의 이용률을 향상시켜 전력공급 비

용을 최소화하여 전력운용 최적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ESS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ESS의 경우, 산업통상자원

부에서는 중대형 ESS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정책 추진(K-ESS 

2020 전략)으로 에너지 R&D 투자를 확대하여 원천 기술 확보 

및 글로벌시장 선도가 가능한 기술에 집중 투자 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시장주도형 기술개발, 미래 신기술 개발, 국제공동 기

술개발 등 기술개발의 전력량을 강화하여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

점하고, 2020년까지 6.4조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

원할 계획이다[2]. 

본 논문에서는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BESS 최적 용량산

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계약전력과 정격용량이 하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일간 충·방전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절감된 전기요금을 

산출한다. 정격출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률을 비교하여 

최대 절감률이 되는 시점의 정격출력과 정격용량을 선정한다. 각

각의 정격용량에서 최대절감률을 보이는 정격출력이 선정되면 

BESS의 투자비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과 BESS 설치 전 전기요

금을 비교하여 총 전기요금이 최소가 되는 정격출력/정격용량을 

선정한다. 사례연구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수용가의 데이

터를 기반으로 최적 충·방전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용량 산정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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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사용요금과 투자비용

2.1 전기사용요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사용요금은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으로 구

성되며,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3.7%)

과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전기요금으로 산정된다[3].

월별전력량요금[원]=




  



 × 



×× (1)

월별기본요금[원]=계약전력×기본요금단가
원×

(2)

전기사용요금[원]=전력량요금[원]+기본요금[원] (3)

 여기서  월별일수
         시간단  ∼
      시간의전력량단가요금원
      시간대의부하량

전력량요금단가 및 기본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저압, 고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

르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2.2 BESS 투자비용

BESS의 투자비용의 경우 출력에 관한 비용과 용량에 관한 비

용으로 나누어지며, 정격출력 및 정격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4)

  × (5)

   × (6)

여기서   투자비용
         의출력단위비용원
         의용량단위비용원
         정격출력
         정격용량

3. BESS 최적용량 산정 

3.1 모의 수용가 계통

그림 1 일반 수용가 계통의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customer power system

그림 1은 BESS를 설치한 모의 수용가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

으로 계량기에 측정되는 전력량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시간대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통해서 충·방전이 되며, 계량기에 

측정되는 는  ±로 구성된다. 

3.2 최적용량 산정 방법

그림 2는 수용가 BESS의 최적용량 산정방법의 전체적인 절차

도이다.

그림 2 BESS의 최적용량 산정방법

Fig. 2 Optimal Capacity determination Method of BESS

기본정보에는 계시별 요금제와 시간대별 부하량, 정격출력/정

격용량 단위비용을 입력한다. 다음 대상 수용가에 적합한 BESS

의 정격용량 후보군을 선정한다. 정격용량과 계약전력을 하나의 

조합으로 고정한 뒤, 정격출력을 변화시켜 일간 최적 충·방전 제

어를 수립하여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의 조합인 전기요금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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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BESS 설치 전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절감률을 저장하고 정

격출력의 변화에 따른 절감률 곡선에서 최대 절감률을 나타내는 

정격출력을 선정한다. 정격용량에 따른 최대 절감률을 보이는 정

격출력이 정해지면 투자비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과 BESS 설치 

전 전기요금을 비교를 통해서 총 전기요금이 최소화가 되는 시점

의 정격출력/정격용량을 선정한다. 또 다른 비교 방법은 각각의 

정격용량에서의 최대 절감액과 투자비용을 비교해서 절감금액이 

투자비용 보다 큰 시점의 정격용량을 선정하게 되면 투자비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이 최소화되는 용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3 최적 충방전 제어

3.3.1 일간 최적 충방전 제어

식 (7)은 BESS의 일간 최적 충·방전 제어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계산법에서 BESS 출력량을 포함하

여 계산한다. 시간대별 전력량요금단가를 서로 비교하여 충·방전 

제어를 시행한다. 일간 충·방전 제어 계획을 통해서 절감된 전력

량요금을 계산한다[4].

1일 전력량요금 최소화 :




  



 ×   



 (7)

여기서  시간대의 출력량

3.3.2 목적함수

식 (8)은 본 논문에서의 목적함수이며, 전력량요금, 기본요금 

그리고 투자비용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 항목의 합을 총 전기요

금이라 정의한다.








 




  



 ×  ×   

 


  






 (8)

여기서,   월 ∼
         월의 일수
         월의해당일 시간대의전력량요금원
         월의해당일 시간대의부하량
         월의해당일시간때의출력량
         기본요금단가원
        계약전력
          배터리예상수명

일간 충·방전 계획을 통해서 절감된 전력량요금에 계절별 일

수를 곱하여 1년 전체 절감된 전력량요금 계산하고, 매월 기본요

금을 합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BESS의 배터리 수명은 a년으

로, 1년의 투자비용을 얻기 위해서는 1/a로 축소하여 BESS의 투

자비용과 절감된 전기요금 합이 최소화가 되는 시점의 정격용량

을 산정한다. 

제약조건:
max ≤  ≤max (9)

  ≤ ≤max   (10)

  ≤  (11)

여기서, max  배터리출력한계값
       max  배터리저장에너지의한계값

식(9)와 식(10)은 BESS의 제약조건으로 배터리의 입·출력 전

력은 한계범위 내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식(11)은 항상 시간대별 

부하량과 BESS의 출력량은 계약전력 범위 내에서 운전 되어야 

한다.

    (12)

≤ ≤max (13)

여기서,   월의해당일 시간대의저장된에너지량

식(12)과 식(13)은 BESS의 시간대별 저장된 에너지량을 나타

내는 제약조건이다. 에너지량은 정격용량의 범위 내에 저장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사례 연구

4.1 대상 수용가의 부하패턴 분석

그림 3은 대상 수용가의 하루 평균 부하값을 나타낸 것으로 

본 논문의 대상수용가는 계약전력 28[kW]이고 4계절 봄·여름·가

을·겨울 4가지 부하량를 적용하였다.

그림 3 계절별 일간 평균부하 곡선

Fig. 3 Daily average load curves in each season

4.2 BESS 모델 데이터

모의 수용가계통에 적용된 BESS의 모델 사양을 표 1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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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BESS 종류 NaS(나트륨황) 전지

배터리 용량



충·방전 효율 100%(가정)

배터리 수명 10년

표 1 사례연구에 적용된 BESS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BESS used in Case studies

내었으며, 표 2는 BESS의 정격출력/정격용량의 투자비용으로 초

기 투자비용 산출을 위한 데이터이다. BESS의 출력은 식(8)∼

(13)과 충·방전 효율 100%를 가정하여 고려하였다[6]. BESS의 

유지·보수비용의 경우 산출이 어려워 생략하였다. BESS의 보급이 

확산되어 보수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유지·보수비용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투자비용 항목 BESS

출력 단위 비용( ) 300,000 [Won/kW]

용량 단위 비용( )  390,000 [Won/kWh]

표 2 정격 출력과 용량에 따른 BESS의 투자비용

Table 2 Investment cost of BESS according to rated output 

and capacity

4.3 적용된 계시별 전기요금제

모의 수용가 계통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용요금표 중 일반

용전력(계약전력 300[kW]미만) 요금을 적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압A 선택Ⅰ요금제인 표 3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계절별 경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는 표 5와 같이 적용 하였다. 이러

한 계시별 요금 단가를 식 (8)에 삽입하여 전력량요금과 기본요

금이 계산되면 표 4에 있는 계절별 일수를 통해서 연간 전기사

용요금을 계산한다[5]. 

전력량 요금[Won/kWh) 기본요금

[Won/kW]시간대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62.7 62.7 71.4

7,170중간부하 113.9 70.1 101.8

최대부하 136.4 81.4 116.6

표 3 전기요금표(2013. 11. 21 적용)

Table 3 Electricity cost under time of Use Price

계절별 일수

봄 92일(3월∼5월)

여름 91일(6월∼8월)

가을 61일(9월∼10월)

겨울 121일(11월∼2월)

표 4 계절별 일수

Table 4 Seasonal Days

시간대 봄, 여름, 가을[시] 겨울[시]

경부하 23∼09 23∼09

중간부하

09∼11

12∼13

17∼23

09∼10

12∼17

20∼22

최대부하
11∼12

13∼17

10∼12

17∼20

22∼23

표 5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적용 시간대

Table 5 Time Period of Off-Peak, Mid, Peak Load

4.4 BESS 최적용량 산정

대상 수용가의 BESS의 용량 후보군은 +2[kWh]씩 증가하여 

12[kWh]∼34[kWh] 범위까지, 계약전력은 용량이 증가할 때 마

다 -1[kW] 감소시켜 일간 최적 충·방전 제어를 실시하여 계절

별 일수를 곱하여 1년 동안의 절감률을 계산한다. 이러한 반복 

수행을 통하여 각각의 용량에서 최대 절감률을 보이는 정격출력

을 저장하고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총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BESS의 1년 투자비용을 얻기 위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하며, BESS의 1년 투자비용을 얻기 위해서 1/10으로 축소한

다.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은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계약전력을 -1[kW]씩 감소하였으며, 

BESS를 통해서 전력량요금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정

격출력을 1[kW]∼15[kW]까지 반복 수행을 거쳐 절감률을 저장

하여 비교한 뒤, 최대 절감률을 보이는 정격출력을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그림 4 최대 절감률의 정격출력

Fig. 4 highest reduced rate of rated output

BESS 설치 전 1년 동안의 전기요금과 설치 후 전기요금을 비

교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절감된 연간 전기요금과 투자비

용을 합하여 BESS 설치 전 전기요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최적 정

격용량을 산정한다. 정격용량 28[kWh]에서 설치 전 전기요금보

다 낮으므로 최적 용량으로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용량

과의 비교 에서는 설치 전 전기요금보다 높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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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ESS 설치 전후의 전기요금 비교결과

Fig. 5 Comparison result of total electric cost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BESS

그림 6 연 절감금액과 투자비용 비교결과

Fig. 6 Comparison result of a Year Saving cost and Investment

용량[kWh] 절감금액[Won]
투자비용 

[Won]

차액

[Won]

12 429,685 768,000 -338,315

14 543,811 816,000 -272,189

16 657,939 864,000 -206,061

18 764,906 912,000 -147,094

20 861,532 960,000 -98,468

22 966,302 1,008,000 -41,698

24 1,076,785 1,086,000 -9,215

26 1,213,257 1,224,000 -10,743

28 1,322,015 1,302,000 +20,015

30 1,434,357 1,440,000 -35,643

32 1,539,528 1,578,000 -38,472

34 1,639,074 1,686,000 -46,926

표 6 BESS 투자비용 및 절감금액 비교 분석 결과

Table 6 BESS Investment Cost and Saving cost comparison

다른 비교 방법인 1년 동안의 절감된 금액이 투자비용보다 많

은 경우 최적용량으로 산정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정격

용량 28[kWh]에서 절감금액이 투자비용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의 각 용량에 대한 절감금액과 투자비용을 표 6에 

나타내었다. 정격용량 28[kWh]에서 절감금액이 투자비용보다 약 

20,000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용가에 설치되어 부하평준화를 목적으로 갖

는 BESS의 투자비용과 전기사용요금을 반영한 최적용량 산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절감된 전기사용요금과 연간 투자비용의 조

합이 최소가 될 때의 정격용량을 산정을 제안하였다. 사례연구에

서는 1일 평균부하 패턴과 계시별 요금제를 이용한 일간 최적 

충·방전 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 일수와 함께 연간 최대 절감률

의 정격출력을 산출하였다. 정격용량과 계약전력에 따라 정격출

력의 변화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BESS 설

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요금을 비교하여 투자비용을 포함을 총 

전기요금이 최소화가 되는 최적 용량을 산정하였다. 향후 다양한 

수용가의 부하패턴을 토대로 제안한 최적용량선정 기법을 검증하

고 일반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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