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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Black Box for Hom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Connected 

with Solar Energ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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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black box, which is provided the reliability and user safety of hom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connected with solar energy generation, is developed. In the developed scheme, a status and diagnosis data of battery 

management system, power conditioning system, solar energy generation and grid is measured. This status and diagnosis data 

is stored and displayed in the developed black box. In addition, this status and diagnosis data is stored and displayed in a 

monitoring system and a smart phone of user.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black box is carried out using 

emulator of hom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connected with solar energy generation. Consequently, the developed black 

box is proved its superiority of the reliability and us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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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세계시장은 

2010년 359억 달러에서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로 2020년 

1,175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시장은 대략 세계시장의 10[%]정도

로 추정되며 세계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급격하게 학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리튬이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123.4억 

달러에서 2020년 778.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1]. 

이에 정부는 에너지저장 산업화전략(K-에너지저장장치 2020)

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세계 3대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민간과 함께 

2020년까지 누적 6.4조원 규모의 R&D 및 설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라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은 피크 시간대 국내 전력 공급 부족과 전

기 요금 누진제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저장 수요는 2011년 27 

[MW]에서 2020년 3,578[MW]로 약 13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전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및 PCS(Power Cond itioning System)의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의 정밀측정 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특히 측정된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

로써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발생시 이러한 데

이터의 상태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신뢰성 및 사용자 안전성을 확

보하는 기술개발 역시 필수적이다[2-4].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융

합모델에 주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와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는 창조경제시대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규모는 2016년 

1,588[MWh], 2020년에는 4,883[MWh]에 달하는 등 연평균 44.9 

[%]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특히 태양광발전 단가의 하

락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그리드패리티 달성

이 예상되는바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중 태양광발전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 융합모델이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향후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확대에 따라 유지·보수 및 고

장진단 등 에너지저장장치의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수

요는 확대될 전망이나 이에 대한 기술개발은 미미한 상태이다[5].

산업통상자원부의 K-에너지저장장치 2020에 에너지저장장치 

시험분석·성능검사·신뢰성 검증 등의 시스템 구축이 명시되어 있

으며, 따라서 이러한 시험분석, 성능검사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 기술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는 에너지저장장

치용 성능 평가 장비와 충·방전기 시험 장비 및 BMS 평가 장비

와 관련된 기술 개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6-9].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

치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고장발생시 이러한 데이터의 상태 알림서비스를 통하

여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신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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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SS Emulator와 측정모듈

Fig. 2 BESS emulator and measurement module

표 1 BESS Emulator main controller 사양

Table 1 Main controller spec. of bess emulator

구   분 사   양

Micro-controller ATmega328P 

Operating Voltage 5V 

Input Voltage

(recommended)
7-12V 

Input Voltage (limit) 6-20V 

Digital I/O Pins 14 (of which 6 provide PWM output) 

PWM Digital I/O Pins 6 

Analog Input Pins 6 

Flash Memory
32 KB (ATmega328P) of which 0.5 

KB used by bootloader

SRAM 2 KB (ATmega328P)

EEPROM 1 KB (ATmega328P)

Clock Speed 16 MHz 

구    분 사    양

Pmax 140[Wp]

Voc 21.96[V]

Isc 8.41[A]

Vmpp 17.6[V]

Impp 7.95[A]

표 2 태양광발전 패널 사양

Table 2 Spec. of solar energy generation

사용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랙박스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

장치를 모의시험하기 위한 Emulator와 계통전원 및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Emulator로부터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측정하는 측정모듈을 제작하며, 측정모듈의 각

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러한 상태 및 진단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제공

하는 블랙박스를 개발한다. 또한, 모의시험을 통하여 개발된 블랙

박스의 소비전력, 측정 데이터 신뢰도 및 고장진단 기능 등의 성

능을 평가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된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

장장치의 블랙박스와 이를 모의시험 하기 위한 Emulator 및 측

정모듈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모의시험 

하기 위한 Emulator는 태양광발전 패널과 배터리, 충전장치 및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모듈은 태양광발전의 전압, 전류, 

온도 및 일사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PCS 전압, 전류, BMS

를 통한 배터리의 전압, 전류 및 온도, 그리고 계통전원의 전압과 

전류를 각각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블랙박스는 측정모듈의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이러한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제

공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black box

2.1 BESS Emulator 및 측정모듈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모의시험 

하기 위한 Emulator와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측정하는 측

정모듈은 그림 2와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2에서 Emulator는 태양광발전 패널과 배터리, 충전장치 

및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된 Emulator의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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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ESS Emulator main controller 회로도

Fig 3 Main controller circuit diagram of bess emulator

구   분 사   양

CPU Intel Quad-Core Baytrail-T Z3735G

Cores 4

Revision r0p3

Clock Speed 120㎒ - 1.20㎓

Screen Resolution 7" 1024×600

Screen Density 160 dpi

Storage Memory 8 GB

Total Ram DDR3L 1024 MB

OS Windows8.1 with bing K

Battery Capacitor 2,600mAh 3.7VDC

Interface

① USB(2.0 High Speed)

② Mini HDMI, ③ Bluetooth v4.0

④ Wi-Fi 802.11 b/g/n

Size 188×107.5×10.3 mm / 272g

External Memory Micro SD (128GB 까지 지원)

표 3 블랙박스 main processor 사양

Table 3 Main processor spec. of black box

(a) 블랙박스 구성도

(a) Black diagram of black box

 (b) 블랙박스 외형도

 (b) Configuration of black box

그림 4 블랙박스

Fig. 4 Black box

Controller 사양과 회로도는 각각 표 1과 그림 3과 같다. 또한 태

양광발전 패널의 사양은 표 2와 같으며, 배터리의 사양은 전압 

12[V], 용량 1200[mAh]이다.

그림 2에서 측정모듈은 각각 태양광발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

치 및 계통전원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측정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태양광발전 측정모듈은 태양광발전 패널의 

전압 및 전류와 온도, 그리고 일사량을 각각 측정하고, 배터리 에

너지저장장치 측정모듈은 PCS의 전압 및 전류와 BMS를 통하여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 및 온도를 각각 측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계통전원 측정모듈은 계통전원의 전압과 전류를 각각 측정

하며, 각각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는 RS485 통신에서 USB신호

로 변환되어 블랙박스에 입력된다. 

태양광발전 패널의 일사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TES-132로 일

사량 측정범위는 2,000 [W/m2]이며, 분해능은 0.1 [W/m2], 

sampling rate는 1 [times/sec]이다. 각각의 직류 및 교류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Indicator의 측정 입력은 전압 0에서 500.0[V], 

전류 0에서 5.000[A]이며, Ʃ-Δ 방식의 A/D변환 방식을 사용하

고 샘플링 주기는 100[ms]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의 

온도를 측정하는 Indicator의 측정 범위는 Pt100Ω(-199.9에서 

640.0℃)이며, Ʃ-Δ 방식의 A/D변환 방식을 사용하고 온도 표시 

정도는 ±0.1[℃]이다.

2.2 블랙박스

측정 모듈에서 측정된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의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원격 모니터

링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이러한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제공하는 블랙박스는 그림 4와 같으며, main processor

의 사양은 표 3과 같다. 개발된 블랙박스의 크기는 228[mm]* 

216[mm]*126[mm]이며, 고장 등에 의해서 블랙박스에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일정시간 동안 측정모듈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2,600[mAh]의 백업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

측정모듈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는 블랙박스의 8[GB]메모리

에 저장되며, 측정모듈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블랙박

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감지 설정 탭에서 측정모듈과의 통신연

결을 설정한다. 그리고 저장된 상태 및 진단 데이터는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데이터 모니터링, 초단위의 모니터링 그래

프 및 데이터 조회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6과 같

이 데이터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측정모듈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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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블랙박스 통신 설정

Fig. 5 Communication setting of black box

그림 6 데이터 모니터링

Fig. 6 Data monitoring

그림 7 모니터링 그래프

Fig. 7 Monitoring graph

(a) 시간대별

(a) Period of time

(b) 일별

(b) Period of day

    (c) 월별

    (c) Period of month

그림 8 데이터 조회

Fig. 8 Data inquiry

를 실시간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모니터링 

화면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는 그림 7과 같이 태양광발전, 배터

리 에너지저장장치 및 계통전원을 각각 선택하여 초 단위의 모니

터링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 배터리 에너

지저장장치 및 계통전원의 저장된 상태 및 진단 데이터는 그림 

8과 같이 블랙박스의 데이터 조회에서 각각 시간대별, 일별, 월별

로 조회할 수 있다. 

블랙박스의 이러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유·무선 인터넷과 

Wi-Fi를 이용하여 PC 등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동일하

게 확인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에 저장된 각종 상태 및 진단 데

이터는 Wi-Fi를 이용하여 그림 9와 같이 스마트폰에서도 각 항

목별 시간대별, 일별 및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3. 모의시험 및 성능평가

개발된 블랙박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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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목 설정

(a) Item setting

   

    (b) 항목별 기능

    (b) Function of item

(c) 데이터 조회

(c) Data inquiry

그림 9 스마트폰에서의 데이터 조회

Fig. 9 Data inquiry in smart phone

그림 10 평균 소비전력

Fig. 10 Average power consumption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Emulator와 측정모듈을 이용하여 

모의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고정밀 전력분석기(PPA5530)를 이용하여 총 30분간 블

랙박스의 소비전력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평균 소비전력이 4[W]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개발된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평균 소비전력이 4[W]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

템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블랙박스에 내장

된 백업용 배터리의 용량이 2,600[mAh], 3.7[V]이므로 평균 소

비전력 4[W]를 기준으로 하면 고장 등에 의해서 블랙박스에 전

원이 차단되더라도 이상적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로 측정모듈

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블랙박스에 저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블랙박스의 전압측정 정밀도를 성능평가 하기 위하

여 그림 11(a) 및 (b)와 같이 BMS를 통한 배터리 출력 전압의 

오실로스코프 파형과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값을 일례로 

비교 하였으며, DC 10[V]에서 15[V]까지 배터리 충전전압을 변

화시키면서 각 전압별로 10회씩 고정밀 전력분석기(PPA5530)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값을 비교

한 결과는 그림 11(c)와 같다. 그림 11(c)에서 계측기는 측정된 

전압을, 시료는 시험전압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11로부터 개발된 

블랙박스의 전압 측정 정밀도는 90[%]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의 전류측정 정밀도를 성능평가 하기 위하여 그림 

12(a) 및 (b)와 같이 태양광발전 출력 전류의 오실로스코프 파형

과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값을 일례로 비교 하였으며, 태

양광발전 연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부하를 변동하여 전류값

의 변화에 따라 각 전류별로 10회씩 고정밀 전력분석기

(PPA5530)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의 값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12(c)와 같다. 그림 12로부터 개발된 

블랙박스의 전류 측정 정밀도는 90[%]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 연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 이를 진단하는 블랙박스의 고장진단 기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임의로 태양광발전 패널의 일사량에 변동을 주어 태

양광발전의 전압을 변동시켰다. 그 결과 그림 13(a)와 같이 블랙

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그래프 및 그림 13(b)와 같

이 데이터 조회에서 시간대별, 일별 및 월별로 고장 발생 시간 

및 횟수를 디스플레이 하였다. 또한 블랙박스의 이러한 고장진단 

기능은 스마트폰에서도 시간대별, 일별 및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

다. 고장발생시 저장된 데이터의 조회를 통하여 고장시점과 고장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장치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안정된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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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배터리 출력 전압 오실로스코프 파형

    (a) Oscilloscope waveform of battery output voltage

(b) 배터리 출력 전압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b) Monitoring program of battery output voltage

(c) 전력분석기 결과

(c) Result of power analyzer

그림 11 전압 측정 정밀도

Fig. 11 Accuracy of voltage measurement

      (a) 태양광발전 출력 전류 오실로스코프 파형

      (a) Oscilloscope waveform of solar output current

    (b) 태양광발전 출력 전류 블랙박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b) Monitoring program of solar output current

(c) 전력분석기 결과

(c) Result of power analyzer

그림 12 전류 측정 정밀도

Fig. 12 Accuracy of current measuremen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

치의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고장발생시 이러한 데이터의 상태 알림서비스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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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니터링 프로그램

(a) Monitoring program

  (b) 데이터 조회

  (b) Data inquiry

그림 13 태양광발전 고장 진단

Fig. 13 Breakdown diagnosis of solar power system

여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신뢰성 및 

사용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랙박스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

장치를 모의시험하기 위한 Emulator와 계통전원 및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Emulator로부터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측정하는 측정모듈을 제작하였으며, 측정모듈

의 각종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러한 상태 및 진단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제공하는 블랙박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블랙박스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

장치 Emulator와 측정모듈을 이용하여 모의시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시험을 통한 개발된 블랙박스의 성능 평가 결과, 평균 소

비전력이 4[W] 이하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개발된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발된 블

랙박스의 전압 및 전류 측정 정밀도는 모두 90[%]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태양광발전 연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고장

이 발생 했을 경우 이를 진단하는 블랙박스의 성능 역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는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

너지저장장치의 고장발생시 개발된 블랙박스를 통하여 고장 발생

부분과 고장 발생시간 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장

부분 A/S 및 고장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유지 및 

보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태양광발전 연계 가

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Emulator에 의한 모의시험이 아닌 실제 태양광발전 연계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개발된 블랙박스를 적용하여 성

능 검증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최적 운영 솔루션을 도출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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