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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시스템의 전력회로 구조의 큰 변경 없이 밧데리와 같은 전력저장 장치 디바이

스의 추가와 개선된 운용방법을 적용한 첨두부하 삭감효과를 갖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UIPV)을 제안하였

다. 개선된 운용방법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추가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PV-array 용량을 작게 설치하여도 첨두부하

삭감효과를 크게 할 수 있으며, 가격 및 설치공간 등의 면에서 평가하여 기존시스템보다 더 나아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UIPV(Utility Interactived Photovoltaic) system which can improve the peak-cut

effect by adding energy storage device of batteries to the power converter. The proposed system has three

possible operation modes depending on relative condition of PV output, which can have the power shaping

function covering the peak power for 3 hours. A new power circuit and application algorithm has been applied

to UIPV system which is based on working PV system during 3-hour peak time. The energy relationship by

the proposed system is analyzed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Also the proposed system is evaluated at the

viewpoint of cost and total spacing, which enables the proposed UIPV system to have the reduction of the

peak power demand and hence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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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의 이용은 현대의 윤택한 생활과 눈부신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

의 화석 에너지는 인류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오늘날까

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있어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태양광발전시

스템(이하 PV시스템)은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에너지

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독립형 보다

는 계통과 연계시켜 그 사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

나 기존 시스템의 고유기능인 에너지원으로서의 계통

연계형 PV시스템이 낮은 에너지 이용율을 가지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두부하저감용 PV시스

템을 3가지 특성Mode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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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고에너지가치를 갖는 시스

템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두부하 저감을 위한 고

가치PV 시스템의 개념 설계와 해석을 다루었다. 시뮬

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첨두부하저감효과가 동일 용

량대비 6배까지 격차가 나타남을 보였으며, 참고적으

로 설치면적과 단가의 면에서도 더욱 경제적임을 보였

다.
[1][2]

2. 제안된 UIPV시스템의 제안배경

기존의 PV시스템을 계통연계형으로 사용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는 불안정한 출력의 전기적

문제점, 낮은 시스템 이용률, 낮은 kW가치, 높은 가격

등의 여러 개선해야 할 점을 가지고 있었다.
[3[4]

먼저, PV-array의 불안정한 출력에 의한 전압 및 주

파수 변동, 고조파 발생, DC성분 유입, 단독운전, 보호

협조 등의 전기적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스템 이용률은 11.4[%]로 하루 24시

간 중 2.7시간 정도 시스템이 정격으로 운전된다. 즉,

1[kW] 시스템의 설치 시 하루의 총발전량은 하루 2.7

시간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태양광 시스템이 정격 운

전하는 것으로 환산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시스템

이용률은 다음의 식[1] 같이 정의되며, 우리나라는 통

상 12%의 이용률을 가지게 된다.
[5]

이용률시스템정격용량 ×  × 

시스템년간발전량
×  (1)

또, 태양광 시스템의 에너지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

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kWh가치’ 및 ‘kW가치’등의

용어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kWh가치가 높다는

의미는 동일 용량의 PV-array로 부터 많은 출력량을

내면 kWh가치가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kWh가치를 자연조건으로 말하자면 하루

일사량이 많은 지역 일수록 시스템의 kWh가치는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kW가치는 전력 예비율

확보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개념으로서

첨두부하 소비 시간대의 시스템의 발전량이 클수록

kW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의 첨두부

하 삭감 기여도는 35[%]∼17[%]정도이다. 다시 말하

면, 1[kW] 시스템의 설치시 0.35[kW]∼0.17[kW] 정도

가 첨두부하 삭감에 기여한 다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

광 시스템 출력의 불안정성으로 일정한 출력을 갖는

전원으로 평가되지 않는 태양광 시스템 에서는 그 kW

가치는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태양광 시스템의 반영

을 어렵게 하였다.

최근 7년간의 피크전력 소비 발생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표 1과, 그림 1의 시스템의 여름철 1일 출력특성

과 그림 2의 부하곡선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 양자의

운전시간이 거의 일치하지만, 약1.5시간 정도의 지연이

존재하므로 실용상 PV시스템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태, 즉 시스템의 kW

가치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만약 이 시간차를 보상

할 수 있다면 실제 계통에서 문제가 되는 첨두부하저

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국내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스템의 표준형인

3[kW] 시스템 가격은 한화로 환산시 1000만원 이상으

로 매월 전기료절감을 통하여 설치비용을 보전하기에

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표    1  최대 전력 수요 발생시간 및 발생 일자[하계][6]

 Table 1  Maximum power demand time and date [summer]

발생일자 [하계] 발생시간

2001년 7월 26일 (목) 15:00

2002년 8월 29일 (목) 15:00

2003년 8월 22일 (금) 12:00

2004년 7월 29일 (목) 15:00

2005년 8월 17일 (수) 12:00

2006년 8월 16일 (수) 12:00

2007년 8월 17일 (금) 12:00

   그림 1  시스템의 여름철 1일 출력 특성

   Fig. 1  Daily power output during the summ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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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일별 부하 곡선

               Fig. 2  The daily load curves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

스템의 문제점 중 시스템의 낮은 이용률, kW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가지며 첨두부하 삭

감효과를 갖는 계통연계형 PV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운용모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운용모드의 평

가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좋음을 보였다.
[7]

3. 제안된 시스템의 기본동작

제안된 시스템의 기본동작을 살펴보면, 그림3 에서

스위치 SP(red)는 첨두 전력 삭감이 필요한 여름철에

닫혀진다. SP 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제안된 UIPV시

스템과 기존의 시스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

래서 UIPV 시스템의 전체 제어기 구성에는 기존에 비

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태양광 어레이의 에너지

발생 상태 및 밧데리의 충전 상태 또는 이들의 서로의

관계들의 조건에 의해서 UIPV 시스템의 동작이 이루

어진다.

                그림 3  제안된 시스템

                Fig. 3  Proposed system

전체 제어 루프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버터

제어부, 컨버터 제어부 그리고 PV 어레이의 출력 및

밧데리 충전상태에 따라 제어를 하는 이 두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Peak-cut 3시간 동안에 인버터는 동작하며 전력을

계통으로 보내며, 이때 밧데리는 방전 Mode로 동작이

된다(그림8 참조). 태양광 출력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밧데리 충전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을 때 계통에서 밧

데리를 충전시킬 경우 인버터는 정류기 Mode로 동작

할 수 있다. 계통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밧데리를 충전

할 수 있음을 그림4의 Mode3에서 볼 수 있다. Mode

3에서는 전력사용이 적을 때의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밧데리를 충전한다. Peak-cut 시간외에는 승압 컨버터

를 통해 승압된 태양광 어레이 에너지로 밧데리를 충

전한다. 인버터 동작이 멈추었을 때 태양광에서 발생

된 에너지로 밧데리를 충전 시킨다 (그림5, 6 참조.).

4. 제안된 시스템의 운용방법

시스템 이용률, PV-array 정격, 시스템 운전시간이

결정되면 이는 하루 평균 발전시간을 구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1일 PV-array의 출력  가 식(2)와

같이 계산된다.

 


발전시간
  

 태양광출력전압   태양광출력전류

(2)

1년 동안 PV-array에서 발전된 에너지의 합을 365

일로 나눈 년 평균 출력    을 기준으로  와

비교하여 3가지 운전Mode와 전력 조절기를 사용하지

않은 Mode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① Mode Ⅰ:     

실제 이 Mode는 이상적인 Mode로서 일어나기 힘든

Mode로 볼 수 있으나 시스템 운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 개념이 되므로 언급하였다. 이 Mode에서는

1일 시스템 발전량은 기준치와 동일하므로 DC/AC 컨

버터는 외부에 의해 설정된 운전시간대에서만 운전한

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의 Mode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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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선된 첨두부하 삭감효과를 갖는 시스템 운용방법

Fig. 4  The related control sequence of the proposed 

UIPV system

② Mode Ⅱ :   

이 Mode에서는 1일 PV-array의 발전량이 기준치

를 초과한 경우로서 동작 방식은 그림4의 Mode Ⅱ와

같다. 이런 Mode가 반복되면 밧데리와 같은 전력 저

장 디바이스의 이용시 밧데리가 과충전 Mode에 도달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익일 PV-array로부터 발전된

전력을 충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전력량[kWh]를 방전 시킨다.

잉여량 


발전시간
일일기준치  (3)

그리고 전류 의 실효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첨두

부하 시간대외의 방전시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sdis 시간대외방전시간
잉여전력량 

  (4)

③ Mode Ⅲ :   

일기가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Mode로서

이 Mode가 반복되면 첨두부하 발생 시간대에 발전해

야 할 전력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DC/AC 컨버터의 양방향 전력

제어 특성을 이용하여 첨두부하 시간대외의 시간인 발

전 설비의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전

력량을 충전한다. 동작 방식은 그림 4의 Mode Ⅲ에서

표현한다.

충전량


발전시간
일일기준치  (5)

그리고 이때 전류 의 실효치는 외부에서 주어지

는 첨두부하 시간대외의 충전시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ch 시간대외충전시간
충전전력량 

  (6)

④ 전력 조절기를 사용하지 않는 Mode

그림3의 스위치 SP를 open 시킨 Mode로서 기존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이다. 전력의

피크 수요가 발생하는 때는 보통 한 여름에 발생하며

이 시간대 외에는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 Sd (blue)를 열어서 기존

시스템과 같이 운전함으로서 kWh 가치를 강조한 측

면에서 PV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Mode이다. 이

Mode에서는 DC/AC 컨버터의 운전 시간대는

PV-array의 발전 시간대와 동일하다.

5. 시뮬레이션

5.1 시뮬레이션 조건

현재 국내에서 가정용 계통연계 시스템의 표준 시스

템은 3[kW]이다. 하지만 국내 가옥구조상 3[kW]의

PV-array를 설치하는 것은 공간상 문제를 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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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V-array 
     출력전압()

 Ⓑ DC/DC 컨버터 
     출력전류()

 Ⓒ 밧데리 
전류()

 Ⓓ 밧데리 
전압()

 Ⓔ DC/AC 컨버터 
     출력전류()

(a) 충전-방전 Mode변환 특성 (charging to discharging transient)  (b) 방전-충전 Mode변환 특성 (discharging to charging transient)

                        그림 5  밧데리 조건이 바뀌었을 때 의 UIPV 시스템의 동작 특성

                       Fig. 5  The dynamics of UIPV system when the conditions of battery changes

                               그림 6  모드별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simulated results at each Modal operation

서 PV-array 정격을 1[kW]로 설정하였다. 정격

PV-array 전압은 50[kW]의 PV-array 20장을 직렬로

연결하여 340[V]로 설정하였다. 12[V] 밧데리를 33개

를 직렬로 연결하여 380[V]의 밧데리 정격 전압, 방전

종지 전압과 충전 종지 전압으로 변동범위를 잡아

357~462[V], 내부저항을 0.66[Ω]으로 설정하였다. 여

기서 밧데리의 잔존용량은 수명과 관련이 있어 잔존용

량이 0[%]시 충방전 한 싸이클은 300이 되고, 잔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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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50[%]가 되면 600싸이클 정도가 되어 수명이 2배

정도 길어지게 된다. 만일 잔존용량이 70[%]가 되면

싸이클이 1300정도 되어서 잔존용량 0[%]보다 수명이

4배 넘게 길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잔

존용량의 설정을 고려하여 66[%]로 정의를 하였다. 잔

존용량이 66[%]는 다시 말해 밧데리용량이

6.6[kW]~10[kW] 사이에 있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

Peak-cut 효과는 35[%]~17[%]로 1kW 시스템의 경우

에는 시간당 350~170[W] 피크컷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 시스템은 피크부하 시간을 3시간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피크부하 시간에 1050~510[W]가 피크컷 효과

를 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크컷 효과를

100[%]를 내기 위해서는 밧데리에서 1950~2490[W] 공

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악조건의 기상일 경

우를 생각하면 PV-array에서 510[W]를 공급하므로 밧

데리에서 2490[W]가 필요하다(510+2490=3000). 그런데

밧데리의 잔존용량은 6600[W]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

므로 최악의 경우 2490[W]가 피크컷 시간에 공급할

것을 생각하면 9090[W]가 피크컷 시간 이전에 확보되

어야 한다. 그래서 초기값을 9090[W]로 설정하였고,

매일의 초기값을 9090[W]로 만들어 주기 위해

PV-array에서의 발전이 끝난 시간 이후에 밧데리 잔

존용량이 9090[W] 이상 시에는 9090[W] 잔존용량이

남겨지게 잉여전력을 계통으로 보낸다. 9090[W] 이하

인 경우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양방향특성을 이용하여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밧데리 잔존용

량이 9090[W]가 될 때까지 충전을 한다. 그리고 초기

값에서 피크부하 시간 전까지 PV-array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데 밧데리가 만충전 되면 그

뒤로 발전된 에너지는 일반의 계통연계형 인버터처럼

계통으로 보내진다. 피크부하 이후도 PV-array에서 발

전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데 충전되는데 만충전시

피크부하 이전 시간처럼 보통의 계통연계형 인버터로

작동을 하게 되고 충전된 량이 9090[W]가 넘게 되면

PV-array에서의 발전이 끝나면 초과된 량이 잉여로

계통으로 보내지게 된다.

5.2 시뮬레이션 결과

시스템 운영방법인 그림 4를 관찰하면 PV-array의

처음 동작점 부터 첨두부하 시간대에 진입하기 직전까

지 PV-array에서 발전되는 모든 에너지는 전력저장

장치에 충전하게 된다.

그리고 첨두부하시간에 진입하게 되면 전력저장 장

치에 저장된 에너지는 첨두부하 삭감효과를 위해 방

전하게 된다. 이 방전된 에너지와 첨두부하 시간대에

PV-array에서 발생된 에너지는 인버터를 통해 출력이

된다. 첨두부하 시간대가 지나면 다시 PV-array에서

발전되는 모든 에너지는 밧데리에 충전하게 된다. 앞

에서 언급한 충전에서 방전, 방전에서 충전의 Mode변

환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PV-array 출력은

0.5[kW], 밧데리 전압은 363[V], DC/AC 컨버터에서의

출력은 1[kW]로 설정하였다.

그림 5의 Ⓐ는 시스템 운전조건에서 설정한

PV-array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의 Ⓑ는 제

안된 승압컨버터의 장점인 전력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전류가 연속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 5의 (a)중 Ⓒ, Ⓓ, Ⓔ에서는 충전Mode에서  기

점으로 방전Mode로 전환할 때의 밧데리의 전류 및 전

압, 그리고 DC/AC 컨버터출력 전류를 보여주고 있다.

부터 DC/AC 컨버터가 발전을 시작하므로 밧데리

전류와 전압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DC/AC 컨버터의

출력 전류는 교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C/AC 컨버터 출력전류는 5주기후 정상상태에 도달

하도록 소프트 스타트 기능을 내장하였기 때문에 서서

히 출력이 증가하여 5주기 후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5의 (b)중 Ⓒ, Ⓓ, Ⓔ에서는

방전Mode에서  기점으로 충전Mode로 전환할 때

의 밧데리의 전류 및 전압, 그리고 DC/AC 컨버터출력

전류를 보여주고 있다. 부터 DC/AC 컨버터가 발

전을 정지하고 PV-array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충전

하므로 밧데리 전류와 전압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DC/AC 컨버터의 출력 전류는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UIPV시스템의 밧데리와 인버터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하였다면, PV출력의 과발전, 부족발전, 평

발전에 따른 밧데리의 이용과 동작모드를 설명하기 위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는 하루 동안 일사량의 변화에 따른 PV출력을 나

타낸다. (b)는 인버터 전류(-icon)를, (c)는 밧데리 충

전전류 iba, (d)는 밧데리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며, (e)

인버터의 순시 전력으로, 실선은 평균전력을 나타낸다.

모드 1의 평발전에서 UIPV 시스템은 에너지 평형상태

에 도달 한다.

즉, 밧데리로의 에너지 충전 A와 A' 과 같은 양의

에너지가 밧데리로부터 방전되는 것을 그림 4에서 보

여준다. 모드 2에서 일사량의 증가로 인해 PV출력은

과발전을 하게 되며, 에너지를 더 생산한다. 그때의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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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너지는 첨두 부하 3시간이 지난 후 특정 시간 동

안 계통으로 보내지게 되므로, 인버터와 밧데리에 의

해 외부로 보내지는 잉여 에너지는 모드 1의 에너지보

다 많게 되는 것이다. 모드 3에서 PV출력은 모드 1

보다 적게 되는 부족발전이 된다. 이렇게 부족한 전력

은 외부로부터 1kW의 전력 정격용략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되어 진다. 실제로 전력사용이 적어지는 새벽시간

을 이용하여 ∆Ⅲ 동안 부족량은 220[v] AC 계통에서

보충되어지는 것을 그림 6[b]에서 보여주고 있다.

6. 비교분석

기존의 PV시스템 출력은 여러 가지 자연조건에 의

존하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제안된 시스템에서의 출력전력은 추가된 밧데리로

부하가 집중되는 낮시간 3시간 동안 1kW를 유지한다.

즉 다시 말해 PV시스템의 출력의 변화에도 일정한

1kW전력을 유지하는 제안된 PV시스템이 갑작스런 전

력사용의 집중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이 요구되는

낮 3시간 피크타임 동안 매우 높은 첨두부하 삭감 작

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된 시스

템의 운용모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PV시스템

과 비교하였다.

우선 설치면적에 대한 비교로써 기존에 비해 제안방

식의 경우 약 1/3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 밧데

리뱅크를 위한 면적이 필요하지만 이를 어레이 경사면

아래에 위치시키면 사실상 추가되는 면적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때 열과 관련된 손실 및 수명과 관련

된 부분은 차후 연구에 고려하고, 본 논문에서는 배제

하였음)

표    2  기존의 3[kW] 급 및 제안 된 1[kW]급 시스템의 비교표

Table 2  The comparison table between the conventional

         3-kW system and the proposed 1-kW system

Conventional 3kW 
System

Proposed 1kW 
System

Installation space 
of PV array

25.5m2 8.5m2

System 
cost

System $15,878.4 $4,980.6

Battery 0 $2,133.0

cost $15,878.4 $7,113.6

Power amount 
of peak cut

0.51~1.05[kW] 1[kW]

총 소요비용 면에서는, PV모듈의 가격을 $267.64이

라 하면 기존 3[kW] PV시스템의 단가는 $15878.4로

계산되고, 제안된 1[kW] PV시스템의 경우 신재생에너

지용 밧데리 비용 $2133의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7113.6으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총 소요비용이 약

44[%] 줄어든다. 이때 사후유지관리 비용을 추가하더

라도 총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첨두전력저감의 효과인데, 이는 충분한

운전결과가 없어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실제 최대로 33[%]에서부터 최소 17[%]에

이르는 것과 앞에서 언급한 운전방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추정해 보면 분명히 첨두부하저감에는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즉 단위 kW당 첨두부

하절감전력의 비율로 피크컷 용량을 정의한다면 제안

된 시스템의 용량을 1이라고 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용량은 0.17~0.35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제안된 시스템

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2.86에서 5.86배 만큼의 피크컷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시스템

의 경우 밧데리를 충전하는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밧데리의 교체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취약점은 있으나, 첨두부하절감기능을 빌딩 등

대규모부하 또는 시스템에 적용시킨다면 전체 소요비

용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존시

스템과 제안된 시스템의 PV-array설치면적, 비용, 첨

두부하삭감효과전력량에 대한 비교를 그림 7에 나타내

보았다.

  그림 7  기존의 3[kW] 급 및 제안 된 1[kW]급 시스템의 

비교그래프

  Fig. 7  The comparison graph between the conventional 

3-kW system and the proposed 1-kW system

7. 결 론

첨두부하 삭감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밧데리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갖는 UIPV시스템의 개선된 운용방

법이 본 논문에 제안되었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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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디바이스의 추가와 연평균발전량의 분석과 개선

된 운용모드의 제안을 통하여 PV-array의 용량을 1/3

가량을 줄여도 기존의 3[kW]시스템 수준의 kW가치

를 유지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은 시스템임을 시뮬레

이션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는 제안된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에 따른 손실분석 및 컨버터에서 발생되는 리플성

분으로 인한 계통의 영향등을 분석하여 개선된 운용방

법을 적용한 UIPV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

의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R-2007-1-015-01) 지원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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