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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ESS에 관한 투자 및 연

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

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ESS
의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ESS의 운영 모형을 정의하고 각 운영 모형별 분

석기법을 비교하여 최적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new renewable energy spread and expansion policy. To this end, the 
investment and the research is ongoing on the core of the ESS (Energy Storage System) for the Smart Grid that is being 
spread around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also conducted a variety of ESS related 
systems maintenance and improvement in order to induce the activation of the ESS industry. On the other hand, our 
country has no law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ctivation ESS, and there is no objective basis 
for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SS. Therefore, spread and activation of the ESS is not properly 
conducted. In this paper, the economics of the ESS based on the Korea electric pricing system for the spread and 
activation of the ESS effectively proposes a technique for analysis. To do this, define the ESS operating model, and 
propose the best economic analysis method economic analysis comparing each opera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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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에 관한 투자 및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3]. ESS는 

잉여 전력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저

장해두는 장치로 전기에너지의 품질 및 효율성을 극대

할 수 있는 에너지 활용 시스템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

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

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저

장기술을 그린에너지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

여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4-6]. 뿐만 아니

라, 상용화 제품 개발을 목표로 가정용 및 전기 자동

차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목표 응용시스템(Target 
Application)으로 상정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셀(Cell)과 소재 개발, 그
리고 시스템을 제어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및 PMS(Power Management System) 기술을 

대상으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ESS 관련정책

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경우, 미래 ESS의 

시장선점을 위해 6.4조원의 민관투자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세계시장 30% 점유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7-10]. 그러나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SS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ESS의 평균적인 성능 사양을 가

지고 이론적인 전기사용량을 계산하여 단순히 회수기

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최대부하 때 

ESS를 통하여 절감한 전기량에 사용요금 단가를 곱하

여 절감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을 평가하

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상당부분은 기본요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요금절감을 통해 경제성을 극대

화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소 한계점

으로 지적된다. 전기기본요금은 과거 1년간 동하절기 

기간 동안 중부하와 최대부하시간대 전력피크 중 가장 

큰 값에 기본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서 ESS의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기

관 최대전력피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별 전력피크를 구할 수 없거니와 전력피크

를 구하더라도 ESS를 어떻게 운영해야 전력피크를 낮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전기기본요금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여 ESS의 경제

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SS의 운영 모형을 정의하고 

각 운영 모형별 경제성 분석기법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

법을 제시한다. 

Ⅱ. 관련연구

2.1.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란 전력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전력이용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즉,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 

2차전지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전송하여 에너지 효

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ESS는 전력 수요가 가

장 낮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수요가 가장 높은 시

점 또는 과부화 시점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품질을 높이

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10, 11]. 전기는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력 계통은 생

산(generation), 송전(transmission), 배전(distribution)의 

단계를 거치는 데, 전기사고의 대부분은 전력 공급계통

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전력계통의 문제 해

결을 위하여 분산전원의 특징을 갖고 있는 스마트그리

드가 고안되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 에너지저장장치 개요

Fig. 1 Overview of Energy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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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의 종류는 크게 리튬이온전지를 포함하여 6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 리튬이온배터리 분야는 유

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지만 저장 

단위용량(kWh)당 에너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는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빠른 반응 속도

와 높은 에너지밀도가 요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급격

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ESS의 범위를 리

튬이온전지로 한정하였다. 

2.2. 전기요금 산정방식

건물에서 매월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산정되는 전기

요금은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러한 산정방식은 ESS를 도입하는 대규모 기관 및 

산업체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일반 가정집에는 적용되

지 않는 방식이다.

전기요금원 사용요금원기본요금원        (1)

이 중, 사용요금은 사용요금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사용요금단가는 계절별로 동절기, 하절기, 
봄가을 절기로 구분하고 시간대별로 최대부하, 중간부

하, 경부하로 나누어 책정된다.

사용요금원 사용요금단가원×수요전력량 (2)

기본요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력과 요금적용

전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약전력은 건물

에서 사용하는 설비 용량에 따라 산정되는데 이는 건물

에 설치된 변압기 용량의 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변압기가 클수록 많은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

고, 요금적용전력이란 계약전력의 30%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요금은 기본요

금단가에 요금적용전력을 곱하여 계산된다. 기본요금의 

의미는 전기사용에 따른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기본 인

프라 구축에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량(kWh)이 아닌 최대수요(kW)로 계산한다.

기본요금원 기본요금단가원×요금적용전력 (3)

요금적용전력은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바뀔 수 

있는데 현재부터 과거 1년 기간 중 동절기(11월, 12월, 

1월, 2월)와 하절기(6월, 7월, 8월) 및 당월의 기간을 대

상으로 최대부하와 중간부하시간대 중 최대수요전력

(15분 평균 kW)값이 계약전력의 30% 이상이면 최대수

요전력(15분 평균 kW)값으로, 30% 미만이면 계약전력

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하

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ESS 경제성분석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최대부하 때 ESS를 통하여 절감한 전기량에 사

용요금 단가를 곱하여 절감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

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다[11, 12]. 매월 전기요금의 

상당부분은 기본요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요금을 

줄이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기본요

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크전력점을 관리해야 하는

데 이러한 피크전력점을 쉽게 구할 수 없거니와 피크전

력점을 구하더라도 ESS를 어떻게 운영해야 피크전력

점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서

는 반드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포괄하여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 기본요금까지도 고려한 최

적의 ESS경제성 분석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효과적인 ESS 경제성 분석기법

3.1. ESS 운영 모형

ESS의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절에

서는 ESS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ESS는 운영전략에 따라, 사용요금절

감모형, 기본요금절감모형, 하이브리드모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사용요금 절감 모형은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ESS의 모든 용량을 이용하여 경부하때 충전하고 최대

부하때 방전하여 사용요금을 절감하도록 운영하는 모

형이다. 이때 순간 충방전 크기(kW)는 PCS(Power 
Conditioning System)의 용량을 넘을 수 없고 충전용량

(kWh) 또는 방전용량(kWh)은 BMS의 용량(kWh)을 넘

을 수 없다. 이 모형은 전력부하 이동(Electric Energy 
Time-shift)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이 싼 시간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비쌀 때는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필요시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발전기의 기동을 상쇄할 수 있다. PCS의 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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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용량을 고려해서 충전 시 약 2시간 이상이 소

요되고, 약 2시간 가량 방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전력을 구입하고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배터리를 방전함으로써 얻는 이익 사이의 차이를 기반

으로 경제성을 따지게 되므로 배터리의 운영비용과 효

율이 중요하다.
기본요금 절감 모형은 ESS의 모든 용량을 이용하여 

기관 피크를 저감하도록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때 순간 

충방전 크기(kW)는 PCS의 용량을 넘을 수 없고 충전 

용량(kWh) 또는 방전용량(kWh)은 BMS의 용량(kWh)
을 넘을 수 없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또는 요금적용

전력에 단가를 곱해서 계산하는 반면, 계약전력 산정은 

설치된 변압기의 용량으로 선정된다. 계약전력의 의미

는 발전설비, 송배전설비의 사용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

는데, 우선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정하

고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다. 요금적용전력은 현재부터 과거 1년 기간 중 12월,1
월, 2월, 7월, 8월, 9월 및 당월 최대수요전력(15분 평균 

kW)값이 계약전력의 30% 이상이면 최대수요전력으로,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로 요금적용전력을 산

정한다. 겨울과 여름 기간 동안 15분 단위 최대 수요 계

약전력의 30%를 초과할 시 향후 1년간 기본요금으로 

부과 되므로 피크저감 시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모형은 앞선 2가지 모형의 장점을 이용

하여 ESS를 운영한다. 먼저 피크를 저감할 수 있도록 

ESS를 운영하고, 기관피크를 산정할 때 대상 기간인 

하·동절기중 최대부하, 중부하 때만 피크를 낮추기 위

한 방전을 실시한다. 춘추절기 때는 기본요금 절감을 

위해 경부하 때 충전하고 최대부하 때 방전하며, 하동

절기에는 먼저 피크저감을 할 수 있도록 ESS를 운영하

고 피크와 관계없는 사용형태를 보일 때는 최대부하에

서 방전하도록 한다. 일일 전기사용량중 월별 최대 저

감 피크선 아래에 있는 경우는 피크 저감이 기본요금절

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 사용요금절감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

3.2. ESS 경제성 분석기법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ESS의 운영 모형별 경제성

분석기법을 제시한다.
사용요금 최적화 모형에서는 수식 (4)와 같이 ESS가 

방전할 때 소요된 전기량의 사용요금에서 ESS를 충전

할 때 소요된 전기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뺀 값을 통해 

ESS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 표 1은 사용요금 최적

화 모형의 경제성 분석의 예시이다.

   × ×               (4)

Euf :사용요금절감을 통한 경제성 분석값

DC : 방전량(kWh), UPc :전기요금단가최저치

C :충전량, UPe : 전기요금단가최고치

표 1. 사용요금절감방식으로 운영시의 경제성 분석결과 예시

(단위:원)
Table. 1 An Example of Economic Analysis for Usage 
Fee Reduction Model

구분 주말 주중 합계

사용전력량
(kWh) 222,095 231,580 453,675

충전량
(kWh) 2,323 1,854 4,177

방전량
(kWh) 2,127 1,726 3,853

전기요금 17,174,051 18,602,634 35,776,685

충전요금 -130,311 -104,033 -234,344

방전요금 220,173 179,036 399,209

절감요금 89,862 75,003 164,865

기본요금 절감모형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가

장 먼저, 최대전기저감피크를 구해야 한다. 전기기본요

금은 최대전기저감피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은 기

관에서 사용하는 ESS를 최대전기저감피크가 높은 시

점에 활용함으로써 낮출 수 있지만, ESS의 최대배터리

량을 초과하여 낮출 수는 없다. 이를 고려할 때, ESS운

영시 최대전기저감피크는 수식 (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중최대부하

         (5)

ESS : ESS 사용량(kWh) 합계

PCS : PCS 용량(kW)
PSL: 피크저감라인(kW)
DPn : 15분 단위 수요전력(kW)
SP : 저감 임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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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상인자-전기인자간의 공분산행렬 분석결과

Fig. 2 Result of Covariance Matrix Analysis among Meteorological Factor

표 2. 기본요금 최적화 모형 경제성 분석 예시(단위:원)
Table. 2 An Example of Economic Analysis for Basic 
Fee Reduction Model

월 1 2 합계

사용전력량
(kWh) 944,578 819,064 11,045,061

전기요금 101,383,080 88,055,452 1,115,037,589 
피크(kW) 2,081 2,103 -
최대피크
저감(kW) 1,913 1,903 -

사용요금절감 513,986 445,132 5,959,694
기본요금절감 1,040,000 1,040,000 1,126,082,650

단, 수식(5)에서 DPn -PSL ≤ PCS 이다. PSL은 max 
(DPn)에서 1씩 줄여가면서, 계산된 ESS값이 최대배터

리용량 (kWh)이 되는 PSL값이다. n은 중부하, 최대부

하 시간대이며, 이를 만족하는 min(PSL)가 최대피크저

감 수요전력(kW)이 된다. 
ESS의 운영을 통해 최대저감 피크전력점를 낮추게 

되면 최대저감 피크전력점를 가지는 시점에서 사용요

금의 절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ESS의 경제성 수식 (6)을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으며, 표 2는 기본요금 최적화모형의 경제성 분석 예

이다.

   × ×          (6)

Ebf :기본금절감을 통한 경제성 분석값

BFrd :기본요금절감액 

(한전의 전기요금산정방식에 준함, 기본요금단가 × 요금적

용전력(kW) )

하이브리드 모형은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에 사용요금절

감방식을 사용하고,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에 많은 영향

을 주는 동하절기에 기본요금 절감방식을 사용하는 방

식이다. 따라서, 이 모형의 경우, 동하절기를 제외한 기

간에는 사용요금절감방식에 의한 경제성분석방법을 적

용하고, 동하절기에는 기본요금절감방식에 의한 경제

성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식 (7)을 통해 경제

성 분석이 가능하다.

  




｜                    (7)

Ehf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절감을 통한 경제성 분석값

n : 월 ( 하절기 : 6,7,8 월, 동절기 : 11, 12, 1, 2월 )

Ⅳ. ESS 경제성 분석을 위한 최대저감 피크전

력점 추정

ESS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ESS
의 도입 이전에 앞서 정의된 3가지 운영 모형에 대한 경

제성 분석이 전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기본요금절

감을 사용하는 모형들의 경우에 해당기관의 전기운영

상황을 고려한 최대저감 피크전력점 추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전기기본요금은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과거 데이터

를 활용하여 현시점의 최대저감 피크전력점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전기사용량은 기상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최대저감 피크전력점 추정을 위

해 기존의 운영 데이터와 날씨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

석을 통하여 선형식을 도출하였다. 날씨 데이터의 경우, 
2013년 일별 날씨자료를 기상청에서 수집하여 식에 반

영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R 도구를 활용하였다. 온도, 
강수량, 습도 및 운무와 같은 기상인자들과 수요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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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상인자-전기인자간의 상관계수행렬 분석결과

Fig. 3 Result of Correlation Matrix Analysis among Meteorological Factor

수요전력,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와의 상관관계를 도출

하였으며, 기상인자들과 전기사용인자들간의 공분산행

렬(cov)과 상관계수행렬(cor)을 그림2, 그림 3과 같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강수량은 0과 null이 존재하여 회

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 하절기최대피크저감추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Fig.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Estimating Max 
Reduction Electricity Peak in Summer

    ×최저온도  
×강수량×습도
×운무

  하절기최대저감피크수요 추정값

    (8)

하절기 최대피크저감을 추정하기 위해 여름철을 대

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기간은 주말 및 공

휴일을 제외한 업무일로 한정하였고 종속변수인 ML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을 구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온도, 습도, 강수량, 운무와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최저온도로 계

산했을 때 R-squared값이 61%로 산출되었으므로, 최저

피크저감수요 추정 모형을 수식 (8)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동절기 최대피크저감을 추정하기 위해 겨울철을 대

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기간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로 한정하였고 종속변수인 ML
을 구하기 위하여 겨울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온도, 습도, 강수량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 동절기최대피크저감추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Fig. 5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Estimating Max 
Reduction Electricity Peak in Winter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R-squared값이 0.68로 이 식을 

이용하여 겨울철 최저피크저감수요를 수식 (9)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최저온도 
×강수량  ×습도

  최대저감피크수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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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기관의 주중평균 전기사용 그래프

Fig. 6 A Graph of Average Electricity Use for a week in Organization A

그림 7. A기관의 주중 충방전 시간대 이동

Fig. 7 A Graph of Average Electricity Use for a week in Organization A after Moving Charge-Discharge Time

Ⅴ. ESS 경제성 분석기법의 적용

5.1. 경제성 분석기법의 적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기법을 실제 병원으

로 운영되고 있는 A기관의 운영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현재 한전에서의 가격정책에 따라 270kWh ESS초기 설

치비 3월 한달간의 운영비를 산출하고 실제 운영에 따

른 편익을 활용하여 작년도 전기사용량에 대비하여 년

간 수입을 계산하였고, 270kWh의 용량중 수명을 고려

하여 85%만 충·방전에 활용하였으며, 순현가법(NPV 
Method)을 통하여 연간 순수익 현가치를 산출하였다.

그림 6은 실제 A기관의 한달간 주중 평균 수요전력

(kW)그래프이다. 경부하 시간대인 5시부터 8시까지 충

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피크를 낮추기 위하여 중

간부하인 9시부터 11시까지 방전을 실시하였다. 이후

는 최대부하시간대인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 방전을 

하고 있다. 또한 5시부터 방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월

인 2월 동절기 최대부하때의 방전 스케쥴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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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요금 절감모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분석을 위

하여 그림 7과 같이 경부하 때 충전을 실시하고, 방전시

간을 최대부하 시간대로 이동하여 절감요금을 극대화하

여 운영하였다. 중부하인 9시부터 10시 구간 그리고 17
시부터 20시 구간에서 시행하던 방전을 최대부하 시간

대로 변경하여 방전을 추진하였다. 실제 A기관의 사용

요금 절감모형 운영방식에 따른 ESS 경제성 분석결과는 

앞서 제시한 수식에 의거 그림 8과 같이 도출된다.

그림 8. A기관의 사용요금절감모형 기반의 경제성분석 결과

Fig. 8 Economic Analysis of Usage Fee Reduction 
Model for a Month in Organization A

그리고 한달간의 결과를 1년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서 

조사한 A기관의 충방전 시간대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A기관의 충반전 시간대 현황

Table. 3 Charge and Discharge Time for Organization A

따라서 사용요금 절감방식의 ESS 경제성 분석결과

는 표 4와 같이 1년 단위로 확장될 수 있다.
기본요금 절감모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분석은 전

기기본요금이 최대수요부하(kW)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

하여 계산되므로 매일의 전력수요곡선에서 ESS 사용용

량인 230 kWh로 저감시킬 수 있는 최대 저감피크선을 

탐색하고,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선이 사용량을 넘지 않

도록 ESS를 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림 

9는 실제 A기관의 8월 전력수요(kW) 그래프이다. 

표 4. A기관의 사용요금절감모형 기반의 경제성분석 결과

Table. 4 Economic Analysis of Usage Fee Reduction 
Model for a year in Organization A 

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ESS 배터리 용량 중 

사용용량인 230kWh을 최대한 이용하여 낮출 수 있는 

기관 일일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을 탐색하여야 한다. 
즉, 피크점에서 x축과 수평으로 가상의 선을 그린후 선

을 아래로 내리면 수요전력선, 좌우로 중간부하 선 그

리고 전력수요선로 이루어진 공간 발생하는데, 이 공

간의 면적을 구하면 가상의 선이 위치한 곳이 ESS를 

이용하여 절감할 수 있는 저감 피크 값이 된다. 이 면적

은 15분 단위 kW 합이 되므로 이를 4로 나누면 kWh로 

변환 할 수 있다. 이면적은 ESS 용량을 넘을 수 없으므

로 이 면적(kWh)이 230kWh가 되는 곳이 최대 저감피

크값이 된다. 

표 5. A기관의 월별 최대 피크 저감량

Table. 5 Max Electricity Use Peak Reduction for a year 
in Organization A

표 5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탐색한 A기관의 월별

최대피크저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기본요금절감 모형 기반의 경제성을 앞서 3.2절에

서 제시한 수식을 사용하여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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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기관의 8월중 최대 피크일 전기사용 현황

Fig. 9 A Graph of Max Electricity Use Peak at August in Organization A

표 6. A기관의 기본요금절감모형 기반의 경제성분석 결과

Table. 6 Economic Analysis of Basic Fee Reduction 
Model for a year in Organization A

하이브리드 모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분석은 전기

기본요금이 최대수요부하(kW)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

하여 계산되므로 1년 중 최대저감 피크전력점 이하인 

경우는 사용요금절감 방식으로 ESS를 운영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절감모형으로 운영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실제 A기관의 1년중 최대피크저감

순위는 표 7과 같고, 위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앞서 3.3
절에서 제시한 수식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8과 같다.

표 7. A기관의 1년중 최대피크저감순위

Table. 7 Rank of Max Electricity Use Peak Reduction 
for a year in Organization A

표 8. A기관의 하이브리드모형 기반의 경제성분석 결과

Table. 8 Economic Analysis of Hybrid Reduction Model 
for a year in Organiz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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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경제성 분석을 위해 본론에서 

제시한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추정기법을 A기관에 적용

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A기관의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추정치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Estimated Max Electricity Use 
Peak Reduction with Real Reduction

5.2. 경제성 분석결과의 해석

ESS는 운영 모형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으므로, ESS의 경제성은 각 모형의 분석 결과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가 가장 정확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별 경제적 이득치를 기

반으로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에 따라 초

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사용요금 절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최소부하 시간

대에 충전하고 경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사용요금의 

절약을 최대로 했을 때 년간 76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

가 발생하였다. 설치비용은 410백만원이 소요되어 투

자회수기간은 대략 53년으로 추정된다.
기본요금 절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ESS의 방전시 

일일기관피크를 최대로 하는 시점에 방전할 경우 전기

사용요금 기준 년간 59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발생

하였고. 또한 1년후 기본요금을 매월 1백만원정도 추가

로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년간 18백만원의 비용을 절

감하여 설치비용 410백만원으로 투자회수기간을 분석

하면 대략 22년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리드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요금에 영향

을 미치는 달은 8,7,6월과 1,2,11,12월에 ESS를 활용하

여 월별 최대 피크치 만큼만 피크 저감시키고 남은 전

기는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하여 요금을 절감토록 하여 

년간 740만원정도의 사용요금을 절감하고, 12백만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하여, 투자회수기간을 분석하면 대략 

20.58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A기관에서 ESS를 도입할 경우 가장 많

은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는 모형은 하이브리드모형으

로 운영할 경우이며, 투자대비 회수기간은 20.58년으로 

산정된다. 또한, 효과적인 ESS 경제성분석을 위해 제시

한 최대저감 피크전력점추정기법의 경우, 실측치와 추

정치의 오차범위가 4% 이내로 나타나, 실제 경제성분석

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ESS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어

느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

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어떻게 운영해야 전기요금을 가

정 많이 절감할 수 있는지와 동일한 명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ESS의 경제성을 효과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 운영 모형을 정의하고, 각각

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년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회귀분석하여 최대저감 피크

전력점량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은 실제 ESS를 도입한 기관

에 적용하여 유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ESS 경제성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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