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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한 배터리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Battery Capacitor Applied to Photovoltaic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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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Cheul Mang, Jung-Rag Yoon)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 battery capacitor and module for solar power system. 

A cylindrical 30,000F battery capacitor (60 × 138 mm) was assembled by using the LTO(Li4Ti5O12) electrode as an anode and 

NMC(LiNiMnCoO2)-LCO(LiCoO2) as a cathode. The battery capacitor has reduced energy density and power density under high 

CC(constant current) and CP(constant power) conditions. Battery capacitor module (16V, 11Ah) was fabricated using an 

asymmetric hybrid capacitor with a capacitance of 30,000F. In order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capacitor 

Module for solar power system, battery capacitor cells were connected in series with active balancing circui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100w LED lamp, it was discharged at the voltage of 15V～10V, and the compensation time at discharge was 

measured to be about 4979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t can be applied to applications related to solar power system by 

applying battery capacitor module.

Key Words :  Super capacitor, Hybrid capacitor, Battery capacitor, Module, Solar power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Samwha Capacitor Co. Ltd, Korea.

      E-mail: yoonjungrag@yahoo.co.kr
*  Samwha Capacitor Co. Ltd, Korea.
Received : August 5, 2017; Accepted : November 24, 2017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도의 산업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보급하고 

있다.[1,2,3]  

태양광 전원은 신재생 에너지중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써 

사용시간 및 출력의 불규칙성이라는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친환경적이면서도 무한 에너지원이라는 특성과 태양 패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으로 인한 

출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4]

태양광 전원의 경우 설치 장소 및 날씨 특성에 따라 크게 영

향을 받지만 태양광 발전은 한번의 시스템 구축으로 15~20년간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전력 

규모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지붕이나 건물의 외벽과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신재생 에너

지 저장 장치로는 리튬전지, 나트륨 유황전지, 리독스 플로전지 

및 슈퍼 커패시터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슈퍼커패시터의 경우

에는 친환경적이며 높은 사이클 특성을 가지지만 용량이 작은 단

점이 있다. 슈퍼커패시터의 경우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구분되는

데 대칭형 슈퍼커패시터(EDLC)의 경우 양극과 음극에 탄소 소재

인 활성탄을 사용하여 전기이중층의 전하흡착 매커니즘에 의해 

전기를 저장하여 출력 특성 및 충/방전 효율이 우수하다. 비대칭

형 슈퍼커패시터인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는 양극에 활성탄을 

사용하고 음극에 리튬 티나늄계 금속 산화물(LTO, Li4Ti5O12)을 

적용한 비대칭형 구조로써 활성탄 전극에서의 이온의 물리적 흡․

탈착 반응에 의한 전기 이중층 반에 의해 전하가 저장되며 상대 

전극인 리튬계 전이금속 산화물에서는 리튬의 삽입 탈리 반응을 

활용하여 기존의 대칭형 슈퍼커패시터(EDLC)보다 2.5배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5,6]

본 논문에서는 리튬계 전이금속산화물(LTO, Li4Ti5O12)을 기반

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의 기술을 바탕으로 리튬 이

차전지에서 사용되는 양극 활물질을 적용하여 기존의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 대비 3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고용량 하

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이하 battery capacitor)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battery capacitor 셀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작하였

다. 태양광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 고 전압이 요구되

므로 단위 셀을 직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때 단위셀 간의 

누설 전류 및 등가 직렬 저항 등의 편차 및 용량 감소율 등에 

의한 셀간 전압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밸런싱 회로를 적용

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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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xial type 배터리 커패시터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battery capacitor with axial type

표 1 30,000F 배터리 커패시터 규격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battery capacitor with 30,000F

2. 실험방법 

2.1 Battery capacitor 제작

Battery capacitor의 양극은 NMC(LiNiMnCoO2) + LCO(LiCoO2), 

도전제(Super-P) 및 바인더(PTFE)를 80:10:10(Vol%)의 비율로 

NMP(n-methyl-2-pyrrolidone) 용매에서 슬러리 제조 후 Al에칭 

박에 코팅 후 프레싱하여 전극을 제조하였다. 음극의 경우에는 

LTO, 도전제(Super-P) 및 바인더(PVDF)를 80:10:10(Vol%)의 비

율로 NMP 용매에서 양극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그림 1은 battery capacitor의 구조이다. 제조된 양극, 음극 및 

절연을 위한 분리 막을 사용하여 권취하여 젤리 롤을 제조하고 

제조된 젤리롤 상부와 하부에 내부단자를 삽입하고 삽입된 내부

단자 표면에 레이저 용접을 통하여 직접 접합시킨다. 그리고 내

부단자가 접합된 젤리 롤을 전해액에 24시간 함침 공정을 진행 

후 알루미늄 케이스에 삽입 후 외부단자를 강제끼움 방식을 통하

여 고정시키고 커링 방식을 이용하여 밀봉하는 형태로 30,000F 

급 Battery capacitor를 제작하였다. 표 1은 제작된 battery 

capacitor 셀의 특성을 나타낸다. 제작된 셀을 충방전기를 이용하

여 충방전 및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2 Battery capacitor 모듈 제조

Battery capacitor 셀을 적용하여 태양광 시스템의 에너지 저

장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셀을 연결하여 모듈을 제작하였다. 

표 2는 제작된 battery capacitor 모듈의 사양이다. 모듈의 구성

은 2.7V 30,000F 단위 셀을 이용하여 태양광 시스템의 전압에 

맞춰 6직렬로 연결하였다. 이때 모듈의 전압 사용 구간은 15~10V

이다. 

셀을 직렬로 구성해서 충방전시 셀간 전압 불균형이 발생하는

데 그 이유는 배터리 커패시터 내부의 ESR(Equivalent Series 

Resistance) 성분과 자가 방전저항(Self Discharge Resistance) 

때문이다. ESR은 커패시터에 포함되는 직렬저항 성분이며 자가 

방전저항은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충전된 커패시터

가 스스로 발전할 때, 시정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저항 값이다

[7,8].

battery capacitor의 제조 공정에서 모든 셀의 용량이 동일하

게 제작할 수 없으므로 셀 간의 용량 오차로 인하여 전압 불균

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셀의 수명을 감소시키고 과전압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셀간 전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active 

밸런싱 회로를 적용하였다. active 밸런싱 방식은 커패시터의 전

압을 센싱하여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여 기준전압보다 높은 전

압이 인가되었을 때 연결된 저항을 통하여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써 전압 불균형을 해소한다.

표 2 30,000F 배터리 커패시터 모듈 규격

Table 2 The specifications of battery capacitor module with 

30,000F

2.3 Battery capacitor 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상용 전력 계통과의 연계 유무에 따라

서 계통 연계 형과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그

림 2는 battery capacitor 모듈을 적용한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

스템의 블록도이다.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의 경우에는 계통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간에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

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여 부하를 

발전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림 2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블록도 

Fig. 2 The stand alone solar power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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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Battery capacitor 셀을 충방전기를 이용하여 1.6~2.7V 구간에

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battery capacitor에서 음극 전극에 사

용되는 활물질인 스피넬(spinel) 구조를 갖는 LTO(Li4Ti5O12)의 

경우 리튬삽입 전위가 약 1.5V에서 작동 전압을 나타나므로 하한 

cut-off 전압을 1.6V 설정하였다[9]. 그림 3은 10A의 전류밀도로 

1.6~2.7V까지 충 방전을 진행한 결과이다. 진행 결과 방전 용량

은 약 11.8Ah이며 DC-ESR은 0.75mΩ이 측정되었다. 

그림 3 10A, 1.6V~2.8V에서 측정된 배터리 커패시터 충방전 곡선

Fig. 3 The charge and discharge curve of battery capacitor 

at 10A, 1.6V~2.8V

그림 4 1.6V~2.8V에서 측정된 배터리 커패시터의 정전류 방전 

특성

Fig. 4 The constant current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Battery capacitor at 1.6V~2.8V

그림 4는 battery capacitor 셀을 10, 20, 50, 100A의 전류 조

건에서의 속도율(C-rate) 특성 평가 결과이다. 각 전류별로 3 

cycle 씩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전 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0A 대비 100A 일

때 초기대비 대략 82%의 용량 유지율을 보인다. 저항 값의 경우

에는 초기 대비 5% 내외로 증가하였다.

그림 5는 battery capacitor 셀의 정 출력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 10, 20, 50, 100W의 정 출력 조건으로 각각 3 cycle씩 충

방전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방전 출력이 증가할수록 용량이 감

소하였으나 10W 대비 100W 일때 84%의 용량을 유지하였다. 

그림 5 1.6V~2.8V에서 측정된 배터리 커패시터 정 출력 방전 특성

Fig. 5 The constant power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Battery 

capacitor at 1.6V~2.8V

그림 4, 5의 정 전류 및 정 출력의 특성 결과로 부터 태양광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battery capacitor 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attery capacitor 셀을 적용하여 표 2의 사양을 가지는 16V

급 battery capacitor 모듈을 제작하였다. 모듈의 경우 태양광 시

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6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였으며 개별 셀간의 전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active 밸런싱 회로를 적용하였다.

그림 6은 battery capacitor 모듈을 태양광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형 태양광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태양광 시스템은 태양전지, 솔라 컨트롤러, 인

버터, 커패시터 모듈 및 20W LED 램프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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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살펴보면 태양 전지에서 에너지가 발생된 전력으로 

battery capacitor 모듈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커패시터 모듈의 전

압이 15V까지 충전되고 태양 전지에서 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

간에서는 충전된 battery capacitor 모듈의 에너지를 부하 측에 

공급되면서 커패시터 모듈의 전압이 10V까지 방전 되는 것을 나

타낸다. 

(a)

(b)

그림 6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한 배터리 커패시터 모듈 측정  (a) 

태양광 측정 시스템  (b) 모듈 측정 결과

Fig. 6 The measurement results of battery capacitor module 

using solar system (a) Measurement system of solar 

system (b) Result of measurement for ESS module 

그림 7은 battery capacitor 모듈의 태양광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방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전 실험을 진행한 결

과이다. 다만, 방전 과정의 데이터가 많아지면 보기 불가능하므로 

방전 실험에는 100W LED 부하를 사용하였다. 충전기를 이용하

여 battery capacitor 모듈을 15V까지 충전한 후 100W LED 부

하를 이용하여 15V~10V까지 배터리 커패시터 모듈의 에너지를 

방전시켰다. 이때 battery capacitor 모듈의 전압 및 전류의 변화

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파형을 분석하여 

보상 시간을 계산한 결과 4979초였다. 이는 태양광 시스템의 에

너지 저장 장치로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방전 시

간의 경우 이론적으로 5184초였으나 4979초로 부족한 원인은 

battery capacitor 모듈의 방전시 전압 강하, 방전 효율, 단자간

의 접촉 저항 및 부하 측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전력 변환 효율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10-13]

그림 7 배터리 커패시터 모듈 방전 측정 결과 

Fig. 7 The measurement results of battery capacitor modul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슈퍼커패시터(EDLC)와 대비하여 단위 체적당 

고용량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LTO-NMC+LCO 조성을 통하여 

제작된 battery capacitor 셀을 제작하여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

다. 제조된 axial type의 배터리 커패시터 셀의 전류 밀도별로 충

방전 특성을 실험한 결과 10A 대비 100A일때 약 82%의 용량 

유지율을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정 출력 특성 결과는 10W 대비 

100W에서 84%의 용량 유지율을 나타냈다. 태양광 시스템의 에

너지 저장장치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30,000F의 용량

을 가지는 Battery capacitor 셀 6개를 직렬연결하고 Active 밸

런싱 회로를 적용하여 16V battery capacitor 모듈을 제작하여 

100W 부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0~15V 전압구간에서 방전

시 방전 시간은 4979초로 측정되었다. 비록 납축전지 및 이차 전

지 대비 부피 및 에너지 밀도 대비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

만 battery capacitor의 출력 특성 및 방전 효율 등을 개선해 나

간다면 태양광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저장 장

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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