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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대수요전력 적용 전력소비자들이 BESS를 설치 시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적용량산출 모델링과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도와 BESS의 

기본 구조, 속성 등에 대하여 분석 후 BESS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로 편익요소는 최대수요전력 

감축에 의한 기본요금 절감,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의 요금단가 차이

에 의한 전력량요금 절감, 전력거래소 수요자원시장 참여에 의한 DR참

여 수익금이 있고, 초기 투자비는 PCS 구입비, 배터리 구입비, EMS 구

입비, 설치 공사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용량을 산

출하는 모델링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편익을 위하여 계절

별, 시간별에 따라 BESS의 peak cut mode, schedule mode, DR 

mode를 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power 

balance, BESS 용량 및 출력, SOC, SOH, 온도, 투자비 등의 제약조건

들을 고려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최대수요전력 적용 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논문에

서 제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BESS 용량을 검토하고 최적 용

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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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에너지저장장치(ESS),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최대수요전력, 전력소비자, 경제적 용량산정,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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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기존의 화석 및 원자력 등 전통적 발전방식은 유한한 자원과 탄소배출

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최근 신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신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출력 특성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저장기

술도 비약적인 발전과 연구가 진행되었다[2-4]. 특히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계통에서 신재생 운영보조[5-7], 주

파수 조정[8], 부하평준화[9-10], DR[11], 예비력 제공[12-13], 비

상용발전[14], E-프로슈머[15]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 송·배전 설비 

건설 회피에 의해 설비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6-17], 

전력품질 및 에너지 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다[18-21]. BESS의 활용

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 활용 용도에 맞는 

BESS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에 대한 최적 사이즈를 찾

아내는 방법론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2-27]에서는 전력시스템

에서 적용하는 최적 BESS사이즈에 대해 연구하였고. [28-38]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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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운용하는 BESS의 최적사이즈

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39-43]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사용되

는 BESS 최적사이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BESS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2009년부터 시작한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1

월에는 BESS 보급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금융상

품(BESS 대출·렌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44]. 또한 신정

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달성하려면  

2017년 현재 2030년까지 53GW의 신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고 이를 위해 ESS 설치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45].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계약전력 1천kW이

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46].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앞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및 일반 전력소비자

들이 BESS를 설치하여 편익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각각의 전력사용 환

경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BESS 용량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가 경제

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전기사용자 중 주택용 요금 적용 고객은 일반용, 산업용 등 계시별(계

절별·시간별)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보다 BESS 설치로 인한 편익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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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작다. 그 이유는 주택용 요금 적용 고객은 전력사용 시간대에 

따라 사용 요금에 대한 단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누진제 절감 

효과의 편익을 누릴 수 있으나 2016.12월 개정된 누진제 요금체계[47]

로 인하여 절감효과도 감소되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 

⦁ (주택용 누진제 완화) 6단계 11.7배수 → 3단계 3배수

표 1.1 주택용 누진제 변경 

현 행 요 금

⇨

개편 후 요금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00kWh 이하 410 60.7
200kWh 이하 910 93.3

101∼200kWh 910 125.9

201∼300kWh 1,600 187.9
201∼400kWh 1,600 187.9

301∼400kWh 3,850 280.6

401∼500kWh 7,300 417.7
401kWh 초과 7,300 280.6

501kWh 초과 12,940 709.5

  반면,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은 주택용 요금 적용 고객과 경

우가 다르다. BESS를 이용하여 기본요금 절감과 함께 계절별·시간별 

단가차이로 인하여 높은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력회사 및 

정부 입장에서도 낮 시간(최대부하 시간대)동안의 피크부하를 밤 시간대

(경부하시간대)로 이동시켜 부하 평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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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2015년 용도별 판매현황을 보면 일반용, 교육용, 산업

용 고객의 전력판매량 구성비가 전체의 약 80%가 되고 이 고객들은 최

대수요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정해지고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

다. 따라서, 다수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전력소비자들은 BESS 설치를 통

하여 편익을 누릴 수 있다.  

표 1.2 용도별 전력판매현황(2015년)[47]

구  분 호수(천호) 판매량(백만kWh) 구성비(%)

주택용 14,419 65,619 13.6

일반용 3,017 103,679 21.4

교육용 20 7,691 1.6

산업용 397 273,548 56.6

농사용 1,638 15,702 3.2

가로등 1,673 3,341 0.7

종  합 22,030 483,655 100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 구입 가격은 고가이기 때문에 적절한 BESS 용

량의 선정은 설치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48-50]에서는 최대

전력 절감으로 인한 기본요금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51-53]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의한 전력량 요금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54-56]

에서는 BESS의 효율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57]에서는 BESS의 수명

을 고려하지 않았다. [58]에서는 BESS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편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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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투자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59-61]에서는 BESS의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치 않았으며, [62]에서는 DR시장 참여에 따른 편익을 고려

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최대수요전력을 적용받는 전기 수용가가 BESS를 이용

하여 경제적 편익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을 모델링하고 이

것을 위한 BESS 최적운영방법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구성 및 개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구성, 그리고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ESS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BESS의 구성 및 속성에 대

해서 소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전기 요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제적 

편익을 위한 BESS 용량산정 모델링과 선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계절별·시간별 BESS 최적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3장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편익

을 분석하고 최적용량을 산정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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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ESS 개요

2.1 ESS의 정의 및 종류

2.1.1 ESS의 정의

ESS(Energy Storage system)는 광의에서 전기뿐만 아니라 열을 포

함한 에너지를 수요가 적을 때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를 다양한 에너지 형태

로 저장하였다가 다시 전기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63]. 

충전

사용전력량

시간

방전

그림 2.1 ESS를 이용한 부하이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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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7.1월)’제2조 11항에‘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

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

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1.2 ESS의 종류 

  ESS는 저장방식에 따라 비배터리식과 배터리식으로 구분하고 세부적

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전자기적 방식으로 분류한다. 

표 2.1 ESS의 저장방식에 따른 분류[63]

저장방식 ESS 종류

비배터리

물리적 저장

(mechanical)

⦁양수발전(Pumped Hydro Storage)

⦁압축공기저장(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플라이휠(Flywheel)

전자기적 저장

(elctromagnetic)

⦁초전도에너지저장(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배터리

(전지)

⦁슈퍼 커패시터 

(Super-Capacitor/Ultra-Capacitor)

화학적 저장

(electrochemical)

⦁나트륨황 전지(Sodium Sulfur 

Battery)

⦁레독스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

⦁리튬이온전지(Lithium 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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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배터리 방식은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저장방식을 말하며 양수발전이 

가장 보편적이다. 배터리 저장방식은 양극과 음극이 분리막에 의해 떨어

져 있고 두 전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로 구성되며 화학에너지

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배터리(전지)는 전지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면 버리는 1차 전지(disposal)와 충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2차 전지(rechargeable) 및 충·방전 없이 연속 사용이 가

능한 3차 전지로 구분된다. 

표 2.2 1,2,3차 전지의 정의와 개념[64]

1차 전지(건전지) 2차 전지(축전지) 3차 전지(연료전지)

⦁ 한번 방전되면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

예) 일회용 건전지

⦁ 전기를 가하여 

충전이 가능한 

전지

⦁ 충·방전 싸이클 

필요

예) 스마트폰 배터리

⦁ 발전기와 같이 

외부 연료 공급을 

통해 전기 생산

⦁ 충·방전 없이 

연속 사용

예) 수소 연료전지

  최근 ESS는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방식인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이 논문에서는 BESS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9 -

표 2.3 BESS의 장·단점[63]

장 점 단 점

⦁ 설치가 용이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

⦁ 건축물 안이나 구조물 옆에 

설치 가능

⦁ 상대적으로 다른 ESS에 

비하여 낮은 수명

⦁ 높은 유지보수비용

⦁ 특정한 배터리는 DOD(Depth 

of discharge)에 의한 수명 

감소로 완전 방전이 어려움

   

2.2 BESS의 구성 및 속성

2.2.1 BESS의 구성

  BESS는 PMS, PCS, BMS 및 배터리 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MS(Power Management System)는 주파수, 전압, 전기요금,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ESS를 총괄 운영한다.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는 PMS의 지시에 따라 배터리 

충·방전, 직류-교류 변환 및 방전전압 등을 결정한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배터리 상태정보를 감시 및 체크하고 PMS로 

송신한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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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PCS
배터리

GRID

LOAD

BMS

감시제어

방전

충전

BESS

전력흐름

통신흐름

그림 2.2 BESS의 구성

2.2.2 BESS의 속성

  BESS의 설비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은 경제성, 출력, 용량, 가동 지속

시간, 반응속도, 저장밀도, 설비수명 등이 존재한다[64]. 

  ① 경 제 성 : 설비제조, 구축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kWh)

  ② 설비수명 : 정격용량의 80%에 도달하기까지 충·방전하는 횟수 및 시간

  ③ 단위출력 : 단위시간 당 출력에너지(kW), 발전기 정격용량에 대응

  ④ 저장용량 : 완충상태에서 방전상태까지 저장되는 에너지량(kWh)

  ⑤ 기동시간 : 정지 상태에서 기동 상태(OFF→ON)까지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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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가동시간 : 완충상태에서 최대출력으로 연속가동 가능시간(kWh/kW)

  ⑦ 저장밀도 : 단위 부피(무게) 당 저장 가능한 에너지 밀도(kWh/m3)

  ⑧ 에너지손실률 : 충·방전 1번의 주기에서 손실되는 전기에너지 비율

  ‘출력(kW)’과 ‘용량(kWh)’은 BESS의 설비규모를 명시하기 위

해 병기하여 사용되는 속성이다. 

  ‘출력(kW)’은 BESS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전력으로 

BESS의 출력규모는 전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에 의

해 결정(출력=전류×전압)되며 이것은 정격출력 규모에 따라 BESS 연

계설비인 PCS의 용량을 결정한다(그림 2.2. PCS 참고).

  ‘용량(kWh)’BESS 내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총량을 

의미하며, 2차 전지의 경우 에너지가 저장되는 매개체인 전해질의 부피

가 용량을 결정한다(그림 2.2. 배터리 참고).

표 2.4 BESS의 출력과 용량 개념[63]

출력(Power, kW) 용량(Energy, kWh)

⦁ 단위시간에 낼 수 있는 정격 

최대출력

⦁ 발전기의 정격용량에 대응되는 

개념

⦁ 고출력일수록 한번에 많은 

힘을 낼 수 있으나 가동시간이 

짧음

⦁ 방전상태에서 완충상태까지 

저장되는 전기에너지량

⦁ 대용량일수록 많은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며 가동 

지속시간이 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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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지속시간은 정상상태의 BESS가 100%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최대출력으로 운전 시 완전방전 상태까지 연속 가동이 가능한 시간으로 

정의한다. 

 가동지속시간  최대출력 
완전 충전 시 저장 에너지량 

          

  위 수식은 BESS의 가동지속시간은 배터리의 정격용량에 비례하지만 

PCS의 정격출력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용가의 부하패턴 등에 따라 

두 가지 요소의 조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배터리 수명(cycle)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주변의 온도와 

방전심도(depth of discharge)이다. 배터리는 수명이 처음 용량의 80%

가 되면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65]. 배터리 수명은 제조회사에

서 적정온도의 환경에서 완전충전과 완전방전을 했을 때의 횟수로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완전방전(100% DOD)하거나 특별히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를 운영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

게 된다[66]. 

  논문 [67]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변온도가 25℃ 일 경우 

2,000(cycle) 이지만, 55℃ 일 경우 800(cycle)로 감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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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ycle life

주변온도/℃
0-40 55

적정운영온도

그림 2.3 배터리 주변온도와 수명 

  따라서, 배터리 종류별 상이한 적정 유지 온도 기준을 고려하여 운영 

시 해당온도 범위 이내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여 수명이 급속히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방전심도에 의한 배터리 수명이 오래 유지되도록 배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SOC(State of Charge) 범위를 배터리 특성

에 맞게 적정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68]. BESS는 과충전이 되면 안정

성이 낮고, 부족충전이 되면 수명이 급하게 감소한다[65].

4

3

2

OCV

0 100%50%20% 80%
SOC

그림 2.4 배터리 OCV-SOC 관계(Li-FePO4배터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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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i-FePO4 배터리는 SOC 범

위를 20~80%로 유지하여야 배터리 수명을 길게 할 수 있고 적정 출력 

전압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종류별로 OCV-SOC 그래프

가 다르므로 SOC를 유지해야 하는 범위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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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제적 BESS 용량 산정

3.1 우리나라 전기요금제

  최대전력 적용 전력소비자가 BESS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 중 최대전력 적용 전력소비자에게 적용하

는 2부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1.1 2부 요금제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2부 요금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부 요금제란 설비용량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

라 산정하는 전력량요금을 조합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1892년 영국의 존 홉킨슨(John Hopkinson)에 의해 제시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요금제도이다. 2부요금제는 최적

의 설비투자와 효율적 운영으로 전체적인 전기공급비용을 낮추게 함으로

써 그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도록 하는 대표적인 전기요금 구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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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47]. 

⦁ 기본구조  :  ① 기본요금  +  ② 전력량요금

   

① 기본요금(kW) : 전력공급설비(발전소, 송·배전선로) 관련 감가상

각비, 수선유지비, 판매관리비 등의 고정비를 회수 

② 전력량요금(kWh) : 연료비 등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를

회수 

기본요금 산정방법은 최대수요전력계 미설치고객은 계약전력을 기준으

로 적용하고,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적용

하며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7~9월분, 12~2월분 및 당월

분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3.1.2 계시별 요금제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전력판매량 기준으로 일반용, 교육

용, 산업용 고객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철, 겨울철)과 시간대

(최대부하)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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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봄·가을철)과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강화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수

요관리를 통한 신규투자비 절감 및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하는데 있다

[47]. 

  ⦁계절별 차등요금 : 연중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계 및 동계에 비싼 요금 적용

  ⦁시간대별 차등요금 : 하루 중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비싼 요금 적용

   3.1.3 경제적 편익요소

  

  최대전력 적용 전력소비자는 BESS를 이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기본요

금과 전력량요금 절감,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수요자원거래

시장(DR) 참여 정산금 등 3개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기본요금절감 : 최대수요전력 절감

  ② 전력량요금절감 : 계시별요금제에 의해 전력요금 단가차이를 이용(경부

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 

  ③ DR시장 정산금 :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하는 DR시장 참여

                      



- 18 -

3.2 목적함수

3.2.1 BESS 총 편익

  BESS를 이용한 전기 수용가의 편익은 전기요금 절감금액 Bess에서 투

자비 Cess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것을 최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

며 (1)식과 같다. 

                         (1)

      By : 총 편익  

     Bess : BESS로 인한 편익

     Cess : 초기투자비(BESS 구입비용)

비용

BESS사이즈

총투자비용

전기요금

투자비 및 유지보수비

최적사이즈

그림 3.1 BESS 최적사이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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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의 총 편익 By는 다년간의 편익을 합산하여 나타내며 이것은 아

래 (2)식과 같이 NPV(순현재가치법)를 이용하여 산출한다[49]. 

   

       
  




                   (2)

      Y : BESS 운영기간(년)

       y : 연차(0,1,2,3……N)

       d : 할인율

3.2.2 BESS로 인한 편익    

      

  (1)식의 첫 번째 항 Bess는 수용가가 BESS를 설치하여 얻는 미래의 

편익이다. 이것은 기본요금 절감량, 전력량 절감량, DR참여 정산금의 합

에 BESS 유지보수 비용을 차감하여 얻는 수익의 합으로 산출될 수 있

으며 아래 (3)식과 같다(단, 기본요금 절감량과 전력량 절감량에는 전력

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한다)[49][54]. 

 기본요금 절감량전력량절감량참여수익금유지보수비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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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식의 첫 번째 항 기본요금 절감량은 수용가의 최대전력 절감량에 

PCS효율을 곱하고 여기에 기본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수식 

(4)와 같다.  

    기본요금 절감량
  




 



× ×               (4) 

      

      ηd
pcs : PCS효율(DC-AC변환) 

      Zc : 절감 최대전력(kW), PCS정격출력

      Cb : 기본요금단가(원/kW)

      m : 월

  (3)식의 두 번째 항 전력량 절감량은 BESS를 방전하여 얻은 전력요

금에서 충전에 필요한 전력요금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54].  

    전력량절감량
  




 




 




  




 

 
 

       (5)

      Pd
ymdt : y연도, m월, d일, t시간 BESS 출력 전력량(kWh) 

      Cd
ymdt : y연도, m월, d일, t시간 BESS 출력 시 요금단가(원/kWh)

      Pc
ymdt : y연도, m월, d일, t시간 BESS 투입 전력량(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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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ymdt : y연도, m월, d일, t시간 BESS 투입 시 요금단가(원/kWh)

      d(일), t(시간)

  그림 2-2와 같이 BESS로 투입된 전력은 PCS를 거쳐서 배터리로 저

장되고 저장된 전력을 다시 출력하려면 배터리에서 PCS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각 기기의 효율을 고려하면 BESS에 투입된 전력량을 모두 다시 

방전할 수가 없고 PCS와 배터리에서 손실된 전력만큼 감소된다. (5)식

의 BESS 투입 전력량으로 인하여 충전된 전력량을 모두 방전한다고 가

정할 때 투입전력량(Pc
ymdt)과 출력전력량(Pd

ymdt)의 관계를 나타내면 식 

(6)∼(9)와 같다[49]. 

 
 ×

 ×
                       (6)


 

 ×
 ×                      (7)

  
 

 ×
 ×

 ×
 ×

             (8)

  
 


 ×

 ×
 ×






                  (9)

    SAVE(t) : t시점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량(kWh)

    ηc
pcs : PCS효율(AC-DC변환) 

    ηc
battery : 배터리 효율(충전 시)

    ηd
battery : 배터리 효율(방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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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PCS와 배터리 구매규격에는 충전 및 방전 시 효율을 별

도로 나타내지 않고 함께 표현하므로 식 (8), (9)는 각각 식 (10), 

(11)로  나타낼 수 있다[25][49]. 

    

              
 

×
 ×

                    (10)

  
 


×






                       (11)

    ηtotal
pcs : PCS 종합효율(AC-DC변환 × DC-AC변환) 

    ηtotal
battery : 배터리 종합효율(충전효율 × 방전효율)

  따라서, 식 (5)를 PCS와 배터리의 종합효율을 고려하여 투입전력량

(Pc
ymdt)으로 나타낸 식은 (12)와 같고, 출력전력량(Pd

ymdt)으로 나타낸 

식은 (13)과 같다[49]. 

전력량절감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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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절감량
  









 




  

 





 

 















  




 




 




  




  








 

      (13)

      

  (3)식의 세 번째 항 DR참여 수익금은 BESS를 이용하여 전력거래소

에서 시행하는 DR시장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식 (14)와 같다.

참여수익금
  




 



                     (14)

      DRb :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로 인한 정산수익금

  전기소비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DR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

기소비형태 검증인 RRMSE(Relative Root Mean Squared Error)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RRMSE란 검증기간의 시간별 고객기준부하와 실제 

사용전력량의 평균 오차와 검증기간의 평균 사용전력량의 비율로 전기소

비자의 전기소비형태를 검증하는 통계방식이다. 이는 전력부하감축거래

량 평가의 정확성 제고 및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에 대한 실효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기소비형태가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전기소비자만을 

수요반응참여 고객으로 등록하기 위함이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소비형태 검증 결과가 30% 이하인 전기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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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반응 참여고객으로 등록하고 있고 관련 수식은 식(15)와 같다[69].

      


×


∈∈

 


÷×


∈∈


          (15)

      D : 검증대상일 

      D(n) : 검증대상일 개수

      T : 검증대상 시간대

      T(n) : 검증대상 시간대 개수

      CBLd,t : d일 t시의 고객기준부하

      Loadd,t : d일 t시의 소비전력량

  (3)식의 네 번째 항 BESS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배터리 종류별로 상

이하다. 미국의 EPRI“Electricity Energy Storage Technology 

Option(2010)” 보고서에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장비 및 시설구축비용의 

0.5~2.0%를 제시하고 있지만 IEA는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2014)”에서 설치비용의 약 3%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4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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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ma : BESS유지보수비용 

      γ : BESS 설치비 대비 유지보수비용(%) 

  따라서, 식(3)의 BESS로 인한 미래의 편익 Bess를 수식만으로 다시 

나타내면 다음 식(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7)  

   

3.2.3 BESS 초기투자비

  식 (1)에서 Cess는 BESS의 투자비용으로서 BESS 구성요소인 

PCS(Power)와  배터리(Energy) 구입비용에 EMS 및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식 (18)과 같다[49].

 구입비용 구입비용 및 공사비        (18)

     

  식 (18)의 첫 번째 항 PCS 구입비용은 PCS 정격출력에 PCS 단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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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당 비용을 곱하여 계산되고 식 (19)와 같다[49].   

         구입비×                        (19)

      Rpcs : PCS 정격출력(kW)

      Cpcs : PCS 단위출력당 비용(원/kW)

  식 (18)의 두 번째 항 배터리 구입비용은 배터리 정격용량에 단위 용

량당 비용을 곱하여 계산되고 식 (20)과 같다[49].   

         배터리구입비×                 (20) 

      Rbattery : 배터리 정력용량(kWh)

      Cbattery : 배터리 단위용량당 비용(원/kWh)

  식 (18)의 세 번째 항 EMS 구입비용 및 공사비는  식 (21)과 같다

[49].  

         구입 및 공사비용               (21)   

      Cems : EMS 구입비용(원)                    

      Cset : BESS 등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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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약조건

3.3.1 Power balance

                    (22)

  t시점의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Pgrid)의 합은 부하(Pload)와 배터

리(Pbattery)에 저장되는 전력의 합과 같다.

3.3.2 BESS의 출력(pcs) 및 용량(battery) 제약


min≤≤

max                         (23)   

  t시점의 PCS 출력(Ppcs)은 PCS 정격의 최소와 최대범위 이내이다.

   3.3.3 배터리 SOC(State of Charge) 제약

  정격용량

충전된용량
×                   (24)

 min ≤    


 





 ≤  ma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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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시점의 배터리 SOC는 배터리 수명과 출력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SOCmin∼SOCmax)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49][62]. 

   3.3.4 배터리 SOH(State of Health) 제약

t 시점의 배터리의 수명 SOH(t)는 최초의 정격용량 대비 남아있는 방

전가능용량으로 나타내며 식 (26)과 같다. 

정격용량

방전가능용량
×                 (26)

  SOH(t)는 최초의 배터리 충방전 가능횟수(Cycletotal) 대비 현재 충방

전 가능한 횟수(Cyclen)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식 (26)을 다시 나타내

면 식 (27)과 같다.  배터리 1cycle은 배터리를 완전 충전·방전 1회 

하였을 때로 정의한다[34]. 

 
 






×                (27)

  배터리의 충·방전 가능한 횟수는 배터리 제조사 및 종류별로 상이하

며 제약식은 다음 식 (28)과 같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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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3.3.5 온도 제약

  2.2.2 BESS 속성에서 언급했듯이 주위 온도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위온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 논문에서는 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적절히 제어가 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3.6 투자비 제약

  식 (18)에서 투자비 Cess는 고객이 BESS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범

위(Bc) 이내이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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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제적 용량산정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BESS는 크게 PCS(Power)와 배터리

(Energy)로 구분할 수 있고 나머지 기기들은 최적 운영을 위한 보조역

할이다. 그럼으로, 이 두 요소의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소비

자의 전기요금 절감에 의한 편익도 달라지며 각 기기의 최적 용량을 선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가의 최근 부하패턴을 분석한다. 그리고 투자비 대비 최대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PCS와 배터리의 

용량별 조합 범위를 결정한다. 최소용량 조합은 PCS와 배터리의 각각 

최소용량으로 한다. PCS의 최대용량은 수용가의 연중 최대수요전력에서 

연평균 부하를 차감한 값으로 하고, 배터리의 최대치는 먼저 검토된 최

대용량 PCS가 최대부하 시간대 동안 운전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정한다.

아래 표 3.1과 같이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 기준으로 최대부하시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6시간이다. 두 요소의 최소값과 최대값 범위가 결정되

면 그림 3.3과 같이 결정된 범위 안에서 고려되는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총 편익 및 투자비 대비 회수율을 계산하여 가장 경제적

인 후보군 조합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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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47]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6월~8월)

봄·겨울철

(3월~5월, 9월~10월)

겨울철

(11월~익년 2월)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① 수용가의 연 최대peak 파악

② PCS 용량 후보군 선정

[최소 ≤ PCS ≤ (연 최대peak –연평균부하)]

⑤ 모든 PCS, 배터리 후보군 조합으로 연간편익 계산

③ 배터리 용량 후보군 선정

[최소 ≤ 배터리 ≤ 최대부하시간대 PCS 운전가능용량]

⑥ 계산된 연간 편익으로 투자비 대비 회수기간, 총편익 계산

⑦ 경제적 PCS, 배터리 용량 선정

④ 모든 PCS, 배터리 후보군 조합으로 총 투자비 계산

그림 3.2 경제적 BESS 용량 선정 절차[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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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50kW)

PCS

(100kW)

PCS

(150kW)

PCS

(200kW)

배터리

(300kWh)

배터리

(600kWh)

배터리

(900kWh)

배터리

(1,200kWh)

그림 3.3 후보군 조합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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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최적 BESS 운영 방법

BESS를 이용하여 최대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BESS 운영이 수

반되어야 한다. 최대수요전력이 적용되는 고객은 계시별 요금이 다르므

로 BESS를 일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계절별, 시간별에 따라 다

르게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식 (3)의 편익이 발생하는 요소

에 따라 BESS도 3개의 운영 항목으로 분류하면 ①peak cut mode(기

본요금 절감) ②schedule mode(전력량절감) ③DR mode(DR참여 정산

금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BESS의 충전은 경부하 시간대(현재요금제

도 23∼9시)에 일괄적으로 운전하고, 방전은 계절, 시간별 에 따라 위 

3가지 방법으로 운용한다.

4.1 Peak Cut mode

  Peak Cut mode는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감소시켜 기본요금을 줄이

는 것이 목적이다.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보통 하계 및 동계에 발생하

는데, 요금적용 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

과하는 경우는 초과전력 및 사용 횟수에 따라 150%∼250%까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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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가금이 청구된다[47]. 따라서, 고객의 과거 부하패턴 분석을 통

하여 최대수요전력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최대수요전력이 

목표한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한다. 

4.2 Schedule mode

  Schedule mode는 경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요금단가 차이

에 의한 전력량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한다. 요일별 및 시간별 스케

줄을 따라 운영하며,  SOC 범위 안에서 최대 편익을 위해 경부하시간대

에 충전한 전력량을 최대부하 시간대에 모두 방전한다. (봄/여름/가을 : 

13∼17시, 겨울 : 17∼20시, 22∼23시)

4.3 DR mode

  전력거래소 감축 지시 발령 시 해당 시간대에 BESS를 방전한다. DR 

mode는 고객이 RRMSE(Relative Root Mean Squared Error)를 검증

하여 30% 이하일 때 참여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감축지시는 현재 평일 9시에서 20시 사이(12시에서 13시까지는 제외)

의 감축시작시각 및 감축종료시각(최소 2시간, 최대 4시간)으로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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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9]. DR mode는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자

동운전이 불가능하여 운영자가 수동으로 방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4.4 연간 BESS 최적운영계획

   4.4.1 여름·겨울철 최적운영

  보통 일반적인 부하는 동계(12∼2월)와 하계(7∼9월)에 연중 최대수

요전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은 BESS를 통하여 감축하

기로 계획한 최대수요전력 목표치를 상회하고 이때의 최대수요전력이 

12개월간 기본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eak cut 운전을 1순위로 

설정한다. 또한 동 기간은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 가능성이 높으므로 

DR mode(수동)를 2순위로 설정한다. 단, 해당일에 전력거래소의 감축

지시로 BESS를 방전하여 peak cut이 어렵다고 예상될 때에는 DR 

mode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대수요전력을 절감하여 얻는 연

간 편익이 DR시장을 통하여 얻는 연간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최대전

력 절감효과＞DR시장 참여수익). 마지막 부하시간대에도  충전량이 남

았다면 schedule mode를 작동한다[70]. 

⦁ (1순위)peak cut  →  (2순위)DR  →  (3순위)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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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봄·가을철 최적운영

  앞에서 현행 전기요금제도에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대수요

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

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

본요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계 및 하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최대수요전력은 발생하여도 해당 월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간에는 DR mode를 우선순위로 하고, 2순위는 schedule mode로 

운영한다(DR시장 참여수익＞schedule mode 수익)[70].

⦁ (1순위)DR  →  (2순위)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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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연구

5.1 대상 수용가

본 논문의 대상 수용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하는 공공기관 중 하

나이며 계약전력은 1,350kW이고 요금제는 일반용(을)고압A-선택2이

다. 

5.2 수용가 부하패턴 분석

대상 수용가의 2016년 월별 최대수요전력 추이와 최대부하가 발생한 

당일의 시간대별 패턴은 아래 표5.1, 그림5.1과 같다. 겨울에는 중간부

하 시간대, 그 외에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최대피크 패턴을 보이고 있

다. 연중 최대 피크는 1월에 654kW이고, 당일(1.25일)에는 13시경 최

대피크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6년 연간 총 사용 전력량은 

3,075,840kWh로써 시간당 평균부하는 356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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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수용가 월별 최대피크

월
최대피크

(kW)
시간대 월

최대피크

(kW)
시간대

1월 654 중간 7월 637 최대

2월 578 중간 8월 619 최대

3월 493 중간 9월 599 최대

4월 386 최대 10월 471 최대

5월 436 최대 11월 501 최대

6월 616 최대 12월 522 중간

그림 5.1 최대부하일(1.25)의 부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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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정 및 적용상수

BESS 특성

배터리 타입 ⦁Li-ion

배터리 수명 ⦁11년(4,000cycle, EOL 80%) 

PCS 구입비용 ⦁600,000원/kW

배터리 구입비용 ⦁300,000원/kWh

PCS 효율 ⦁95% (AC-DC×DC-AC)

배터리 효율 ⦁95%(충전×방전)

수용가

계약전력 ⦁1,350kW

평균부하 ⦁2016년 기준 시간당 356kW

전기요금제 ⦁일반용(을)고압A-선택2

기본요금 ⦁8,320(원/kW)

투자비 ⦁제한없음

BESS 운영

충·방전 주기
⦁한달 30일 기준

⦁1일 1회 충·방전 시행

충전기준 ⦁경부하시간대(23시~9시)

방전기준
⦁26일 최대시간대 방전

⦁4일(휴일) 중간부하시간대 방전 

SOC 제약 ⦁10%∼90%

온도제약 ⦁없음(BMS 적정 운영)

DR참여

수익금

RRMSE 분석 ⦁적정(DR시장 참여가능)

정산금 ⦁100kW 기준 연간 2,800천원

유지보수비용 ⦁초기 설치비용의 3%

EMS, 공사비 ⦁150백만원

할인율 ⦁1.3%

5.3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정 및 적용상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위해 사용한 가정과 상수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경제적 편익분석을 위한 가정 및 적용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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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에 설치되는 배터리 타입은 보편적으로 BESS에 사용되고 있는 

Li-ion 배터리를 적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63]. 

   ⦁ 밀도가 높지만 경량이다

   ⦁ 수명이 길며 효율이 좋다

   ⦁ 충분히 방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시킬 경우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드는 메모리 효과가 없다

   ⦁ 자연방전이 적어 장기간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저장 가능

   ⦁ 타 배터리 방식보다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음

   ⦁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배터리 수명은 약 11년, 4,000cycle 기준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매일 

1회 충·방전하여 배터리 초기 용량의 80%(End Of Life)까지 감소하

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적용하는 PCS와 배터리의 각각 종합효율은 95%

를 가정하였으며 구입비용 단가는 PCS(600,000원/kW), 배터리

(300,000원/kWh)를 적용하였다. BESS는 매일 충·방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1개월(30일) 기준으로 충전은 경부하 시간대에만 하고 방

전은 평일(26일)에는 최대부하시간대에 모두 방전하고 휴일(4)에는 중

간부하시간대에 모두 방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온도에 의한 배터리 

수명 영향은 BMS가 적정하게 유지하여 없는 것으로 하고 SOC 제약은 

10%∼90% 범위로 가정하였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 설치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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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고 EMS와 공사비용은 BESS 용량에 관계없이 150백만원으로 가

정하였다. 할인율은 2017년 현재 최근 5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1.3%를 적용하였다. 

표 5.3 최근 5개년 소비자 물가상승률[71]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상승률(%) 2.2 1.3 1.3 0.7 1.0 1.3

5.4 최적용량 산정 시뮬레이션

  수용가 BESS의 최적용량 선정을 위하여 표5.2의 값들을 가정하고 그

림3.2의 절차를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① 수용가의 연 최대peak파악 : 654kW (2016년 1월, 표5.1)

② PCS 용량 후보군 선정[최소≤PCS ≤(연 최대peak –연평균부하)]   

  연평균부하는 표5.2에서 356kW이다. 따라서, PCS 최대용량은 

654kW에서 356kW를  차감한 298kW이나 PCS 용량 단위를 50kW로 

가정하여 최대용량은 300kW로 산정하였다. PCS 최소용량은 50kW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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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하여 최대용량 300kW까지 총 6개의 후보를 아래와 같이 선정

하였다. 

⦁PCS 후보군 : 50, 100, 150, 200, 250, 300kW  

③ 배터리 용량 후보군 선정[최소≤배터리≤최대부하시간대 PCS운전 

가능용량)]

  배터리는 PCS의 최대용량으로 선정한 300kW가 최대부하 시간대인 

6시간 동안 운전 가능한 용량으로 1,800kWh로 산정하였다. 배터리 증

감 용량단위는 300kWh로 정하여 최소용량 300kWh로부터 시작하여 

1,800kWh까지 총 6개의 후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배터리 후보군 : 300, 600, 900, 1200, 1500, 1800kWh

④ 모든 PCS, 배터리 후보군 조합으로 총 투자비 계산

  총 투자비는 식(18) 및 표5.2를 참고하여 PCS 구입비, 배터리 구입

비, EMS 및 공사비로 산출하고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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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BESS 초기 투자비

    (단위:백만원)

     kW

kWh 
50 100 150 200 250 300

300 262 291 320 349 378 407 

600 349 378 407 437 466 495 

900 437 466 495 524 553 582 

1,200 524 553 582 611 640 669 

1,500 611 640 669 698 728 757 

1,800 698 728 757 786 815 844 

⑤ 모든 PCS, 배터리 후보군 조합으로 연간편익 계산

  ⦁기본요금절감 : 최대수요전력절감 × 12개월

  ⦁전력량절감 : 중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금액 - 경부하대 충전금액

  ⦁DR참여수익 : 100kW 기준 연간 2,800천원(2016년 전력거래소 

단가 기준, 4시간 감축 수용가배분율 70% 가정) 

  

  식 (3)을 참고하여 BESS로 인한 연간편익은 기본요금 절감량과 전력

량 절감량 및 DR참여수익금을 합한 금액에서 BESS유지보수비용을 차

감한 값으로 산출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절감에 의한 편익 산출은 

PCS효율(0.95%), 배터리효율(0.95%) 및 SOC범위(10~90%)를 고려

하고,  전력기반기금(3.7%)와 부가세(10%)를 적용하여 편익을 계산하

면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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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연간 편익

(단위:백만원)

     kW

kWh 
50 100 150 200 250 300

300 21 27 32 37 43 48 

600 37 42 48 53 59 64 

900 53 58 64 69 74 80 

1,200 69 74 79 85 90 96 

1,500 84 90 95 101 106 111 

1,800 100 106 111 116 122 127 

⑥ 계산된 연간 편익으로 투자비 대비 회수기간, 총 편익 계산

  표5.4에서 계산된 초기 투자비를 표5.5의 연간 편익으로 나누어서 투

자비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표5.6과 같다. 이때 연간편익은 식(2)에 따라 

순현재가치법(NPV)을 적용한다. 

   표 5.6 투자비 회수기간

(단위:연)

     kW

kWh 
50 100 150 200 250 300

300 14.2 12.6 11.5 10.8 10.2 9.8 

600 10.9 10.3 9.8 9.5 9.2 8.9 

900 9.5 9.2 9.0 8.8 8.6 8.4 

1,200 8.8 8.6 8.5 8.3 8.2 8.1 

1,500 8.3 8.2 8.1 8.0 7.9 7.8 

1,800 8.0 7.9 7.9 7.8 7.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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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S 수명을 11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식의 순현재가치를 적용

한 11년간의 편익에서 투자비를 차감한 총 편익은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총 편익

(단위:백만원)

     kW

kWh 
50 100 150 200 250 300

300 -60 -37 -15 7 30 52 

600   4 26 49 71 93 116 

900 67 90 112 134 157   179 

1,200   131   153 175 198 220 243 

1,500 194 217 239 261 284 306 

1,800 258 280 302   325 347 369 

⑦ 경제적 PCS, 배터리 용량 선정

  표 5.6, 표5.7과 같이 가장 빨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총 편익이 

가장 큰 경제적 PCS, 배터리 조합은 다음과 같다.  

⦁ PCS 300kW, 배터리 1,800kWh

  PCS의 구입비용이 600,000(원/kW)이고 배터리 구입비용이 

300,000(원/kWh)로 가정하였을 때 최적 조합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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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PCS와 배터리의 구입비용이 변할 때 총이익을 알아보기 

위하여 PCS와 배터리 비용을 바꾸어 적용하였다. PCS(30만원/kW)과 

배터리(60만원/kWh)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 표5.8과 같이 PCS는 

300kW, 배터리 300kWh가 가장 경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총 편익(BESS 구입비용 변경)

(단위:백만원)

     kW

kWh 
50 100 150 200 250 300

300 -132 -96 -59 -22   15 52 

600 -156 -119 -82 -46 -9    28 

900 -180 -143 -106 -69 -32    4 

1,200 -204 -167 -130 -93 -56 -19 

1,500 -228 -191 -154 -117 -80 -43 

1,800 -252 -215 -178 -141 -104 -67 

  따라서, PCS와 배터리의 구입비용에 변화를 주었을 때 총 편익도 변

경되고 가장 경제적인 PCS와 배터리의 조합도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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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대수요전력 적용 전력소비자가 BESS를 설치하였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량산정 절차와 최적운영 방법을 제

안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DR참여정산금, 유지보수비 등의 항목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으며, 

BESS의 기계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배터리 수명, 충방전 효율, SOC, 

SOH 등의 항목들을 모두 반영하지 않아 수용가가 경제적 타당성을 판

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누락되었던 

항목들을 보완 및 정립하여 BESS의 경제적 용량 산출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과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절별·시간별에 따라 최적 

BESS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용가의 BESS가 미치는 사회와 국가적 편익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수용가의 BESS는 투자자의 경제적 편익뿐

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

하여 소비자 측의 BESS가 전력계통의 발전연료비 감소, 송배전설비회

피, CO2 발생감소 등 다양한 방면으로 미치는 경제적 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국가와 사회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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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Capacity Determination

of and Optimal operation of

BESS for Electricity Customers

applying Maximum Demand Power

Yong Hwa Le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optimal capacity calculation modeling and algorithms

are presented to show the economical feasibility of installing the

BESS by power consumers applying maximum demand power. First

of all, I analyzed the basic structure and properties of the electricity

bill and the BESS in Korea, and then I looked for the factors that

can br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BESS. As a result, the bene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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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re the reduction of the base rate due to the reduction of the

maximum demand power, the reduction of the electricity rate due to

the price difference of the light load time and the peak load time, and

the DR participation profits. The initial investment cost is presented

as the PCS purchase cost, battery purchase cost, EMS purchase cost,

installation cost, and so on. Based on this, modeling and procedure

for calculating the economic capacity are presented. In addition, for

the economic benefits, a method of optimizing the peak cut mode,

schedule mode, DR mode of BESS according to season and time, a

method of optimizing the power balance, BESS capacity and output,

SOC, SOH, temperature, and constraints are considered.

The case study simulates the procedure for examining various

BESS capacities and determining the optimal capacity using the

algorithm presented in this paper for the power consumers with

maximum demand power.

keywords : ESS(Energy Storage System),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Maximum demand power, Electricity

customer, Economic Capacity Determinat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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