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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alculated regional optimal energy storage system (ESS) capacity to maximize 

customer profits for the grid-connected PV-ESS system. We used the results of calculating the 

photovoltaic (PV) power generation in 24 hours, representing a year in each region, with the 

data from the Renewable Energy Cloud Platform operated by the Korea Energy Agency. In 

addition,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Cloud Platform, we proposed to 

provide information to users on ESS installation capacity by apply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gional optimal ESS capacity developed in this study to the platform. As a result, when PV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stall the grid-connected PV-ESS systems in each region, they 

select and install the most economical ESS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expand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and ESS.

Keywords: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지역별 최적 ESS 용량(Regional 
optimal ESS capacity),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newable Energy Cloud Platform), 
투자회수기간(Payback period), 태양광 발전량(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계통연계
형 PV-ESS 시스템(Grid-connected PV-ESS system)

기호 및 약어 설명

 : 시나리오의 개수(개)

 : 반복 횟수(번째)이자 시나리오 그룹을 식별하는 번호

ε : ESS 용량 오차(kWh)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2, No. 6, 202230

 : 시간대(h, 0 ≤  ≤ 23)

 :  시간대의 한계역송비용(원/kWh)

  :  시간대의 계통한계가격(원/kWh)

 : 1 kWh 당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kWh)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원/REC)

 :  시간대의 ESS 방전량(kWh)

 : 투자회수기간(년)

 : PV-ESS 시스템 투자비(원)

ReCloud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KMA : 기상청

 : 지역(1 ≤  ≤ 15); 1. 서울특별시(SU), 2. 부산광역시(BS), 3. 대구광역시(DG), 4. 인천광

역시(IC), 5. 광주광역시(GJ), 6. 대전광역시(DJ), 7. 경기도(GG), 8. 강원도(GW), 9. 충청

북도(CB), 10. 충청남도(CN), 11. 전라북도(JB), 12. 전라남도(JN), 13. 경상북도(GB), 14. 

경상남도(GN), 15. 제주특별자치도(JJ)

  :  시간대의 PV 발전량(kWh)

 

 : 선행연구 결과 산정된 연중 대표  시간대의 PV 발전량(Wh/kW)

 : PV 설비용량 가정치(kW)

 : 구성 순서에 따른 시나리오 번호(번)

1. 서 론

지난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위기 해결 방안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EU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보장을 위한 

REPowerEU 계획안을 발표했다1). REPowerEU 계획안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급 다변화 ·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전략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600 GW로 확대하는 ‘EU 

Solar Strategy’를 제시했다. 또한 신축 공공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

화하는 ‘태양광 루프탑 이니셔티브(European Solar Rooftops Initiative)’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포함2-4)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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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플랫폼(ReCloud)’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예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 추진 절차, 참여 시공업

체에 대한 정보 등 전체적인 발전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지역에 따라 입지 정보부터 태양에너지 잠재량(일사량) 및 예상 발전량 등의 정보를 9단계에 걸쳐 제공하는 맞

춤 서비스까지 포함5)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ESS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ESS 시장은 지속해서 성

장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ESS에 대한 서비스를 추

가로 제공한다면 잠재적 발전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ESS 연계 태양광 발전사업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성

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태양광

(Photovoltaic, 이하 PV)발전시스템의 보급과 함께 ESS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SS에 대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연계형 PV-ESS 시스

템의 설치 지역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ESS 용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5) 및 

기상청의 일사량 데이터7)를 기반으로 지역별 연중 대표 PV 발전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기능 확장을 위한 지역별 연중 대표 24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산정 방법론(이하 선행 연구1)”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적 운용을 통한 연계형 PV-ESS 시스템의 PV 발

전량에 따른 최적 ESS 용량 산정 방법론(이하 선행 연구2)”8)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방법론에 따라 지역별로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ESS의 최적 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활용하여 투자회수기간을 분

석함으로써 각 지역의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였다. 

2. 지역별 연중 대표 PV 발전량에 따른 최적 ESS 용량 산정 과정

Fig. 1은 원 자료(Raw data)로부터 지역별 연중 대표 PV 발전량을 산정하여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

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Fig. 1에서 ‘[C] Calculation of regional optimal ESS 

capacity’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월별 PV 발전량 및 월별 PV 설비용량에 대한 데이터와 기상청의 시간대별 일사량 데이터(Fig. 1의 [A])를 이용

하여 각 지역에 대해 1년을 대표하는 24시간대의 PV 발전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산정된 

지역별 PV 발전량(Fig. 1의 [B])에 따라서 지역별로 경제성이 가장 좋은 ESS의 용량을 산정하였다.

이때 ESS 용량은 선행 연구2에서 개발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는 

과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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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 ESS 용량 산정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전체 시나리오에서 변수는 ESS 용량이며, 시나리오는 

Bisection method의 개념에 따라 구성된다. ESS 용량(변수) 범위의 초기값은 최소 1일 PV 발전량의 최대값, 최

대 1일 PV 누적 발전량이고 이 범위 내에서 지정한 개수()만큼의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 이때 시나리오 

간 ESS 용량 차이는 동일하다. 그리고 그중에서 투자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시나리오가 최적 시나리오로 결정되

면 첫 번째 반복이 종료되며, 이 최적 시나리오의 ESS 용량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반복에서의 ESS 용량 차이만큼 

증감하여 ESS 용량의 차이가 동일한 개의 시나리오가 다시 구성된다(  ). 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ESS 용량

의 최소값은 1일 PV 발전량의 최대값으로 하고 최대값은 1일 PV 누적 발전량으로 한다는 선행 연구8)의 전제조

건에 의해 반복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시나리오의 ESS 용량의 범위는 감소하며 전체 시나리오의 개수는 그룹당 

시나리오의 개수()만큼 누적된다. 하지만 ESS 용량 오차(ε)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그룹 내 또는 

서로 다른 그룹에서도 ESS 용량이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ESS 용량이 다른 시나리오의 개수는 

반복 횟수에 따라 누적 가산된 시나리오의 개수와 상이할 수 있다.

(2) 각 시나리오에 대한 최적 운용계획 수립

수용가의 수익에 해당하는 시간대별 한계역송비용()은 식(1)과 같이 계산되며8), 이를 ESS의 충·

방전 운용계획을 결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즉, ESS의 누적 충전량과 (1)에서 구성된 각 시나리오의 ESS 용량을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특정 시간대에서 ESS 용량을 초과하는 양은 해당 시간대 이전에 한계역송비용이 높은 시

간대 순서로 우선 방전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시나리오별 총 24시간의 ESS 충 · 방전량이 결정된다.

   
× × (1)

(3) 시나리오별 투자회수기간 비교를 통한 최적 ESS 용량 산정

(2)에서 결정된 시간대별 최적 ESS 방전량()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최적 운용 시의 투자

회수기간이 식(2)을 통해 산출되며8), 한 시나리오 그룹 내에서 투자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시나리오가 해당 그룹

에서의 최적 시나리오로 결정된다. 또한 최적 시나리오의 ESS 용량이 해당 시나리오 그룹의 최적 ESS 용량으로 

결정되며 그 값은 다음 반복에서 시나리오 그룹을 구성할 때 ESS 용량 범위의 제약조건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 ×




×



(2)

Fig. 1에서와 같이 반복을 종료하고 최종적인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Stopping Rule)은 반복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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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 이상이고 시나리오 간 ESS 용량 차이가 설정값으로 지정한 ESS 용량 오차(ε)보다 작아지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최적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출된 결과로 투자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시나리오를 도출하며 그 결과로 정해진 ESS 용량 범위의 제약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재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역별로 반복하게 된다.

Fig. 1 Flow chart for calculating the optimal ESS capacity according to the representative PV power generation in 24 hours 

of the year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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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3.1 시스템 구성 및 설정값

(1) PV-ESS 시스템 구성

선행 연구28)를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설정값은 한 시나리오 그룹 안에 포함된 시나리오의 개수()와 

ESS 용량 오차(ε)이며 이 값에 의해 계산량이 결정된다. 이 두 설정값을 포함하여 최적 ESS 용량 산정 방법론 

적용을 위한 전체 설정값은 Table 1과 같이하였다.

단, Table 1에서의 PV 설비용량(PCS 설비용량)은 발전사업자가 실제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용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최적 ESS 용량 산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가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

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가중치 및 REC 가격,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선행 연구28)와 동일한 값으로 하였다.

Table 1 Setting value

Classification Set value Classification Set value

Assumptions of PV installed capacity 

(=PCS facility capacity, kW)
200 REC weight (times)

10:00 ~ 16:59 1.5

17:00 ~ 24:00, 0:00 ~ 9:59 4

ESS capacity error (ε, kWh) 1 REC price (won) 37,286

Number of scenarios per group (, EA) 5 SMP (won/kWh)
Average of SMP from 2018 to 2020 every 

June 22nd

(2) 지역별 연중 대표 PV 발전량

선행 연구1에서는 연구수행 당시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였던 2020년의 지역별 월별 PV 발

전량 및 지역별 월별 PV 발전설비 총 용량에 관한 데이터5)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맞추어 일사량 데이터7)

도 2020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17개의 지역 중에

서 2개 지역(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은 2020년에 일사량이 측정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1에 따라 산정된 각 지역의 연중 대표 

PV 발전량은 Fig. 2와 같으며, 해당 발전량을 선행 연구28)에 적용하여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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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representative PV generation by region

3.2 지역별 최적 ESS 용량 산정

지역별로 1년을 대표하는 시간대별 PV 발전량에 따른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1

의 결과로 산정된 지역별 연중 대표 PV 발전량의 단위는 PV 발전설비 용량당 발전량이다. 따라서 Table 1과 같

이 PV 설비용량이 200 kW인 PV-ESS 시스템에 대하여 선행 연구28)를 이용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식(3)

과 같은 단위 변환을 통해서 PV 용량 200 kW 기준인 PV 발전량을 사례연구에 적용하였다.

 



 



× (3)

지역별 최적 ESS 용량 산정 과정에서 도출되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시나리오 구성 결과

선행 연구1에서 산정된 연중 대표 24시간의 PV 발전량을 선행 연구28)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지역의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Fig. 1의 과정을 각 지역별로 총 9번 반복하였다. 또한, 한 그룹을 구성하는 시나리오의 

개수를 Table 1에서와 같이 5개로 설정하였으므로 반복 횟수에 따라 누적 가산된 시나리오의 총 개수는 45개이다. 

이때 15개 지역에서 반복 횟수가 모두 같았는데 이는 Table 1에서 계산량을 결정하는 한 그룹당 시나리오 개수()

와 ESS 용량 오차(ε)가 지역별로 동일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Fig. 3은 Fig. 1의 흐름도([C])에 따라 9번의 반

복으로 구성된 총 45개의 시나리오를 구성된 순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ESS 용량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

림을 통해 각 그룹에서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지역별로 구성되는 시나리오의 ESS 용량

이 1일 PV 발전량의 최대값과 1일 PV 누적발전량 사이에서 특정 값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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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al ESS capacity trend according to the order of scenario configuration

Table 2는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나리오가 구성되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시로 

15개 지역 중 1일 PV 누적 발전량이 가장 큰 지역인 전라남도의 경우에 해당하며 중간 그룹을 일부 생략하고 나

타낸 것이다. 이때 각 그룹에서 산정된 최적 ESS 용량은 1st에서 609, 2nd에서 692, 9th에서 689이며, 최종적으로 

산정된 전라남도의 최적 ESS 용량은 9번째 반복에서의 최적 ESS 용량에 해당하는 689 kWh이다. Table 2의 9

번째 반복에서 ESS 용량의 차이가 0.5임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별 ESS 용량이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실제 

계산된 시나리오별 ESS 용량은 자연수가 아니나 Table 1에서 ESS 용량 오차를 ‘1’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반올림한 값으로 고려한 것이다.

Table 2 All scenarios configured to calculate the optimal ESS capacity in Jeollanam-do

Number of iteration,  1st 2nd
… 9th

Scenario number,  1 2 3 4 5 6 7 8 9 10 … 41 42 43 44 45

ESS capacity (kWh) 111 277 443 609 775 443 526 609 692 775 … 688 689 689 690 690

ESS capacity difference between scenario 

by the number of iterations (kWh)
166 83 … 0.5

Table 2에서 ESS 용량이 443, 609, 775인 시나리오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동일하게 있으며, 용량이 

689, 690인 시나리오는 9번째 시나리오에서 2개씩 존재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그룹 또는 같은 그룹 내에서 ESS 

용량이 동일한 시나리오가 있으므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 구

성되는 전체 시나리오의 개수는 Fig. 4와 같이 20 ~ 24개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평균은 약 21개이다. 이는 선행 

연구28)의 전제조건에 의하여 전체 시나리오의 ESS 용량은 시간대별 PV 발전량의 최대값과 PV 누적 발전량 사이

로 제한되므로 지역별로 시나리오 구성 단계를 반복하면서 중복되는 시나리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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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number of scenarios by region

(2) 지역별 최적 운용계획 수립 결과 및 지역별 투자회수기간

Fig. 5는 (1)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역별 최적 시나리오에서 최적 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결정

된 시간대별 최적 ESS 방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15개 지역 모두 최적 시나리오에서 PV 발전량이 

REC 가중치가 높은 시간대에서만 ESS 방전되도록 ESS 운용계획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Fig. 5 Optimal discharge amount of ESS in regional optimal scenario

Fig. 6은 Fig. 5와 동일한 최적 시나리오의 투자회수기간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으로, 1일 PV 누적 발전량과 비

교하였을 때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회수기간이 REC 가중치가 높은 시간대의 총 ESS 방

전량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Fig. 5와 같이 최적 시나리오에서의 PV 발전량은 모두 REC 가중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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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대에서 ESS 방전되기 때문이다.

Fig. 6 Comparison of payback period and accumulated daily PV power generation for each region’s optimal scenario

(3) 지역별 최적 ESS 용량 산정 결과

Fig. 7의 막대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산정된 지역별 최적 ESS 용량을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며, 꺾은 

선 그래프는 10시간대부터 17시간대까지의 PV 누적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그래프의 수치는 지역별로 

일치하며, 산정된 최적 ESS 용량과 10 ~ 17시간대의 PV 누적 발전량 모두 전라남도에서 가장 크고 대전광역시

에서 가장 작았다. 이는 선행 연구2의 결론과 같이 REC 가중치가 낮은 시간대 중 첫 시간대인 10시간대부터 

REC 가중치가 낮은 시간대에서 한 시간이 더해진 시간인 17시간대까지의 PV 발전량의 합계가 해당 지역의 최

적 ESS 용량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8).

Fig. 7 Result of calculating regional optimal ESS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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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된 지역별 1년을 대표하는 24시간

대의 PV 발전량을 ESS 최적 운용을 통해 최적 ESS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

으며

(2) 우리나라 각 지역에 설치되는 연계형 PV-ESS 시스템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

화할 수 있는 ESS 용량은 해당 지역에서 REC 가중치가 낮은 시간대의 PV 누적 발전량과 REC 가중치가 

낮은 시간대 이후에 REC 가중치가 높은 시간대 중 첫 시간대의 PV 발전량의 합계로 산정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PV 설비용량을 임의로 지정하여 최적이 되는 ESS 용량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PV 설비용량

에 대하여 상술한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최적 ESS 용량 산정 결과를 재생에너지 클

라우드 플랫폼에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용자에게 PV-ESS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

는 지역과 PV 설비용량에 대하여 최적 ESS 용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처럼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ESS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면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더욱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임에 따라 ESS의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수용가의 전력 부하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간대에서 생산된 PV 발전량에 대하여 ESS의 최

적 충 · 방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ESS 용량을 산정하였으나 향후 수용가의 전력 부하도 고려하여 

최적의 ESS 용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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