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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S (Energy Storage System) stores the generated electricity power and supplies it when it is required. 

The ES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core technology for achieving the smart grid. Accordingly, the 

demand and importance of ES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addition, the spread of ESS is 

increasing. However, as the spread of ESS increased, fires are also occurring. To prevent fire, the 

temperature of the ESS room must be kept stable. To achieve this, a cooling system is installed in the 

ESS room. However, additional energy consumption may be required contradicting the purpose of 

ESS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ESS thermal environment and energy effect.

주요어 :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소비량

Keywords: Energy storage system, Smart grid, Energy consumption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한 시점에 각 계통으로 공

급하여 사용하는 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균형 유지, 피크전력 대응 등에 도움을 준다(Jo, 2016). 최근에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되어, 스마트 그리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피크전력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

력 1,000 kW 이상인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용량의 ESS를 설치하도록 고시되어 있으

며 ESS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OTIE, 2020). ESS 설치 사업

장 또한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ESS 보급현황 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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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ESS 사업장은 2013년 30개소로 시작하여 2019년 기준 1,622개소로, 대폭 확대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Yoo, 2020).

그러나 ESS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화재에 대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017년 8월 전남 고

창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작으로 2019년 10월 경남 김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화재까지 약 28건 이상의 화재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ESS 화재의 재산피

해 규모는 약 5천만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피해 규모로 조사되었으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ESS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별도의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냉방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는 곧, ESS 운용이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S실의 열 환경 특성에 대

해 분석하였고 ESS 운용에 따른 추가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Office 건물의 ESS 설치에 따른 ESS실의 열 환경 특성 및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건물은 미국의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제공하는 

Medium Office Prototype을 활용하였으며 EnergyPlus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DOE, 

2019). 기상데이터는 IWEC2 (International Weather Files for Energy Calculations 2.0)의 

대전 지역 기상데이터를 사용하였다(ASHRAE, 2017). 분석 대상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Only PV, PV+ESS, 그리고 PV+ESS (Cooling)) 선정하였다. Only PV는 PV만 있는 케이

스, PV+ESS는 PV와 ESS가 있는 케이스, 그리고 PV+ESS (Cooling)은 PV와 냉방장치가 있

는 ESS 케이스를 뜻한다. Figure 1은 본 연구의 간략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ss

문헌조사

ESS 화재 사고 현황

ESS 화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화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 Table 1은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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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9년 10월까지의 ESS 화재사고 중 재산 피해규모가 10억 이상으로 집계된 ESS 화재

사례 현황을 나타낸다.

이처럼 ESS 화재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일반

적으로 ESS의 투자회수기간은 수년에서 수십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Table 1에서 제시된 12

개의 사업장 평균 운용기간은 18.7개월(즉, 약 1년 6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회수기간

을 확보하고 ESS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ESS실의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1. List of ESS (Energy Storage System) fire accidents

No. Location Date of accident
Capacity

[ MWh ]

Purpose of

installation

Operating 

period

[ Month ]

Cost of damages

[ Billion KRW ]

1 Yongin 2018. 10. 18. 17.70 Frequency 31 10

2 Jangsu 2019. 01. 15. 2.49 Photovoltaic 9 10

3 Gochang 2017. 08. 02. 1.46 Wind Unknown 15

4 Samcheok 2018. 12. 22. 2.66 Photovoltaic 12 18

5 Wando 2019. 01. 14. 5.22 Photovoltaic 14 18

6 Gyeongsan 2018. 05. 02. 8.60 Frequency 22 23

7 Geochang 2018. 07. 21. 9.70 Wind 19 30

8 Sejong 2018. 07. 28. 18.00 Peak load Unknown 30

9 Jecheon 2018. 12. 17. 9.31 Peak load 12 41

10 Ulsan 2019. 01. 21. 46.75 Peak load 7 50

11 Yeongam 2018. 06. 02. 14.00 Wind 29 88

12 Pyeongchang 2019. 09. 24. 21.30 Wind 32 100

 

ESS 연구 현황

ESS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ESS 관련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ark et al. (2018)은 ESS 화재 위험성 연구를 위해 한국 각지에서 발생한 ESS 화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ESS 화재 원인 분석 결과, 환경적, 전기적, 열적 요인이 화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재는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는 7~8월에만 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10 MWh가 넘는 대용량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밀

도가 높고 열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SOC (State of Charge) 100% 직후에 발생하였다. 협소한 

공간 안에 밀집하게 설치된 배터리 랙 및 모듈이 열 폭주 연쇄반응에 의해 전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Guo et al. (2018)은 에너지 저장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 및 폭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 화학적 폭발 매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3단계 매커

니즘 순서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필름 분해로 인한 

열 방출, 충전으로 인한 열 및 가스 방출, 그리고 단락에 의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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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9)은 태양광 연계형 ESS의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라북

도에 위치한 실제 태양광 연계형 ESS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완충된 배터리는 대기상태에서 

전류 변화에 따라 셀 전압 및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

하였다. 이상현상 분석 결과, DC 지락으로 인해 배터리 셀에 대전류가 흘러 배터리가 소손된 

사고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Lee (2020)는 ESS의 설치효과와 화재원인분석 및 화재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분석 결과, ESS 2,988 kWh 설치 시 10년 누계 편익이 약 1억 4천만원 15년 누계 편익이 약 

3억 9천만원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ESS의 화재원인은 PCS 제조, 배터리, 설계·시공·설치상

의 문제점, 그리고 운전·사용상의 전기적 및 환경적 요인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ESS 화재 분석 및 발생 원인 파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화재 원인중 하나인 ESS실의 온도 변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ESS의 열 환경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ESS실의 냉방장치 운용 유무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을 분석하였다.

ESS 운용 매커니즘

ESS 운용 체계

본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ESS의 운용 체계는 TrackMeterDemandStoreExcessOnSite로써, 

실제 수요 지점의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다음 Figure 2는 ESS 운용에 따른 전

력 흐름을 보여준다.

Figure 2. Diagram of electricity power flow

여기서,  은 전체 발전량의 합, 는 공급전력, 는 반환전력, 는 저장

전력, 그리고 는 방전전력을 나타낸다.

전체 발전량이 건물 에너지 요구량을 초과할 경우, 발전량에서 요구량을 뺀 잉여전력은 

ESS에 자동 저장된다. 이때, 잉여전력은 건물에서 수요하기 전에 ESS에 미리 저장되기 때문

에 반환전력인 는 0이 된다. 는 건물 에너지 요구량에 의해 결정되며 인버터의 전

력 변환 손실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공급된다. 아래의 식 (1) ~ (2)는 발전량과 요구량의 상관

관계에 의한 충·방전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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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and     (1)

If     ,        and     (2)

ESS 에너지 밸런스 모델

본 연구에 활용한 ESS는 Simple Energy Storage System으로써 충·방전 효율에 따라 손실 

및 공급전력이 간단하게 계산된다. 초기·최대 충전 상태를 설정하면 ESS운용 체계에 따라 충

전량이 결정되며 이때, 최대 충전 상태는 ESS의 물리적 용량을 뜻한다.

본 시뮬레이션의 ESS는 두 가지 충전 경로가 존재하며 에너지 밸런스 모델을 기반으로 충

전량이 계산된다. 아래의 식 (3) ~ (4)는 충전 경로(Charging, Drawing)에 따른 충전량을 보여

주며 Figure 3은 충전 경로별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If charging, 
 ∆ 

 


 × ×∆  (3)

If drawing, 
 ∆ 

 





 ×∆
 (4)

(a) Before feeding (b) After feeding

Figure 3. ESS state of charge

여기서, 
 ∆는 다음 시간의 충전상태, 

 는 기존 충전상태, 


는 충전전

력량, 


는 반환전력량, 는 충전효율, 는 반환효율, 그리고 ∆는 타임스

텝의 차이를 나타낸다. ES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잉여전력을 반환하거나 저장할 수 없으며 

초기·최대 충전 상태는 충·방전 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ESS의 열 손실은 충·방전에 효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복사 열 손실 비율에 의해 복

사와 대류 성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ESS 열 손실을 복사와 대류가 포함된 전체 

열 전달 손실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링

건물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상 건물은 미국의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제공하는 Medium 

Office Prototype으로 모델링하였다. 대상 건물은 세 개 층으로 구성되고 바닥면적 166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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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고 3 m, 그리고 WWR (Window to Wall Ratio)은 33%이다. 단열 성능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대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중부2지역의 단열 기준을 적용하였다. 층

당 4개의 Perimeter Zone과 1개의 Core Zone으로 구성되며 각 존의 공조 시스템은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Figure 4는 대상 건물의 개념도를 보여주며 Table 2은 시뮬레

이션에 요구되는 기본 설정 값을 나타낸다.

Figure 4. 3D View of the medium office prototype

Table 2. Input parameters used for simulation

Parameters Values Sources

Weather 

data

Location South Korea, Daejeon 

ASHRAE, IWEC2
Outdoor air temp. -20 ~ 36°C

Diffused solar radiation 0 ~ 463 W/m2

Directed solar radiation 0 ~ 998 W/m2

Construction

Building type Medium office DOE

Building orientation South DOE

Building geometry 49.91 m × 33.27 m × 11.89 m DOE

WWR (Window to Wall Ratio) 33% CBECS

People 18.58 m2/person ASHRAE Standard 62.1

Lighting power density 6.89 W/m2 ASHRAE Standard 90.1

Electric equipment power density 1 W/m2 ASHRAE Standard 90.1

HVAC 

system

Type VAV system

-
Capacity 89,545 W

Ventilation 0.5 ACH

Indoor setpoint 26°C (Cooling), 20°C (Heating)

PV system 

Surface area 644 m2 KEA

Inclination 30º

-

Orientation South

ESS room 

Geometry 4.29 m × 1.00 m × 1.29 m

U-Value

Wall 0.55 W/m2·K

Roof 0.32 W/m2·K

Floor 0.53 W/m2·K

Cooling

system

Type Heat Pump

Capacity 32,000 W

Efficiency 3.00 COP

Ventilation 0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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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및 ESS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한 PV시스템과 ESS은 한화 큐셀에서 실제 공급하는 올인원 ESS를 기반

으로 모델링하였다(Hanwha Q cells, 2019). 올인원 ESS의 용량은 274 kWh이며 100 kW급 

PV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 건물 옥상에 100 kW급 Rooftop 

PV시스템을 설치하였다. ESS의 경우 ESS실 발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향으로 

10 m 이격시켜 ESS실을 배치하였다(Figure 4 참조). 또한 ESS실의 환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안된 ESS는 전력 요구량을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발전이 없는 시점에 요구되는 

전력(냉방, 난방, 조명, 그리고 전력 기기)을 공급하도록 설계하였다. ESS 운용의 경우 중간

층의 전력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Figure 4 에서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간층

의 검사체적(Control Volume)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는 대상 건물에 설치된 PV

시스템과 ESS의 간략한 기본 사양을 나타낸다.

Table 3. System input parameters

Parameters
Values

PV ESS PCS

Capacity 100 kW 274 kWh 80 kW

Rated efficiency 15.89% 96% (Charge & Discharge) 90%

Operating temperature -40 ~ +85°C -20 ~ +60°C -20 ~ +50°C

ESS실의 열 환경 분석

ESS실 온도 분포

ESS실의 열 환경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ESS실의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냉방장치가 없

는 케이스를 W/O Cooling, 냉방장치가 설치된 케이스를 W/ Cooling로 지정하였으며 Figure 5

Figure 5. Distribution of yearly ESS room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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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케이스 별 연간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때 Min, 25%, Mid, 75%, 그리고 Max는 각각 

최소값, 제 1사분위 값, 중간값, 제 3사분위 값, 그리고 최대값을 나타낸다.

냉방장치 유무에 따른 ESS실의 온도 분석 결과, Min값 ~ Mid값의 차이는 미소하였지만 

75%값과 Max값의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W/O Cooling 케이스의 75%값은 약 34°C, 

Max값은 약 110°C로 확인되었으며 냉방장치가 있는 W/ Cooling 케이스 대비 각각 약 33%, 

79% 상승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냉방장치가 없는 ESS는 배터리 운용을 위한 적정 온도 범위

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화재 위험성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의 Figure 6는 냉방장치 유무에 따른 각 케이스의 월간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W/O 

Cooling의 2 ~ 11월의 ESS실 최고 온도는 작동 온도 범위를 초과하였다. 반면, 1월과 12월의 

경우 ESS실 최고 온도는 약 40 ~ 41°C로 작동 온도 범위를 만족하였다(Table 3 참조). 이는, 극 

(a) W/O Cooling

(b) W/ Cooling

Figure 6. Distribution of monthly ESS room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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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월, 12월)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ESS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냉방장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W/ Cooling ESS실의 냉방설비는 연중 총 3,691시간 운영되었다. 이 때 ESS실

의 최고 온도는 약 23°C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간에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배터리 충·방전에 따른 ESS실 온도 변화

배터리 충·방전에 따른 ESS실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절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기간은 절기별 ESS실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일주일(동

절기: 1월 16일 ~ 22일, 하절기: 6월 7일 ~ 13일)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래의 Figure 7은 

절기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동절기와 하절기 모두 배터리 충·방전에 반응하여 ESS실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동절기의 

경우 배터리 충·방전량이 약 2,500 ~ 10,000W의 범위에서 ESS실의 온도는 최대 약 50°C 까

지 상승하였다. 하절기의 경우 배터리 충·방전량이 약 2,500 ~ 15,000W의 범위에서 ESS실

의 온도는 최대 약 109°C 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과도한 충·방전량과 외기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배터리 충·방전량의 범위가 약 5,000 ~ 10,000W로 동일할 때, 

ESS실의 온도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큰 차이(약 20°C)를 보였는데 이는, 하절기 외기온도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a) Winter period

(b) Summer period

Figure 7. ESS room temperatures according to charging and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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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온도차 분포

배터리 충·방전량과 외기온도가 ESS실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배터리 충·방전량에 따른 실·내외 온도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Figure 8은 냉방장치 유

무에 따른 케이스 별 실·내외 온도차 분포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W/O Cooling의 경우 방전량 대비 충전량에 따른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전량이 최대인 경우 온도차는 최대 약 90°C 까지 상승하였고 방전량이 최대

인 경우 온도차는 최대 약 55°C 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배터리 방전 대비 충전하는 경우에 

더 많은 냉방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W/ Cooling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

는 약 30°C 이하를 유지하였고 냉방장치로 인해 ESS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a) W/O Cooling (b) W/ Cooling

Figure 8. Distribution of ESS room and outdoor temperature differences

에너지 요구량 분석

ESS 운용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

열 환경 분석 결과를 통해 ESS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냉방장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ESS 운용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을 분석하였으며 세 가지 케

이스(Only PV, PV+ESS, 그리고 PV+ESS (Cooling))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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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세션에서 언급한 중간층의 에너지 요구량만을 만족하도록 시스템 운용을 제한하였

다. 에너지 요구량 분석 결과는 Figure 9와 같으며 건물 에너지에 요구되는 구매 전력를 

음의 단위로, Electric Load Center (PV, ESS)에서 생산된 공급 전력을 양의 단위로 표기

하였다.

Figure 9. Energy demand for each cases

중간층의 연간 총 에너지 요구량은 약 57 MW로 확인되었다. Electric Load Center에서 생

산된 공급 전력은 PV+ESS가 31.4 MW로 가장 높았으며 Only PV 대비 연간 약 19% 높았다. 

한편, PV+ESS (Cooling)과의 차이는 연간 약 0.5 MW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ESS실을 안정

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냉방에너지로 확인되었다.

구매 전력의 경우 Only PV가 31.5 MW로 가장 높았으며 ESS 운용 대비 더 많은 양의 전력

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가장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PV+ESS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냉방장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

화 하면서 ESS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PV+ESS (Cooling)이 실질적으로 가장 우수할 것으

로 판단되며 실제 시스템 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잉여 전력

일반적으로 ESS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 PV 발전량이 건물 에너지 요구량 보다 많으면 남

는 잉여 전력은 손실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잉여 전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ure 10과 같다.

분석 결과, PV만 설치된 경우 연간 손실 전력은 약 6.43 MW로, 이를 일간 평균 전력 사용

량으로 단순 환산하였을 때 약 1.8 kW로 환산된다. 따라서 ESS의 활용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 

운용을 도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 6.43 MW의 손실 전력을 모두 ESS에 저장하였

을 때 ESS의 연간 총 공급 전력은 약 5.90 MW로 나타났으며 이때 발생한 0.53 MW의 손실 

전력은 ESS와 전력 변환 장치 효율에 의한 손실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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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lectric surplus power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 운용에 따른 ESS실의 열 환경 및 에너지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ESS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ESS와 냉방장치 유무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ESS실 온도 분포 분석 결과, 냉방장치 운용 없이 ESS만 가동한 경우(W/O Cooling) ESS

실 내부 온도는 최대 약 110°C까지 상승하였다. 1월과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배터리 작동 온도 범위를 모두 초과하였으며 필수적으로 냉방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배터리 충·방전에 따른 ESS실의 온도 변화를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터리 충·방전량이 약 5,000 ~ 10,000 W 범위에서 동절기와 하절기 ESS실 

온도 차이는 약 20°C로 확인되었다. 이는, 하절기 외기온도의 상승이 주된 원인일 것으

로 판단된다.

(3) 실·내외 온도차 분석 결과, 방전량 대비 충전량에 따른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배터리 방전 대비 충전의 경우에 더 많은 냉방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에너지 요구량 분석 결과, 기존 PV시스템에 ESS를 운용하는 것이 연간 건물 에너지 요구

량 절감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Only PV 대비 PV+ESS (Cooling)의 경우 연간 약 

18%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ESS 운용에 따른 건물 에너지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ESS 운용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냉방에너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전체의 경

제성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edium Office 만을 대상으

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Prototype별 분석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또한 본 연구에

서 모델링된 ESS는 냉방장치가 없는 Case의 경우, ESS실의 내부온도가 60°C이상으로 상승

할지라도, 특별한 제어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온도 상승으로 인한 시스템 충·방전 

동작 제어를 추가하여 실온 상승으로 인한 충·방전량 변화 분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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