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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orage Sysrem

현대 태양광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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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orage System
태양광 ESS

잉여전력을 저장해서 피크시간대 또는 전력 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전력 공급장치 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공장 등에 바로 송전하지 않고 대형 2차전지에 저장해두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전송하여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ESS란?

ESS를 운영하는 PMS(Power Management System), 전력변환장치인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을 저장하는 Battery, Battery를 관리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성됩니다.

ESS는,

System 구성 (고압연계)

DC 전원

태양광 모듈

접속함
태양광 인버터

차단기

변압기

차단기

계량기

계량기

PMSBSC

배터리

PCS

AC 전원

AC 전원DC 전원

기존 및 신규 발전소 대상 ESS 설치에 대한 컨설팅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시공 전반을 포함한 PLUG-IN TYPE 으로 제공

* 발전소 용량 및 고객요청에 따라 각 항목별 옵션 선택 및 용량 변경 가능함

ESS PCS
Battery(LG화학)

(예시, 용량 변경 가능)
BMS PMS 공조/소방설비 수배전반 설치시공

1MW 2MWh 2.5MWh 3MWh

Battery
제조사

당사자체
PMS

공조설비
&

소방설비

고압
or

저압
수배전반

컨테이너
or

전기실 內 설치

500kW 1MWh 1.5MWh 2MWh

250kW 500kWh 665kWh 831kWh

100kW 274kWh 411kWh

PLUG-IN TYPE ESS

ESS 구성도

태양광 모듈

접속함

변압기

태양광 인버터

차단기

AC 전원DC 전원

DC 전원 AC 전원

차단기

계량기

계량기

ESS용 PCS

PMSBSC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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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CONTAINER 구성

BATTERY 구성

• 컨테이너 Type : 일체형 / 분절형
  - 현장여건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  전기실 불필요

•  시스템 내구성 강화

컨테이너 TYPE ESS

<ESS 컨테이너 외형 사진>

PCS

BATTERY

<ESS 내부구조>

<BATTERY RACK>

<BPU(BATTERY PROTECTION UNIT)>

<BATTERY MODULE> <BATTERY CELL>

구  분 리튬이온 배터리 비  고

모델명 SR22F717F_G16D2

SIZE 520 x 930 x 2,200

용량 166.362kWh 배터리 17단/1RACK 기준

태양광 ESS
(ENERGY STORAGE SYSTEM)

변압기 TYPE

HEP-100HT-K1
무변압기 TYPE

HEP-2500HL-K HEP-2000HL-K HEP-1000HL-K
HEP-250HL-K1 HEP-500HL-K

산업용 Turn-Key
Solution

품질보증기간
*보증관련 유의 사항:  

태양광 ESS 보증은 당사 로고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된 정품 제품에만 

유효합니다.

• 3년 제품 품질 보증  

·제품 소재 및 기술 관련 보증 

세계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그린에너지의 장기 사후 관리 능력은 

태양광 발전소의 잔존가치와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드릴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용량별 플러그 인(PLUG-IN) 타입 

태양광 ESS 제공

TURN-KEY 시스템 제공

• 태양광 발전 Data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설계 및 타당성 검토

• 특화된 용량별 표준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분석을 통한 최대 

시스템 출력 효율 확보

수익률 극대화

• 전국 A/S 망 구축  및 콜센터 운영

- 울산, 광주, 대구, 천안 지역 A/S 센터 운영

• 고장 접수 후 전국 24시간 내 대응 가능

• 순회점검을 통한 고장예방 유지관리

유지보수

• 국내 Major Battery 제조사와

   Long Term 계약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제조사의 Battery 수명/성능 보증

(품질보증서 발급)

BATTERY

전장품 전문 개발/제조회사로

태양광 발전, ESS 제품 성능 및 품질,

가격 경쟁력 우위 확보

전장품 (PCS, 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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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HEP-100HT-K1 HEP-250HL-K1 HEP-500HL-K1 HEP-1000HL-K1 HEP-2000HL-K1 HEP-2500HL-K1

PCS 용량 100kW 250kW 500kW 1,000kW 2,000kW 2,500kW

PCS 타입 변압기형 무변압기형

배터리
(기본사양)

274kWh 776kWh 1,497kWh 2,994kWh 5,988kWh 7,485kWh

배터리 및
PCS외함

컨테이너 TYPE
(일체형/분절형)

공조설비

시스템 냉/난방
계절별 냉/난방 자동전환

원격 온도 제어 가능
Schedule 관리

소방설비
친환경 소방약제
자동감지/동작

수배전반
Hybrid 분산전원 / 보호계전기 / 분전함 변압기 / 전력거래소용 계량기 포함

(100kW ESS용 수배전반은 Option)

PMS Local 제어 및 원격 제어

웹 모니터링 Option

O&M 별도 계약

태양광 모듈에서 생성된 전원을 양방향 ESS용 PCS로 DC/AC 변환

ESS용 PCS 사양

구  분 항  목 HEP-100HT-K1 HEP-250HL-K1 HEP-500HL-K1 HEP-1000HL-K1 HEP-2000HL-K1 HEP-2500HL-K1

설치
환경

설치 장소 옥내(IP20)

주위온도 -20℃ ~ 50℃

보관온도 -20℃ ~ 50℃

상대습도 95% 이하

고 도 1,000m 이하

배
터
리
측

최대 입력 전압 950Vdc 1,100Vdc 1,100Vdc 1,100Vdc 1,150Vdc 1,150Vdc

전압범위 550Vdc ~ 850Vdc 750Vdc ~ 1,000Vdc 750Vdc ~ 1,000Vdc 750Vdc ~ 1,000Vdc 750Vdc ~ 1,100Vdc 750Vdc ~ 1,100Vdc

최대 입력전류 200Adc 367Adc 734Adc 1,470A 2,800A 3,500A

출  력

계통접속 방식 3상 4선식 3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3선식

절연 변압기 무변압기 무변압기 무변압기 무변압기 무변압기

정격 용량 100kW 250kW 500kW 1,000kW 2,000kW 2,500kW

정격전압 380V(-10%, +10%) 440V (-10%, +10%) 440V (-10%, +10%) 440V (-10%, +10%) 440V (-10%, +10%) 440V (-10%, +10%)

정격출력전류 152A 328A 656A 1,312A 2,624A 3,280A

동작 주파수 50Hz/60Hz (-1%, +1%)

고조파 전류
함유율

총합: < 5%
개별 : < 3%

역률 0.99以上

효율

충전
효율

>96.36% >98.02% >98.15% >97.99% >98.00% >98.31%

방전
효율

>96.84% >98.55% >98.30% >98.23% >98.20% >98.20%

구  조

외형 800×750×1,655 750×700×2,009 1,300×790×2,152 2,060×790×2,152 3,600X800X2,050 3,900X900X2,050

무게 820kg 650kg 1,000kg 2,000kg 3,280kg 3,800kg

냉각방식 강제공냉식

IP 21

소음레벨 <78dB

* 발전소 용량 및 고객요청에 따라 각 항목별 옵션 선택 및 용량 변경 가능함

100kW

500kW 1MW / 2MW / 2.5MW

2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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