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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본 기술은 제 1접점 및 제 1접점에 병렬 연결되는 제 2접점을 포함하는 ESS를 위한 릴
레이에 관한 것으로서, 제 2접점은 플렉시블한 탄소 소재나 이를 응용한 소재를 사용
하여 전기전도도를 높이고 접점에서 발생하는 고열에서 높은 내구성을 제공함. 또한,
복수의 접점으로 구성된 기계식 릴레이에서 제 1접점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포함
하여 감지 출력값에 따라 제 2접점의 온/오프를 제어하여 제 1접점을 보호하는 시스템
을 포함함
ESS, 기계식 릴레이, 제어 시스템

송배전계통/전력전자기술(EF0409)

ESS 산업, 배터리 산업, PCS기술, 고정밀 대형 설비 등
• 본 발명의 기계식 릴레이는 제 1접점과 제 2접점을 포함하
며, 제 1접점은 딱딱한 소재 제 2접점은 플렉시블한 소재로
이루어짐
• 제 2접점의 코팅 소재는 탄소 나노 트리로 생성하는데, 여
기서 나노 트리는 탄소 나노 튜브를 나무 형태로 성장시킨
것이며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내열성을 제공함
• 본 기술에서는 제 1접점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
여 제 1접점이 ON 하면 일정 시간 후 제 2접점이 ON 하고,
제 1접점이 OFF 하면 일정 시간 후 제 2접점이 OFF 하는 제
어 시스템을 제공함
• 본 기술의 기계식 릴레이 시스템은 아크 방전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제 1접점의 OFF 시 센서에 아크 방전이 감
지되면 제 2접점을 제어하여 아크 방전에 의한 전류 경로를
자동으로 형성함으로써 제 1접점에 돌입 전류가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함

<릴레이 구성 예시>

• (시장의 정의 본 기술은 제 1접점 및 제 1접점에 병렬 연결되는 제 2접점을 포함하는
ESS를 위한 릴레이에 관한 것으로서, ESS 기술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외 ESS 시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ESS 시장은 86.9GWh, 2030년
시장규모는 179.7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성장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북미가 주도할 것으로 관측됨.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오리건
등 주에서는 발전사업자의 ESS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태양광 연계 ESS를 설치한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세계 ESS 설치 용량은 ’17년 4.8GWh에
서 연평균 40%씩 성장하여 ’25년에는 70.5GWh까지 늘어날 전망임. ESS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전력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력망 불안정, 재생에너지 확대로 ESS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국내 ESS 시장) 국내 ESS 시장은 2016년 3,000억 원에서 2020년 4,4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 성장 예상되며, 국내 기업들의 ESS 수출은 2016년 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7% 급증하여 기술 경쟁력에 의한 수출 산업의 성장도 기대됨. 또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지원 정책 확
대로 국내 시장 및 해외 수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ESS 설치 활성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촉진 요금제 도입, ESS 저장 전력의 전
력시장거래 허용,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2017년부터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로 202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ESS 설치 계획으로 시장 활성화 전망됨
• (ESS 화재 발생) 지속되는 ESS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ESS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한
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은 2020년도 소방청 연구개발사업 'ESS(에너지저장장
치) 화재 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시스템 개발'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
용은 재난안전 플랫폼 연계 AI 기반 ESS 조기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ESS 열폭주 방지
가능한 최적의 자동소화시스템 개발, ESS 안전기술기준안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ESS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 (대응전략) 본 기술은 플렉시블한 탄소 소재나 이를 응용한 소재를 사용하여 전기전
도도를 높이고 접점에서 발생하는 고열에서 높은 내구성을 가져 ESS 화재 발생 예방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ESS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치·운영상의 규제 시
행에 발맞춰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