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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력발전은 입력에너지 특성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통에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도서지역과 같이 불안정한 계통에서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면 계통의 불안정성이 더
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계통에 파력발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력 변동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저
장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서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파력발전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용 알고리즘에 대해서 검증한다.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파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용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서지역 계통 모델링, 전력 부하 모델링, 에너지저장장치 모델링, 파력발전장치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Matlab/Simulink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파력발전 연계의 적합성, 사고 및 고장 모의, 파력발전을
연계한 배전망 최적 운용을 위한 다양한 운용알고리즘을 수행을 통해 파력발전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파력발전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용 알고리즘은 Matlab의 StateFlow기반으로
구성하였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OPAL-RT를 적용하였다.

Abstract − Since wave energy converter is highly volatile due to the nature of input energy, difficulties may arise
in directly connecting to the system. In particular, in an unstable system such as an island region, the instability of
the system may be increased by directly linking renewable energy with high volatility. Accordingly, in order to
apply wave power to island systems, an energy storage system capable of reducing output variability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verify the operation algorithm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in connection with wave energy converter linked microgrid for application to the island region. First of all, in order to verify the operation algorithm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connected to the wave power generation for the island area, we conducted system modeling for the island area, power load modeling, energy storage device modeling, and modeling of the wave power
generation device and simulated using Matlab/Simulink. Proceeded.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microgrid
linked to wave energy converter were analyzed through various operational algorithms for optimal operation of the
distribution network in connection with wave power generation, suitability for accidents, failure simulation, and
wave power generation. The operating algorithm of the energy storage device for the wave power-linked microgrid was constructed based on StateFlow of Matlab, and OPAL-RT was applied for real-time simulation.
Keywords: Micro-grid(마이크로그리드), 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장치), Wave energy converter(파
력발전장치), Simulation(시뮬레이션), operational algorithm(운용 알고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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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 해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전 모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Aymen et al.[2012]; DeSieno et al.[1970]).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본 논문은 도서지역(추자도)의 계통 현황 및 부하 데이터, 예상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and

발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과 유사한 전산상의 환경을 구축하였

Son[2013]; Kim et al.[2014]). 분산전원으로서 마이크로그리드에

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추자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주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는 자연 친화적인

시스템 및 파력발전장치 전체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시뮬레이션의

그린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서지역과 같은 불안정한 전력계

결과로는 파력발전 연계의 적합성, 사고 및 고장 대처 방안, 그리

통 운용에서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 간헐적으로 발전되는 에너지원

고 파력발전을 연계한 배전망의 최적 운용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이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Piotr and Lukasz[2009]; Tomislav
et al.[20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다양한 운용 전략을 사전 모의하여

재생에너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불규칙하게 변하는 확률적인

파력발전 시스템은 총 발전량 평균 대비 순시로 발생하는 피크 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증을 위한 설계 과정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하여 불규칙하게

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을 적절히 선정하여 안정도를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기법 연구가

높인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이를

진행되어 왔다(Lidula and Rajapakse[2011]; Laaksonen et al.[2006]).

Matlab/Simulink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실시간 시

하지만 파력발전은 기존의 많이 연구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

뮬레이션을 위해서 OPAL-RT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력발전)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Roh et al.[2019]; Roh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용 알고리즘은 Matlab의 StateFlow

et al.[2020]; Markel and John[2016]), 이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기반으로 구성해서 운용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구성 및 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파력발전을 연계한 마
이크로그리드의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 실제로 구축

2.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성요소 전산모사를
위한 구성 및 해석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
제들은 추가 기간 및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시스템

2.1 도서지역 배전망 구성 및 부하 분석

이 통합되어 운용되는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Fig. 1은 추자도의 배전선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Fig. 1에

더욱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

나타난 것처럼 파력발전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

Fig. 1. Distribution line diagram of Chuja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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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스템 적용 예정지인 묵리포구는 추자도 발전소에서 분기되는

고, 계통 보상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는 더욱 악화될 우

3개의 배전선로(Distribution Line, D/L) 중 묵리 D/L에 연계되어

려가 있다. 또한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통

있다. 묵리 D/L은 변압기 용량기준으로 추자도 전체 부하의 21.7%를

보상장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지한다.
2018년도 전력계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490 kW의 평균전력을
사용하였고, 특징적으로 묵리 D/L은 몇몇 양식장 및 수협 2공장 등

2.2 전력부하 모델링
전력부하 모델링은 MATLAB/Simulink의 ‘Dynamic Load Library’

특정 계절 및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의 급변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

를 이용하였고, 이는 유효전력(P) 및 무효전력(Q)을 입력하여 원하는

하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부하량을 갖는 부하 모델로 만들 수 있다. Fig. 4에 나타난 것처럼

Fig. 2는 묵리의 부하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최대 유
효전력과 최대 복소전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 데이터
중에서 최대 유효전력은 4월 14일로 588.3[kW]이며, 최대 복소전

(+)값으로 P/Q를 입력하면 수전을 하게 되고, (-)값으로 입력하면
발전하는 부하이다.
하루 동안의 부하 전력 데이터는 초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올 경우

력은 741[kVA]이다. 즉, 최대 유효전력을 이용해서 전력변환장치

86,400개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 한계로 인하여 구현이 불가능하

및 배터리 용량을 선정하고, 최대 복소전력을 이용해서 에너지저장

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단위를 1초가 아닌 5분단위로 수행하였다.

장치 용량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추자도 내연발전소의 배전선로에 전력분석기를 설치하여 얻은 4

Fig. 3은 묵리 계통의 주파수 변동과 전압 불평형 데이터를 나타

개월 부하 전력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중에서 하루를 선정하여 시

낸다. 묵리 계통의 주파수를 계측한 결과, 60[Hz]를 기준으로 변동

뮬레이션 데이터로 적용하였다. 추자도에는 총 3개의 D/L으로 구

이 심하며 한전의 주파수 관리 기준인 0.2[Hz]보다도 많이 벗어났

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예초 D/L과 대서 D/L은 Fig. 5에 나타난

Fig. 2. The Diagram of Muk-ri Load.

Fig. 3. (a) Grid frequency variability data of muk-li in Chujado island, (b) voltage unbala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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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ad Model with Dynamic Load in Matlab.

Fig. 5. Daily active(red)/reative(pink) power(P, Q) of (a) Yecho D/L-Line and (b)Daseo D/L-Line.

것처럼 각각 하나의 부하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부하

System), 그리고 고정여자시스템(Static Exciter System) 세 가지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묵리 D/L은 배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8개

구분된다. 여자시스템은 직류자계(DC field)를 생성하기 위해 교류

의 부하로 분리해서 Fig. 6과 같이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발전기 또는 정류기를 사용하며, 본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여자기
모델은 내부에 작은 동기기가 있는 형태의 교류여자시스템(AC

2.3 분산전원(디젤발전기) 모델링

Excitation System)으로 IEEE Standard AC4A모델 참고하였다. 무

디젤 발전기는 OPAL-RT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시간 모

효전력 제어기는 디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 성분을 제거

의가 가능하도록 RT-LAB과 연동이 가능한 ‘Discrete Library’를 활

하여 0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 디젤 발전기는 무

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디젤발전기 구성은 동기발전기, 조속기, 여

효 전력을 0이 아닌 디젤 발전기가 허용하는 크기 이내로 제어한다.

자기로 나눌 수 있고, 디젤 발전기 모델링은 Fig. 7에 나타난다.

Fig. 9는 디젤 발전기에 연계하는 부하를 단계적으로 투입함에

Fig. 8(a)에 나타난 것처럼, 조속기의 속도 제어 시스템은 디젤

따라 나타난 출력이다. 0.5초에서 디젤 발전기를 On 하였으며, 0.3

발전기의 실제 동작을 나타나기 위해 액츄에이터와 디젤 엔진의 지

[p.u.] 저항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1.5초에 추가로 0.5 [p.u.] 부하를

연 시간 제어 블록도로 모델링했다. 차단기를 기준으로 계통 연계

투입하여 총 0.8 [p.u.]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0.5 [p.u.]의

형과 독립형을 구분하여 내부에 주파수 제어기, 외부에 유효전력

부하가 투입되는 1.5초에는 디젤 발전기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

제어기 구조로 설계했다. 주파수는 디젤 발전기의 주파수가 60 Hz

어하기 위하여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파수를 추종하도록 제어하고, 유효전력은 디젤 발전기에서 출력

이 지연시간은 제어기의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실

되는 유효전력이 설정된 값에 따라 발전하도록 제어했다. 또한, Fig.

제 대상 적지에 적용하는 디젤 발전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적용

8(b)에 나타난 것처럼, 디젤 발전기를 제어하는 여자시스템은 크게

이 가능하다.

직류여자시스템(DC Excitation System), 교류여자시스템(AC Excitation

파력발전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운용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연구

Fig. 6. (a) Distribution structure and (b) simulink model of Muk-li D/L-Line.

Fig. 7. MATLAB/Simulink based high performance genera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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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Diesel Generators-Governor Subsystem, (b) Diesel Generators-Excitation Subsystem.

2.4 파력발전 모델링

2.4.1 AC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

파력발전은 파고와 파주기에 의한 파도 고저의 차가 챔버(Chamber)

교류 연계 방식의 파력발전장치는 발전기의 출력을 전력변환장

의 공기를 압축하고 이 압축 공기가 터빈을 돌려 그 힘으로 발전기

치를 통해 계통에 연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도에너지에

가 구동되는 원리이다. 발전기의 출력은 교류 형태이지만, 배전망

의한 물리 특성으로부터 구조물(Chamber), 터빈(Turbine), 발전기

주파수(50Hz/60Hz)보다 낮고 항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변

가 모델링 되어야 하고, 발전기 전기적 출력을 제어기의 입력으로

환장치를 이용하여 전력의 형태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교류 연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다양한 해석 및 모델링이 어

와 직류 연계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유효/무효전력을 쉽게 출력할

렵기 때문에 Matlab/Simulink의 ‘Dynamic Load’ 도구를 활용하여

수 있다.

파력발전의 출력 특성을 유사하게 시계열자료로 모사했다.

파력발전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운용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연구

87

Fig. 9. Diesel Generators response waveform according to load.

Fig. 10. AC-linked wave energy converter system modeling.

파력에 의한 물리 특성을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각 장치의 효

된 발전기 출력까지는 동일한 데이터가 활용했다. 직류 연계 방식

율 및 관성을 고려 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통으로 전류를 주입했

에서는 배터리단인 직류전압단에 전류원을 이용하여 전류를 주입

다. 기존 ‘Dynamic Load’ 도구는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사용되기

하도록 꾸며진다. 그래서 파력 발전 데이터는 전력 형태이기 때문

때문에 (-) 부호를 사용하여 거꾸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에 Fig. 11에 나타난 것처럼 유효전력을 배터리 전압으로 나눈 전

Fig. 10에 나타난 것처럼 유효/무효전력 형태로 계산된 파력발전 데

류를 전류원의 제어신호로 입력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파

이터를 ‘Dynamic Load’ 도구의 입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고(Hs)와 파주기(Te)는 본 시뮬레이션 대상지인 추자도에서 발생
하는 주요 파랑조건이다.

2.4.2 DC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

또한, 파랑에너지를 이용하는 파력발전용 전력변환장치는 다른

직류 연계 방식의 경우에는 파력발전 특성을 고려해서 에너지저

재생에너지용(태양광, 풍력 등) 전력변환장치와는 다른 특성이 필

장장치 배터리단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교류 연계 방식과는 다

요하다. 파랑에너지는 에너지 변동 주기가 수 초 단위로 변하기 때

르게 모델링 되어야 한다. 하지만 파력에 의한 물리 특성을 에너지

문에 파력발전용 전력변환장치는 빠른 동적 응답이 필요하다. 빠른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장치의 효율 및 관성이 고려

동적 응답을 얻을 수 없으면 최대출력제어(Maximum Pow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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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Time series output power data of wave energy converter (b) DC-linked wave energy converter system modeling.

Tracking, MPPT)를 위한 최적의 부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파력발

의 위상 검출을 위한 PLL 알고리즘, 전류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했

전장치의 출력 발전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즉, 파력발전을 구

고, 계통과 전압을 맞추고 전기적 절연을 위해 변압기가 사용했다.

성하는 장치들(진동수주실, 터빈,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중 입력에

또한 계통 차단시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독립적으로 부하에 전력을

너지에 대한 부하는 전력변환장치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력변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전압, 정주파수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환장치가 빠른 동적 응답성을 가지고 최적의 부하를 주는 것이 파

Fig. 12(b)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의 운용 시퀀스플로우차트로

력발전장치의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나타낸다.
Fig. 13은 에너지저장장치 운용에 따른 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2.5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모델링

Fig. 13(a)는 계통 전력을 이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에 충전

Fig. 12(a)는 Matlab/Simulink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모델을 나타

및 방전 테스트를 나타낸다. (+)는 1.0 p.u.인 1C-Rate 기준 1 MWh로

낸다. 에너지저장장치는 계통으로부터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하거

배터리 방전을 수행하고, (-)는 0.5[p.u.]인 0.5C-Rate 기준 0.5 MWh

나 방전을 수행하는 전력변환 시스템을 나타낸다. 직류를 교류로

를 충전한다. 충/방전 레퍼런스가 0인 구간은 출력이 발생하지 않

변환하거나 역변환하기 위한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하며, ESS PCS

는다. Fig. 13(b)는 계통 연계 여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 출력 상

출력필터를 통해 배터리 전압이 평활된다. 커패시터가 포함하기 때

태를 나타낸다. 6초를 기준으로 계통과 연계되는 계통연계모드로

문에 Fig. 12(b)에 나타난 것처럼 Ramp Control을 통해서 초기 충

수행되며, 배터리를 방전하여 계통과 부하로 전력을 공급한다. 0.5

전회로가 필요하며, 차단기를 통해 계통과 연계했다. 그리고 계통

[p.u.]를 방전하고 있으며, 이중 0.18 [p.u.]는 계통으로, 0.32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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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MATLAB / Simulink based ESS model, (b) ESS Operation Sequence Flow Chart.

는 부하로 공급된다. 6초 이후에 계통을 차단하면 에너지저장장치

파랑 데이터 선택 조건은 본 시뮬레이션 대상지인 추자도에서 발

는 단독운전모드로 전환되어 전압제어를 수행한다. 이 때 부하에는

생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조건과 유사하다. 이때, 시뮬레이션 상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고 기존의 0.32 [p.u.]에 안정적인 전력이

5분은 1초, 하루가 288초로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2,000초는 약

공급되고 있다. 파력발전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통합 모

7일을 나타낸다.

델은 Fig. 14에 나타난다.

Fig. 15는 파력발전 출력 및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의 특성을 나
타낸다. Fig. 15(a)에 나타난 것처럼 파력발전은 변동성이 크기 때

3. 파력발전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전략을
위한 알고리즘 검증

문에 적절한 에너지저장장치 용량 선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전이 되지 않는 기간에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
한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Fig. 15(b)에 나타난 것

3.1 파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운용 알고리즘 검증

처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은 파력발전 출력

파력 발전원은 파랑 데이터인 파고(Hs) 1.75, 파주기(Te) 8.75를

변동성이 크더라도 에너지저장장치의 용량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기준으로 운용하였으며 파력발전 특성을 반영하여 수일간 파력발

배터리에는 영향이 가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충전되어 SOC가 상승

전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에 충전하다가 파력발전이 없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파력발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시점부터는 배터리 방전을 통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시스템은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최고 발전량 대비 평균 발전량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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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ESS output waveform according to charge/discharge, (b) Output waveform according to the grid state (ESS Mode).

Fig. 14. Integrated model of Chujado grid and wave energy conver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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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 Wave energy converter output characteristics: DC Voltage, Current and Power, (b) Characteristics of energy storage system: battery SOC, voltage, current.

우 작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한 것을 본 시뮬레이션을

Fig. 16는 사고 모의를 위한 Matlab/Simulink 모델 구성을 나타
내고 있다. 사고 모의는 ‘Fault block’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는 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간과 사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장 시간은 ‘step signal block’을

3.2 정전 및 사고 상황 모의를 통한 운용 알고리즘 검증
파력발전장치가 연계된 추자도 배전망이 정전되었을 경우를 시

이용해서 원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Fig. 17은 사고 모의에 따른 사고 전류의 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뮬레이션을 통해 모의하였다. 추자도의 배전망은 디젤발전기 총

Fig. 17(a)처럼, 1상 지락 발생에 의하여 A상 전압은 0이 되고, 사

5.5MW로 구성된 내연발전소이며 디젤 발전원이 탈락했을 경우 정

고전류가 발생한다. 사고 파형은 에너지저장장치의 변압기 계통 측

전이 발생하게 된다. 파력발전 통합 시스템은 묵리 부하 내 묵리 잔

파형이며 사고 전류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7(b)

둥에 연계하여 묵리 부하를 마이크로그리드 부하로 선정하였다. 따

처럼, 2선 단락 발생에 의하여 A상 전압과 B상 전압은 크기가 반

라서 추자도 망에 정전 발생 시 묵리 마을은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

으로 작아지고 크기가 같게 되며, 단락에 의한 사고전류가 발생한

급 받으나 그 외의 부하는 모두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다. 사고 파형은 에너지저장장치의 변압기 계통 측 파형이며 사고

정전 과정을 모의하고 마이크로그리드 부하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류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17(c)처럼,

공급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3상 지락 발생에 의하여 A상, B상, C상 전압은 0이 되고, 사고전

우선적으로 전력 계통은 대부분 교류 3상 회로로 구성되며 여기서

류가 발생한다. 사고 파형은 에너지저장장치의 변압기 계통 측 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의 종류는 가공선에서의 단선사고 및

형이며 사고전류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가공선로와 지중 Cable 선로의 지락사고, 단락사고이다. 주로 발생

으로 에너지저장장치는 사고 발생 시, 과전류로 인하여 고장 신호

하는 사고는 1선 지락 사고, 2선 지락 사고, 선간 단락 사고, 3상 단

가 발생하고 시스템을 멈추게 된다.

락사고 등이 존재하며 사고 종류별 특징은 Table 1과 같이 요약할

추자도 배전망은 디젤 발전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정전 발생 시 부하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정전이 발생 할 수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파력발전 시스템을 통한 정전 방지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했다. Fig. 18(a)와 같이 디젤 발전기 운용 중, 28초에 사

Table 1. Comparison by accident type
사고 종류
1 선 지락 사고
선간 단락 사고
2 선 지락 사고
3 상 단락 사고

사고전류 크기

2

발생 빈도

1

고를 모의하여 디젤 발전원의 출력을 강제로 중단한 상태이다. 디
젤 발전기의 동작이 정지하면 부하의 전력공급은 중단되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한다. 하지만 Fig. 18(b)와 같이 묵리 부하는 파력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전압 및 주
파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8(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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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atlab/Simulink Model Construction for Incident Simulation.

Fig. 17. Fault current of (a) one-phase ground fault accident, (b) two-wire short circuit fault accident, (c) 3-phase ground fault accident.

같이 정전 순간부터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를 통한 부하 전력 공

3.3 파력발전을 연계한 추자도 전력망의 운용 알고리즘 검증

급을 수행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SOC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하용량과 발전용량을

있다. 결과적으로 ESS 시스템이 연결된 묵리 부하는 정전이 발생

예측하여 설계 및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전망 대비하

해도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 발전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저 발전원이 있는 상태이

Fig. 19(a)와 같이 디젤 발전기에 의하여 정전이 발생하면 예초

기 때문에 신재생원에 의한 배전망의 전력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아

D/L 구간은 디젤 발전소와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정전이 된다. 하

야 한다. 기존의 배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통해 부하에 안

지만 Fig. 19(b)와 같이 묵리 D/L 구간에는 파력발전 시스템이 구

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재생원을 통해 배터리를

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수

항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재생원의 경우 항시 발전이

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초 D/L 구간에서 부하의 전압 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통한 최적 운용이 필요하다. 파력발

형이 이상한 이유는 계산에 의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산 오

전을 연계한 추자도 배전망의 최적 운용 알고리즘을 위해 고려해

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디젤 발전기가 멈추는 28초에서 전압

야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및 주파수가 흔들리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모드가 바뀌었고, 변경된
부분도 함께 연산되기 때문이다.

3.3.1 전력안정화(Power Smoothing) 기능
전력 안정화(Power Smoothing) 기능은 디젤 발전기의 전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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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 Diesel generator output voltage, PQ, Rotor speed (28s power failure), (b) ESS output voltage (Vrms), frequency, active power,
reactive power, (c) SOC, Voltage and Current of battery.

Fig. 19. (a) Yecho D/L-Line and (b) Muk-li D/L-Line voltage (Vrms), frequency, active/reactive power.

동 및 부하의 전력변동을 저감하여 디젤 발전기의 운전 범위를 감
소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는 고효율 운전 방식이다. 이 기능을 위해
서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약 250 kWh의 배터리로 부하 평균 전력량
보다 디젤 발전기 출력량이 큰 경우 충전을 수행하고, 반대의 경우
방전을 수행하여 1일 운용 평균 전력량이 일정하도록 한다. 파력발
전 시스템은 파력에 의해 평균 21 kWh씩 배터리를 충전하게 된다.
이 에너지에 의하여 배터리는 초기 0 MWh에서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충전되어 완충 상태가
된다. 하지만 신재생원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발

Fig. 20. Power smoothing Algorithm Using ESS System for reducing
diesel generato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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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완충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데 평균 부하량보다 디젤발전기의 설정 전력을 낮추어 운용을 수

서 기존의 전력 안정화(Power Smoothing) 기능과는 다른 운용 알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설정 전력을 낮추게 되면 디젤

고리즘에 보완이 필요하다. Fig. 20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력

발전기의 출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동시에 방전

안정화(Power Smoothing) 기능을 나타낸다. 즉, 전력 안정화(Power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충전 상태를 만들 수 있다.

Smoothing) 기능은 평균 부하량을 기준으로 전력 변동을 보상하는

Fig. 21(a)에 나타난 것처럼 전력 안정화(Power Smoothing) 알

Fig. 21. Diesel generator output (a) before the algorithm and (b) after the algorithm is applied (Vrms, Rotor Speed, P, Q).

Fig. 22. (a) ESS output (Vrms, Freq., PQ), (b) Battery SOC, voltage, current in ES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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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Grid operation plan according to diesel power plant status and battery SOC.

4. 결

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는 추자도 내 부하가 실시간으로 변화함에

론

따라 디젤발전기의 출력이 1.1 MW에서 2.5 MW로 2배 이상으로
크게 변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추자도 망은

파력발전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에

한전의 전압 및 주파수 규정을 넘어서는 등 전력 품질이 좋지 않다.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추자도 배전망을 기반으로 한 에

하지만 Fig. 21(b)와 같이 에너지저장장치를 투입하여 전력 안정화

너지저장장치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재생에

(Power Smooth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디젤발전기의 출력 변

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보다 더욱 입력 에너지의 변동성이 큰

동량은 1.6 MW에서 2.1 MW 사이로 이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파력발전을 도서지역 배전망에 연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부하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에너

스템의 구성 방안 및 적합성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고장 및 사고 대

지저장장치의 전력변환장치가 응답성도 빠르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처 방안 그리고 배전망 최적화 운용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이를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디젤발전기는 일정 출력선을 유지하

기반으로 도서지역의 파력발전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의 특성을

는 고효율 운전이 요구되는 분산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의 이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자도 배전망

한 기능을 적용하면 경제성 및 안정성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모델링은 직접 측정된 부하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했으며, 파력발

Fig. 22은 전력 안정화(Power Smoothing) 알고리즘 적용 시의 에

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접 계측된 입력 파랑에너지를 이용

너지저장장치 출력 및 배터리 파형을 나타낸다. 계통이 안정된 만큼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를 Matlab/Simulink를 이용해서 시

ESS 시스템의 출력 전력과 전류가 크게 변화하는 것은 확인할 수

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OPAL-RT를

있다.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운
용 알고리즘은 Matlab의 StateFlow기반으로 구성해서 운용 알고리

3.3.2 파력발전 통합 시스템 독립 운전 시 최적 운용

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향후 추자도 배전망에

기존 배전 시스템이 없어서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서에 전

파력발전을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운

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정전압/정주파수
(CVCF)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파력발전 특성에 따라서 연속되는
많은 에너지량을 저장할 수 있고, 수일에 걸쳐 발전이 되지 않는 상
황에도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하다. 즉, Fig. 23과 같이 파력발전을 통한 충전이 불가
능해도 배터리를 통해 부하에 수일간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독립 시
스템의 경우, 항시 파력 발전원이 동작하여 배터리가 완충되는 경
우에는 파력발전 시스템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여러 대 중에서 한
대 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와 파력
발전을 정확히 예측하여 설계 및 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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