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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일간 시간대별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최적 충·방전량 스케줄링을 이용하여 계통연계
형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설치되는 ESS의 용량을 산정한다. 대상 마이크
로그리드의 과거 부하데이터를 이용하여 절감하고자 하는 양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력변환장치(Power Conditioning System, PCS)의 정
격출력량을 산정한다. ESS용량의 기준점을 정하여 이분법 적용구간을
설정하고, 반복연산을 통해 최적 ESS용량을 찾는 과정을 제시한다.

1. 서    론

근래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분산전원으로 포함하는 마이크로그리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그리드 관련 사업과 연구의 증가는 관련기술의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1-4].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서 ESS는 태양광발전이 어
려운 저녁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계통 연계형에서는 계
통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의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의 에너지를 저장하
였다가 전력의 가격이 비싸지는 시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 활용
도가 높다[2]. 이러한 ESS의 활용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경제적
효율은 증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발전된 전력
을 계통에 공급하게 하여 전체 계통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
다. ESS는 용도에 따라 적정한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부하의 저
감을 목표로 하는 경우, ESS의 용량은 저감하고자 하는 부하의 양을 기
준으로 산정하게 된다[2, 3]. 본 논문에서 대상이 되는 마이크로그리드가
새벽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부하의 크기가 유사함을 고려하여 ESS를
이용해 최대부하를 저감하고, 전체적인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ESS이 용량이 증가할수록 초기 설비비용이 증가하므로
이분법적인 반복연산을 이용해 ESS의 충·방전 최적화가 가능한 ESS의
최소 용량을 산정한다.

2. 본    론

  2.1 ESS 용량산정
용량산정은 우선 대상이 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규모와 과거 부하데
이터, 부하저감률을 이용하여 PCS정격출력, ESS Base용량 등을 산정한
다.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의 총 가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최적화문제를 설계한 후, 앞서 산정된 값들을 이용해 ESS Base용량
을 이분법적으로 변화시키며 일간 충·방전량 스케줄링이 가능한 최소의
ESS용량을 찾는다.

  2.1.1 일간 ESS 최적 충·방전 모델링
설정된 ESS용량을 부하패턴과 계통전력가격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충·방전량을 결정하는 최적화문제는 크게 결정변수와 목적함수, 제약조
건으로 구성된다. 결정변수는 ESS의 시간대별 충·방전량으로, 결정변수
값에 따라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량이 달라진다. 목적함수는 하루 동안
계통전력가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ESS적용을 통한 요금의 절감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때,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 )의

크기는 수요( )에서 시간대별 PCS의 충·방전량( )을 더하고, 태양

광발전량( )의 크기를 뺀 값과 같다. PCS의 충·방전량은 충전일 경

우에는 양수로( ≥), 방전일 경우에는 음수( )로 나타나

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원
에서는 발전된 전력을 이용해 수요를 부담하므로, 발전예측 값( )를

수요의 크기에서 빼는데, 풍력발전 예측은 그 복잡성이 최적 충·방전계
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대별 예측이 가능한 태양
광발전만을 고려한다. 제약조건은 가정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SOC(State of Charge) 20 ~90%까지를 ESS의 가용범위로 가정하고,
PCS의 출력가능 범위와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의 한계를 설정하여 제

약조건으로 설정한다[2]. 추가적으로 부하패턴을 분석한 결과 06시 이전
엔 수요가 적고 계통전력의 가격이 저렴하므로 06시 이전에 ESS의 최
대 SOC인 90%까지 충전이 완료되게 하고, 24시에는 최소 SOC인 20%
값까지 모두 방전하여 다시 다음날 06시까지 충전하는 상황을 가정하였
다. 이를 정리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ESS 최적 충·방전 모델링

  2.1.2 태양광 발전량 예측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분산전원으로 포함되어있는 태양광발전은 그리
드 내의 일정 부하를 감당한다. 또한 낮 시간대에 최대출력이 발생하는
데, 이는 계통전력의 가격이 가장 비싼 최대부하시간과 유사하여 계통전
력 요금 감소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태양광발전량 예측은 기상청 정보를 참고하여 운량에 따라 ‘맑음’, ‘구
름’, ‘흐림’ 3단계로 날씨를 구분하고, 예측일 이전 동일 날씨 3일의 시간
대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시간대별 발전량을 예측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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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ESS 용량산정 반복연산 결과

  2.1.3 ESS 최적용량 산정
ESS 용량산정에 앞서 ESS의 출력을 결정 짓는 PCS 정격출력
( )의 산정이 필요하다. PCS 정격출력은 최대부하(max )와 부하

저감률()을 통해 계산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과거 부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대 부하 값을 찾는다. 이 값을 10[kW]단위에서 올림한 후
결정된 부하저감률을 곱하여 정격출력을 산정한다. 이때, 저감하고자 하
는 부하의 양을 제외한 부하의 크기는 마이크로그리드에서 계통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한계 값(lim)이다.

ESS의 용량을 이분법적인 반복연산을 통해 최적 값을 찾아내기 위
해서는 이분법의 시작이 되는 구간을 정해야한다.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점( )은 PCS 정격출력량( )와 PCS 효율()를 이용

해 계산 가능하다. 두 번째 기준점( )는 첫 번째 기준점의 크

기의 배를 하여 선정한다(<그림 1>).
과거 데이터 중 하루 최대부하 값이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의 한계
값(lim)이상인 날을 ESS가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날로 선

정한다. 이 적용일들에 대해 일간 최적 충·방전량을 계산하여 ESS적정
용량을 산정한다.
용량산정 적용일 중 최대부하가 가장 큰 날에 대하여 이분법 구간의
기준점이 되는 용량(  , )를 적용하여 일간 ESS 충·방

전 최적화 문제를 푼다. 이때 두 용량에 대한 최적화 결과가 같을 경우
<그림 1>의 단계를 거쳐 최적화 결과가 달라지는 두 지점을 찾는다.
이분법의 구간이 되는 지점이 설정되면 지점의 중간 값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구간의 상대오차를 계산한다. 상대오차가 1%이내가 되며, 해
당 구간의 중간 값이 최적화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점이 찾아지면, 이때의
ESS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최적 ESS용량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최적 용량을 적용일 모든 날에 최적화가 가능하다면, 이 값을
ESS 최적용량으로 산정한다.

  2.2 사례연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ESS 용량산정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마이크로그리드 부하의 규모는 약 3,300[kW]로 2012. 01. 01~2012.
10. 31 약 10개월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하여 ESS 용량산정을 진행하였
다. 일간 최적 ESS 충·방전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
는 전력의 가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계시별 요금
제 고압A, 선택Ⅱ요금제를 적용하였다[6].
태양광발전량은 기상청에 게시되어있는 2012년 운량을 이용하여 날씨
를 구분한 후, 각 날씨의 첫날이후 3일이 되는 날까지 다른 지역 날씨별
태양광발전 출력량 3일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이동평균
을 이용해 10개월간의 태양광발전량을 예측하였다.

 <표 2> ESS 용량산정을 위한 기본 정보

과거부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S적용일은 총 29일로 그 중 최대부
하가 가장 큰 날은 2012년 8월 6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날에 대해
  ,   용량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두 지점

모두에서 최적화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값을 최적화가

가능한 2,199.99[kW]까지 증가 시킨 후, 중간 값을 찾는 반복연산을 시
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6
일에 ESS 최적용량은 1774.60 [kWh]로 산정되었다. 이 값을 소수점 첫
째자리에서 올림한 1,775 [kWh]를 이용하여 ESS 적용일에 모두 적용한
결과 모든 날에 대해 최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ESS 적정용량은 1,775 [kWh]이다.

<그림 1> ESS 최적용량 산정 순서도

3. 결    론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최대부하와 전체적인 부하 절감의 역할을 하
는 ESS 용량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마이크로그리드 부하정
보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값들을 계산하고, 일간 최적 ESS 충·방전 스케
줄링이 가능한 용량을 이분법적으로 반복하여 탐색하였다.
국내 신재생발전의 경향을 보면 풍력발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
문에 추후 풍력발전량을 예측하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해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의 양을 계산할 때, 태양광발전예측 값뿐만 아니
라 풍력발전예측 값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계통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외에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분산전원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면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효율적
인 ESS용량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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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횟수 1 2 3 4 5 6 7 8 9 10

  733.33 1466.66 1466.66 1649.99 1741.66 1741.66 1764.58 1764.58 1770.30 1773.17

중간 값 1466.66 1833.33 1649.99 1741.66 1787.49 1764.58 1776.03 1770.30 1773.17 1774.60

  2199.99 2199.99 1833.33 1833.33 1833.33 1787.49 1787.49 1776.03 1776.03 1776.03

상대오차[%] 66.67 33.33 20.00 10.00 5.00 2.56 128 0.65 0.32 0.16

  [단위 : kW]

최대부하(max ) 3,300 [kW]

부하저감률() 20[%]

계통전력 한계( ) 2,640 [kW]

PCS 정격출력( ) 660 [kW]

PCS 효율() 90 [%]

  733.33 [kW]

  1466.67 [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