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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조정용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
하기 위해 SOC(State Of Charge) 상태에 따른 가변Droop계수를 적용하
여 주파수를 회복하기 위해 SOC 목표 값 과 그에 따른 주파수 변화량
을 계산해 최적 SOC 목표 값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시장 운영 규칙에서 “계통운영보조서비스”라 함은 전력계통의 신뢰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기품질을 유지하며 전력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조정, 예비력, 무효전력 및 자체기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운영 보조 서비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활용방안 대해 고찰할 것이다. 특
히 에너지저장장치는 빠른 응답특성, 다양한 용량, 배터리 기술의 혁신
으로 인한 단가 인하로 인해 주파수조정, 예비력확보, 전압제어 등의 용
도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주파수 조정서비스는 1차 제어로써 조속기의 주파수 추종운전
(Governor Free), 2차 제어로 자동발전제어(Automatic Generation
Control)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저설비의 약 5%가 주파수 조정
용(1.5GW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원가 발전을 100% 활용하
지 못하며,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 높은 유류 또는
LNG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파수 조
정용으로 에너지 저장장치가 사용된다면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신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력계통 주파수에 계통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즉각
적인 충,방전이 가능하여 계통주파수(60Hz)를 유지시켜 줄 뿐 만아니라
기저설비를 100% 활용 할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불감대(59.97∼60.03Hz) 이외에 영역에서 SOC
상태에 따른 가변 droop계수를 적용해 주파수를 회복하기 위한 최적
SOC 목표 값을 찾는 전략을 소개한다.

2. 본    론

  2.1 가변 Droop 계수  
그림 1에서와 같이 droop계수 적용 방법을 보면, SOC상태에 따라
droop 계수가 정해진다[1]. 목표값(SOC0) 에 대해서, SOC<SOC0 일 때,
충전 droop 계수는 방전 droop 계수보다 크고, SOC>SOC0 일 때, 방전
droop 계수가 충전 droop 계수보다 크다. 그러므로 에너지 저장장치의
SOC상태를 SOC0(목표값)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SOC상태에 따라
다른 droop 계수를 적용시킨다.

SOC 구간에 따른 droop 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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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C는 충전 droop계수이며, Kd는 방전 droop계수이고,
SOCmin는 10%, SOCmax는 90%로 가정하였다.

 2.2 최적 구성 알고리즘
주파수가 불감대 영역(59.97∼60.03Hz)에 있으면 에너지저장장
치는 충,방전을 하지 않고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불감대 영
역이외의 구간에서는 계통주파수(60Hz)보다 미만인 경우엔 방전
을 하고, 초과인 경우 충전을 한다. 또한 SOC가 10%미만, 90%
를 초과하면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2> 주파수에 따른 ESS 운영전략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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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파수 회복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한다.

  
   

 
(2)

여기서, 는 기존의 주파수,   는 가변 Droop 전략을 적용한 이후

의 주파수,  은 ESS의 충방전량, 
는 t시간

의 가변 droop 계수를 의미한다. 즉, 수식 (2)의 두 번째 항은 주파수 변
동량을 나타내며, 이를 기존의 주파수에서 감산하게 되면 조정된 주파수
를 얻을 수 있다.

3. 사 례 연 구

   3.1 SOC에 따른 droop 계수 변화
사례연구에서는 SOCi(초기값)을 0.5로 고정하고 SOC0(목표값)을 0.5

와 0.7로 변경하면서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대의 ESS가 출력과 용량이
각각 1MW, 1MWh인 경우를 MATLAB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3은 SOC0를 0.5와 0.7로 정했을 경우 각 구간에 다른 kc와 kd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목표값이 높을수록 넓은 SOC 구
간동안 높은 충전 droop 계수 값이 지속되다가 목표 값을 지나면서 급
격히 낮아진다. 또한 방전계수 값도 목표값을 지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대의 ESS가 다른 목표값을 갖게 되면 주파
수 조정용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각기 다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이
를 최적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2 SOC 목표값에 따른 주파수 변화
그림 4의 첫 번째 그림은 사례연구를 하기 위해 가정한 주파수 샘플
링이다. 두 번째 그림은 SOC0가 0.5와 0.7일 때 각각 ESS가 주파수 조
정용으로 투입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결과 주파수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Dead band 이외의 구간을 넘는 주파수가 정상 주파수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첫 번째 점선원(A)을 살펴보면 주파수가 약
59.92Hz 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SOC0가 0.5인 경우(실
선) 주파수를 dead band 안으로 끌어 올린다(C-a). 하지만 SOC0가 0.7
인 경우(일점쇄선)에는 주파수를 일정 회복시키기는 하지만 모두 dead
band내로 회복시키지는 않는다(C-b). 두 번째 점선원(B)에서는 상정사
고를 샘플링 한 것이며 주파수가 약 59.8Hz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하고 dead band 내로 신속히 복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OC0가
0.5인 경우에는 주파수 하락을 최대한 방지하며, 계통주파수(60Hz)로 회
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D-a). SOC0가 0.7인 경우에는 일정 주파수 하
락을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0.5와는 다르게 주파수 하락이 조금
더 크고, 회복 또한 느린 것으로 확인된다(D-b). 이는 SOC0값을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방전을 적게 하고 충전을 더 하
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주파수 회복을 목표값이 0.5 일 때 보다 상
대적으로 주파수조정을 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파수 조정용으
로 사용하려면 목표값을 0.5로 하는 것이 계통 주파수 유지에 더욱 효과
적이다.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주파수 회복을 빨리 혹은

많이 하려면 그만큼 방전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전량이 많게
되면 ESS의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러 대의 ESS를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주파수 회복정도, ESS의 충,방전 횟수 및 방전 깊이
(DOD)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를 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 가변 Droop를 적용
하여 미리 설정된 SOC 목표값을 추종하고, 주파수 회복에 가장 적합한
SOC 목표값을 제안하였다. 또한 Dead band를 설정하여 ESS의 동작을
최소화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초기값(SOCi)을 고정하고 목표값(SOC0)
을 0.5 와 0.7로 설정하였을 경우 주파수 조정 정도를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방향은 출력과 용량이 다른 다수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결합된 경우
초기 값과 목표 값을 달리하여 배터리의 수명비용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운영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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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C0에 따른 Kc 및 Kd의 변화

<그림 5> ESS의 시간에 따른 SOC 변화  

<그림 4> 초기 주파수 및 ESS 투입후 주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