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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용으로
써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ESS연구사업단
에서는 제주시 조천변전소에 4MW급 ESS실증단지의 조성과 제어시스
템의 실증을 완료하였다. 이후 주파수조정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운
전제어기술을 개발하여 서안성, 신용인 변전소에 설치된 52MW ESS에
각각 주파수추종운전용 28MW와 자동발전제어용 24MW 제어시스템기
술을 적용시켰다.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운전제어기술을 개발하기 위하
여 제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력계통을 개발하여 시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스템과 연계 가능하고, 운전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전력계통과 에너지저장장치로 구성된 제어기
검증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시뮬레이터는 서안성 및 신용인 변전소의 28, 24MW 주파수조정용 에
너지저장장치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제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조천변전소 4MW 에너지저장장치는 28,
24MW 에너지저장장치용 제어시스템을 시험하기에는 필요한 입출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제어기술을 실제로 서안성, 신용인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시뮬레이터를 연계하
여 제어시스템의 알고리즘과 운전제어방법, DNP3.0에 의한 운전제어를
검증하였으며,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운전절차를 개발할 수 있
었다. 시운전절차를 이용하여 서안성, 신용인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의
자동제어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성

그림 1은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이다.

<그림 1>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성

주파수제어기는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충전상태 및 운전
상태, 전력계통 주파수 등 필요한 신호를 입력받은 후 배터리 충방전운
전을 결정하여 전력충방전시스템에 지령을 내려 보낸다. 전력충방전시스
템은 주파수제어기로부터 받은 충방전 요구신호에 따라 배터리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충방전한다[1][2].

  2.2 4MW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실증단지 건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ESS연구사업단에서는 2013년 10월 제주시
조천변전소에 4MW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실증단지를 준공하고, 전

력계통의 최대부하 보상, 주파수 조정, 신재생에너지 출력 평준화 용도
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8월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
치 실증을 완료하였다[1][2].

<그림 2> 조천변전소 4MW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2.3 4MW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제어기의 개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주파수조정용으로 운전제어하기 위하여 C#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으로 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의시험을 수행하
였다. 모의시험을 완료한 후 그림 2의 주파수조정용 제어기를 설치하고
전력충방전시스템 및 배터리를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연계
를 하였다. 제어알고리즘을 제어기에 설치한 후 전력충방전시스템 및 배
터리와는 통신연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기 1대 자체만으로 모의
시험을 진행하였다.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모의시험과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제어알고리즘이 제어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 24MW 및 28MW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제어기의 개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ESS연구사업단에서는 4MW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건설과 제어기 개발을 통하여 얻은 기술을 기반으로 24MW
및 28MW 주파수조정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제어기를 완성하고 성
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28MW 및 24MW용
제어기는 그림 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24MW 및 28MW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제어기

  2.5 시뮬레이터의 개발
그림 3의 PCS&BAT모델 #A, B4가 각각 28MW 및 24MW 에너지저
장장치 및 전력계통 시뮬레이터이다.
시뮬레이터는 주요구성은 그림 4와 같으며, 전력충방전시스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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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충방전시스템과 배터리는 제주 4MW
에너지저장장치 실증단지 설비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전력계통은 대한
민국 제주 및 육지의 전력망으로 구분하여 발전소, 변전소, 부하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발전소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석탄, 원자력, 수력,
복합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시뮬레이터 모델의 구성개요

그림 5는 전력계통 시뮬레이터 운전화면이다. 국내 발전소별 최대출력
용량이 나타나 있고 각각 출력요구량, 분당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 전력
계통에서의 발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추종운전(Governor
Free, GF)모드와 AGC(Automatic Generation Control, AGC)모드를 나타
내어 실제 발전소의 제어시스템과 유사하게 구현하였으며, 시뮬레이터에
일일부하를 적용하여 원하는 시간대의 부하를 계통에 적용시킬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발전소명 바로 우측에 구현되어있는 RUN/TRIP 모드를
이용하여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의 변화를 모의할 수 있다[1][2].

<그림 5> 시뮬레이터 운전화면

그림 6은 그림 1과 같이 구현된 전력계통 시뮬레이터에 연계한
24MW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모델이다[4].

<그림 6> 24MW용 주파수조정용 ESS 제어기 모델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그림 7, 8과 같이 발전소 정지시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7에서는 500MW 발전소 정지시 주파수가 하락한 후 다른 발전
소의 주파수추종운전 및 자동발전제어에 의한 주파수 회복을 시험하였

다. 그림 8에서는 500MW 발전소 정지시 정지한 발전소와 동일한 용량
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수동으로 투입한 경우 주파수 회복을 시험하였다.
그림 8에서 배터리 출력은 24MW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
리 출력을 나타낸다. 이와는 별도로 그림 8에서 주파수가 하락하는 도중
에 500MW 에너지저장장치를 수동으로 투입하였다. 24MW 및 28MW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제어시스템에서는 과도상태를 판단하여
동작하는데 200[ms] 이내의 운전제어를 하도록 하였다. 아직 500MW까
지는 관련설비를 구축하지 못하여 수동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그림
7, 8에서와 같이 주파수 회복에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의 시험에서는 주파수를 60Hz까지 완전히 회복하는데 82초가
소요되었으며 그림 8의 시험에서는 13초가 소요되었다.

<그림 7> 500MW 발전소 정지 시 주파수 하락 및 타발전소에 

의한 회복

<그림 8> 300MW 발전소 정지 시 주파수 하락 및 ESS에 의한 회복

3. 결    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ESS연구사업단에서는 ESS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기 위해 전력계통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시뮬
레이터를 이용해 출력요구량, 분당출력 등을 조절하여 발전소 정지와 같
은 비상상황을 모의함으로써 주파수추종운전, 자동발전제어 같은 실제
발전소 제어를 모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안성 및 신용인 변전소 28, 24MW 주파수조정용 ESS제
어기를 계통에 적용시켜 최대 500MW까지 ESS를 투입했을 때 계통에
서 나타나는 변화를 모의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다종
에너지저장장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전력계통에서 운용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에너지설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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