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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현재 발전기 스케줄링은 제한된 발전 자원, 에너지 수요
및 연료비용 증가, 그리고 불규칙적인 부하 등 최적리스케줄링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Multi-Terminal Voltage Source Converter High Voltage Direct
Current (VSC-MTDC)와 Bettary Energy Storage System (BESS)가
결합된 Hybrid Integrated system (HIS)를 통해 발전기 리스케줄링을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최적 발전기 리스케줄링을 위한 HIS 퍼
포먼스를 위해 VSC station limit과 충 방전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화 과
정을 수행한다. 최적조류계산 문제는 VSC-MTDC 시스템과 BESS룰 고
려하여 정식화되며, 충 방전 전략은 24시간 수요 정보를 사용하여 발전
기 리스케줄링을 위한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의 최적알고리즘을 보여
준다. 제안된 최적 리스케줄링 기법을 수정된 IEEE 14 모선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서    론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급격한 전력수요의 증가로 전력계통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용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 특히 발전기 스케줄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로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본 연구의 목적은 VSC-MTDC와 BESS가 연계된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HIS)를 통해 발전기 리스케줄링을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HIS를 통해 계통 내에서 독립적으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흡
수 및 공급이 가능해진다. 발전기 리스케줄링을 위한 최적화 과정은
BESS의 충 방전 전략을 기반으로 실제 수요 정보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최상의 발전기 리스케줄링의 결과를 얻고자한다.

2. 본    론

  2.1 HIS 모델링
VSC-MTDC 시스템과 BESS가 연계된 HIS는 AC 버스, 변압기,
BESS, 페이저 리액터, 컨버터, DC 버스, DC 커패시터, DC 라인으로 구
성되며, 다음 <그림 1>과 같다. VSC-MTDC가 무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지만, DC 커패시터가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
에 유효전력을 보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압기와 페이저 리액터 사이
에 BESS를 설치함으로써, VSC-MTDC의 전력 조절 능력을 유효 및 무
효전력 보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림 1> AC/Hybrid Integrated System 구성도

  2.1.1 VSC Station Limit
전압원 컨버터의 독립적인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는 PQ 다이어그램
범위 안에서 수행되고, 최대 피상전력 범위는 최대 전류와 실제 AC 전
압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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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원 컨버터의 최대 유 무효전력 제약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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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BESS Charging/Discharging Strategy
배터리 충 방전 전략은 이전의 24시간 부하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발
전기 리스케줄링 계획에 적용된다. BESS가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충 방전 상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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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에서 충전 혹은 방전되는 전력은 최대 전력 한계에 의해 제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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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의 충전상태(SOC)는 반드시 전체 충전 용량을 넘지 말아야한다.

 ≤max (7)

  2.2 HIS를 통한 최적 발전기 리스케줄링
HIS를 포함하여 최적 발전기 리스케줄링을 위한 최적조류계산은 발전
비용 최소화라는 목적함수와 더불어 등식제약조건과 부등식제약조건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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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VSC-MTDC 시스템 제약조건
VSC-MTDC 시스템이 포함된 계통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제약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Ÿ DC 전력 밸런스 등식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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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C 버스 전압 부등식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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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C 송전선로 전력 부등식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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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변조율 등식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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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AC와 DC 전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PWM 진폭 변조

도로 간주된다. (13)

 2.2.2 BESS 제약조건
BESS 충 방전 밸런스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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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3.1 모의 시나리오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을 통한 최적 발전기 리스케줄링을 수정된
IEEE 14모선계통에 다음 <그림 2>와 같이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1번, 9번, 그리고 12번 모선에 VSC station이 설치되며, BESS
는 VSC station과 PCC 버스 사이에 설치된다. 각각의 VSC station 용
량은 200MW이고, BESS의 최대 저장 에너지 및 충 방전 용량은 각각
200MW와 20MW이다. 실제 수요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 (NYISO)의 수요 데이터를 참고하여
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 (GAMS)의 비선형 최적화 풀이기
법인 CONOPT를 사용하여 제안된 최적화 기법을 수행하였다 [3]. 제안
된 기법의 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자 4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1번 케이스: Base case; 2번 케이스: Case 1
with only VSC-MTDC; 3번 케이스: Case 1 with only BESS; 4번 케
이스: Case 1 with HIS.

t

<그림 2> 수정된 IEEE 14 모선 계통

  3.2 모의 결과

 <그림 3>은 각 케이스의 발전기 출력의 결과를 보여준다. 1번 케이스
의 경우, 기저부하 및 중간부하가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발전기에
할당된다. 2번 케이스의 경우, 1번 발전기만 꾸준하게 기저부하를 담당
하는 반면 나머지 발전기들은 첨두부하 기간에 주로 할당됨을 나타낸다.
3번 케이스의 경우, BESS의 영향에 의해 peak shaving이 첨두부하 기
간에 4번 발전기에 적용되었고, energy saving이 중간부하 기간에 2번,
3번, 그리고 5번 발전기에 적용되었다. <그림 3>의 결과를 통해, 4번 케
이스의 발전기 출력의 곡선이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이 유효전력과 무
효전력을 AC 계통에 동시에 보상함으로써 peak shaving과 energy
saving이 이루어져 다른 케이스에 비해 완만해 짐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제안된 기법에 의해 최적 발전기 리스케줄링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3> 5개 발전기 출력 그래프

모의 결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기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
이브리드 통합 시스템 최적화 기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명했다. <그
림 4>는 각 케이스별 발전기의 총 출력량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4번 케이스의 발전기 총 출력량이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의 유
무효 전력 보상 때문에 다른 케이스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각 케이스별 발전기 총 출력량

<표 1>은 발전기 스케줄링 수치 결과를 비교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
이다. 1번, 2번, 3번 케이스의 총 발전 비용은 각각 $318428061.6,
$299923836.8, 그리고 $315065992.3이다. 총 발전 비용을 비교하면, 4번
케이스의 발전비용이 다른 케이스보다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
번, 2번, 3번 케이스의 첨두부하 구성 비율이 41.37%, 37.23%, 그리고
40.93%임을 알 수 있다. 첨두부하 구성 비율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4번 케이스의 결과가 가장 낮음은 물로 Peak-Valley ratio 역시 가장 작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제안된 발전기 리스케줄링 최
적화 기법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계통 운용을 위해 효과적으로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1> 각 케이스 별 수치 결과 비교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체 전력 시스템의 전력품질 향상을 위해
VSC-MTDC와 BESS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을 통한 발전기
리스케줄링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BESS를 VSC station과 PCC 버
스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VSC-MTDC의 전력조절 능력을 유 무효전력
보상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통합 시스템의 VSC station limit과 BESS
충 방전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최적조류계산 문제를 정식화하였다. 제안
된 기법이 24시간 수요정보에 따른 효율적인 energy saving과 peak
shaving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Peak-Valley ratio 향상과 발전비용이
최소화됨을 모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발전기 리스케
줄링 최적화 기법이 첨두부하 감소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 및 전
력계통의 향상된 퍼포먼스를 제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M.K. Kim, D. Hur, “Decomposition-coordination strategy to
improve power transfer capability of interconnected system”, Int.
J. Electr. Power Energy Syst., 33, (10), pp. 1638-1647, 2011

[2] Z. Tan, H. Li, L. Ju, et al, “An optimization model for large-scale
wind power grid connection considering demand response and
energy stroage systems”, Energies, 7, pp. 7282-7304, 2014

[3] ‘NYISO: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
http://www.nyiso.com

Case
부하 구성 비율(%) Peak-V

alley 
ratio

발전비용 [$]
Valley Flat Peak

Case 1 26.27 32.36 41.37 1.48 318428061.6

Case 2 28.29 34.48 37.23 1.44 299923836.8

Case 3 26.01 33.06 40.93 1.46 315065992.3

Case 4 29.17 34.74 36.09 1.42 2971068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