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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BESS 기반 전력피크 대응 peak shaving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력망 응용에 적용되는 BESS는
다양한 C-rate (charge rate)을 갖으며, 이를 고려한 알고리즘 개
발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C-rate을 갖는 BESS의 경우 단
주기 응용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두
가지의 이상의 목적을 위한 운용이 요구된다. 더욱이 전력피크
예측을 위한 정교한 부하예측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주기 및 장주기 응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요구되는 peak
shaving 알고리즘 설계 및 Algebraic Prediction을 이용한 부하
예측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량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상기온 및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 산업 육성 등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주도 아래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
지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분산전원의 보급 및 확대정책 또한 적극
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의 생산과 소비시점의 차이로 인해 현재 전력계통에서 흡수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이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전력 저장장치는 크
게 단주기 및 장주기 역할로 나눌 수 있다. 단주기 적인 역할로는 주파
수 조정이나 신재생 출력의 간헐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이고, 장주기 적
인 역할로는 발전량을 유동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부하이동을 가능하
게 한다. 전력망 응용에 적용되는 BESS는 다양한 C-rate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C-rate을 고려한 피크대응용 Peak Shaving 알고리
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또한 예측 부하 데이터와 실제 부하 데이터
간에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교한 수요 예측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
다.

2. 본    론

  2.1 다중 C-rate를 고려한 전력피크 대응 Peak Shaving 알고리즘
Peak Shaving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함수로 SMP 기반의

전력구입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전일에 다음날 24시간에 대한
전력구입 비용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BESS의 활용 가능한 자원
에 대한 가장 경제적인 충방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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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은 전력구입 비용 최소화의 목적함수이다. C(k)는 각 시간대의
SMP가격을,


배터리의 충방전을 고려한 부하곡선을 나타낸다. 식

(2.2)의  는 BESS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Scaled-down한 부하

곡선     는 각 시점에서의 배터리 방전 및 충전을

나타낸다. 식(2.3)은 배터리 SoC의 특성방정식을 내타낸다  는 배

터리의 SOC를   는 각각 컨버터, 배터리 손실계수 및 자가방전 계
수를 나타낸다. 식(2.4), 식(2.5)는 각각 배터리의 최대, 최소값 제한 및
SOC의 DoD를 고려한 식이다. 식(2.7)의 k는 고려하는 시간 스케일을
나타내고, 식(2.8)의 i는 고려하는 BESS의 수를 나타낸다.

  2.1.1 Peak Shaving 알고리즘 적용 결과
2015년 4월 16일 제주계통의 부하 곡선과 SMP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한 Peak Shaving알고리즘 적용하였다. <그림1>에서의 파란색 곡선은
BESS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부하 축소한 부하곡선이고, 빨간색 곡선
은 Peak Shaving을 적용한 후 배터리의 충방전을 고려한 부하곡선이다.

<그림 1> 실제 부하 및 SMP기반 Peak Shaving 알고리즘 

적용 후 부하 곡선 비교 

<그림2>에서 파란색 곡선은 해당 날짜의 SMP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붉은 막대 그래프는 해당 구간에서 BESS를 충방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부분은 충전을 함으로써 지불한
금액이고 (+)부분은 방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나타내었다.

<그림 2> SMP 곡선과 BESS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Benefit

  2.2 Algebraic Prediction 기반의 수요예측
다양한 BESS의 장주기 Peak Shaving 알고리즘은 전날 예측된 부하
수요와 SMP 가격으로 전일, 다음날 24시간의 계획을 결정한다. 만약 전
일 결정된 Peak Shaving계획이 실제 적용된다면 예측된 부하와 실제
부하 사이의 오차가 존재 할 것이다.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
간 재 스케줄링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BESS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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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9)에서   ⋯      은 구하고자 하는 시점 이전까지

의 2n개의 실제 부하 데이터를 나타낸다. 2n개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
여 Hakel matrix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를 full rank로 가정한다. 식

(2.9)의 결과로 계수 벡터     ⋯   

를 구할 수 있고, 구해진

계수벡터를 이용하여 식 (2.10)의 결과로 구하고자하는 시간의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단기 부하 예측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Euler’s
Method와 Three-point quadratic extrapolation을 적용하였다. Euler’s
method는 식(2.11)과 같이 2시간 전의 실제 부하 값을 이용하여 부하곡
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구해진 기울기데이터를 1시간 전 예측에 추가한
다. 은 예측된 부하, 는 실제 부하수요 데이터를 나타낸다.

  ∆    (2.11)

Tree-point quadratic extrapolation는 식(2.1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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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방법으로 부하의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의 기울기와 상승정도를
예측하여 더욱 정교한 단기 부하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2.1 Algebraic Prediction 적용한 수요예측 결과 
<그림3>은 2015년 4월 16일 제주계통에 실시간 부하 예측을 적용한

결과이다. 파란색 곡선은 실제 부하를 나타내고, 빨간 점선은 예측한 부
하를 나타낸다. 예측 평균오차는 1,58%이다.

<그림 3> Algebraic Prediction 적용 실시간 부하예측 결과

3. 결    론

BESS는 자원고갈과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써 전 세계
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본 논문에서는 여러 배
터리를 고려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주기 제어전략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실시간 단기 부하 예측
을 통해 더욱 정확한 부하곡선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정교한 스
케줄링으로 에너지사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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