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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주파수조정 서비
스에 활용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에너지저장장치에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고 적합도 산정방법을
통하여 수명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충·방전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사례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한 기법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1. 서    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를 전력계통 보조서비스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및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저장장치는 주
파수조정용, 송전혼잡보조용과 같이 한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그룹화 함으로
써 자원의 확보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의 클러스터링
을 통한 가용성 증대와 사용용도별 최적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

2. 본    론

  2.1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클러스터링은 다양한 샘플에 대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집합으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EM, K-mean,
Spectral, SVM 클러스터링 기법등이 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프로
그래밍으로 구현하기에 쉬우며, 연산속도가 빠른 반면, 각 데이터의 중
심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클러스터링 기법에 비
해서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주파수조정의 경우 정확한 에너지
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에너지저장장치
를 그룹화 하여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빠른 연산속도와 많은 그
룹이로 나눌 수 있는 클러스터링 기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 중 에너지저장장치를 클러스터링하기 위
하의 k-means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한다.

  2.2. k-Means Clustering
K-평균 알고리즘(K-means algorithm)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
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
는 방식이다. i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을  ,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의 집

합(sample)을  라고 할 때, 전체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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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 j번째 데이터,  : 클러스터에 속하

는 점의 집합) 이 값을 최소화하는 을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표가

된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클러스터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먼저 과거 사용가능량패턴에 따라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분류한다.
2) 주파수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 가용량에 따라 그룹을 선정한다.
3) 선정된 그룹 내에서 적합도 산정을 통하여 적합도가 가장 낮은 순서
대로 수요만큼 충/방전하고 차 후 사용패턴을 갱신한다.
4) 1~3 작업을 반복한다.

  2.3. 클러스터링을 위한 기본 인자 및 사용가능량
먼저 클러스터링 기법에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 조정에 적합한 인자의

도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주파수의 제어는 주파수 조정 신호가 입력이
되면 수초 혹은 수분 내에 응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저장장치의
반응속도가 인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에너지저장
장치의 정격 출력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발전 가능량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의 t시간의 출력 및 t시간의 출력량은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W]i i iESS ESS ESS
tSOC C P´ = (2)

이 때 에너지저장장치의 사용 가능량은 에너지저장장치의 정격에서 t
시간의 사용량과의 차이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사용 가능량의 식은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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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사용가능량 식을 통하여 에너지저장장치의 시용가능량 패턴이 결
정되고 패턴이 유사한 에너지저장장치들 끼리 k-means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클러스터링한다.

  2.4. 적합도 산정
주파수제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 분배를 위하
여 적합도 산정을 통한 발전순서가 결정된다. 다수의 에너지저장장치가
존재할 시 각 에너지저장장치들은 각각의 용량 및 출력이 다르기 때문
에 같은 양을 출력하더라도 수명이 감소되는 정도가 다르다. 특히 주파
수제어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의 수명비용은 민
감한 사항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에너지저장장치의 현 상태에서
단위 출력 당 수명감소 정도를 판별하여 발전순서를 결정한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에너지저장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평균 SOC와 SCO
swing에 관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평균 SOC는 (4)와 같이 나타내며 t시
간에서의 평균 SOC를 나타낸다.

( )1 / 2Avg
t t tS SOC SOC+= + (4)

SOC swing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가 충전과 방전을 한 깊이를 나타
내며 그림3.5 와 같이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W
t tS SOC= D (5)

에너지저장장치는 종류에 따라 총 사용할 수 있는 cycle수가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가정하였으며 평균 SOC와 SOC
swing에 따른 총 사이클의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평균 SOC와 SOC swing 따른 총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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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실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값이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낮
은 평균 SOC에서 작은 SOC swing일수록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61.453( , ) ( ) 14003
Avg
tSESS SW Avg SW

t t t tN S S S e--= ´ ´ (6)

에너지저장장치는 한 사이클에 충전과 방전을 포함하므로 총 2번 동작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t 시간에는 충전 또는 방전이 한번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그때의 손실은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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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은 용량이 80%까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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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t 시간에서의 감가는 (9)와 같이 배터리의 설비비용과 손실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st ins.cost
,

ESS
i t t iESS C ESS= ´i, (9)

3.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클러스터링의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에너지저장장치는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에너지저장장
치가 500개 있다고 가정하였다. 주파수조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어신호
가 감지되면 10초 이내에 반응하여야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출력가능량
은 200W 이상, 발전지속시간은 15분 이상 되어야 한다. 사례연구에 사
용된 에너지저장장치의 사용가능량 패턴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에너지저장장치의 사용가능량 패턴

그림 2의 500개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유사한 사용가능량 패턴에 따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림 3> 클러스터링된 에너지저장장치

각각의 그룹은 124개, 100개, 37개, 88개, 151개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가
진다. 주파수조정 신호는 8시에 최초 20kW만큼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
고 사용가능량에 따라 가장 높은 그룹 2가 선정되었다. 최초 클러스터링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전체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발전순서
를 (9)를 활용하여 단위발전량당 비용이 작은 순서대로 순서를 매긴다.
주파수조정서비스의 필요량만큼 클러스터링된 에너지저장장치 내에서
비용이 싼 순서대로 발전한다. 이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선정된 에너지저장장치들은 SOC가 낮은 상태의 에너지저장장치가 선정
된다. 이는 그림 1의 수명 특성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 에너지저장장치의 클러스터링발전 순서

t+Δt 시간에는 클러스터링된 에너지저장장치가 주파수 수요에 의해 발
전하게 되면 사용된 에너지저장장치의 SOC는 감소하게 된다. 그다음
감소된 SOC를 적용한 에너지저장장치들을 다시 적합도 순서를 결정하
고 다음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클러스터링한다. 그림 4에서 보면 최초
클러스터링된 에너지저장장치들이 발전을 통해 용량이 감소함으로써 다
음 클러스터링 시 포함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들로부터 주파수 조정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량을 활용하여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에너지
저장장치의 교차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무작위 그룹과 제안하는 방법의 비교

무작위1 무작위2 무작위3 클러스터링
사용가능량(kW) 12.095 41.002 22.285 55.017
수명비용(%) 용량부족 189.9% 142.8% 100%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활용하
기 위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
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사용가능량이 증가하고 수명비용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그룹화 하여 하나의 큰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함으로써 주파수 조정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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