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제주지역의 풍력발전설비 용량은 2019년 말 기
준 290MW이고, 전국에 설치된 풍력발전설비 용량
은 1,490MW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하지만, 풍력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생산의 변동
성이 매우 높아 전력계통의 불안정 현상을 야기하
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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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전력계통 수용량을 상회하여 전력계통
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미활용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풍력발전 출력제한 횟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출력제
한 횟수는 3회로 풍력발전량 대비 0.04%에 그치지
만, 2020년 출력제한 횟수는 77회로 풍력발전량 대
비 3.35%에 달한다. 이에 미활용 전력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수전해 시스템과 ESS(energy storage 
system)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인 ESS시스템을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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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주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지역의 공급량을 초과하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MWh급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하여 버려지는 전력을 충전하
고,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MWh급의 ESS를 안정
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모델과 ESS방전 모델을 모델링하
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2MWh급 ESS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wind power generators installed in the Jeju area have already exceeded the supply in the Jeju area and are 
being thrown away.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research on installing a 2MWh-class ESS(energy storage 
system) through a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o charge wasted power and use it in an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stably install a 2MWh class ESS,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model and ESS 
discharge model were modeled and simulated using Matlab Simulink. Through simul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2MWh class ESS operates stably in variou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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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전검증으로, 2MWh급 배터리 방전 모델 및 
전기자동차 충전 스테이션 모델을 모델링하고 다
양한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뮬레이
션 하였다.

Ⅱ.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델링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델은 ESS에서 직류전원을 
받아서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모델이다. 본 논
문에서 구성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모델 구성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델 구성

ESS에서의 직류전압 720V를 입력으로 받고, 이
를 자동차 배터리 전압레벨인 50V로 변환하기 위
해 DC-DC컨버터를 설치하였다. 자동차 배터리 모
델은 50kWh배터리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용량
을 분석한 결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은 최소 
35.94kWh에서 최대 101.5kWh까지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으며, 최근 국내 전기자동차를 기준으로 
64.08kWh가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 2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델이다.

그림 2.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델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델에서 입력되는 전압은 
시나리오 반영을 위해 스위치를 구성하였다. 스위
치의 내부저항은  을 갖고, 스누버 저항은 
 으로 모델링 하였다. DC-DC컨버터는 전압
레벨 720V에서 50V로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
로  간단한 기능구현이 가능한 벅컨버터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일정한 출력전압을 갖도록 벅컨버터
의 제어는 PI제어기를 이용 하였다. PI제어기는 다

음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비례상수(P)는 2, 적분상수(I)는 10으
로 설정하여, 최단시간에 전압 값이 수렴되도록 모
델링 하였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델은 Matlab 
Simulink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모델을 적용하였으
며, 초기 충전된 용량을 20%로 선정하였고, 시뮬레
이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터리의 온도 및 노
화는 제외하였다.

Ⅲ. ESS 방전 및 통합시나리오 모델링

ESS 방전 모델링은 Matlab Simulink에서 제공하
는 Battery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다음 그
림 3은 ESS방전 모델을 포함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스테이션 모델이다. 

그림 3. 2MWh급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모델

ESS방전 모델은 초기 충전상태 90%, 응답속도
는 1초, 전압 720V, 전류 2,800Ah로 모델링 하였
다. 통합 시나리오는 다양한 조건에서 충전 및 방
전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4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4. 통합시나리오 조건

첫 번째 시나리오는 10초 동안 차량 1대가 1번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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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량 3대가 10초 동안 충전을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번, 3번 스테이션에서 차
량 2대가 2초 동안 충전을 하고, 네 번째 시나리오
에서는 3초 동안 모든 차량의 충전을 중지 한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동
일하게 차량 3대가 동시에 10초 동안 충전을 하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5초 동안 충전을 중지 한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ESS 방전 SOC는 다음 그
림 5와 같다.

그림 5. ESS 방전 SOC

ESS 모델은 초기 SOC값 90%를 갖고, 통합시나
리오가 진행된 후 40초 지점에서는 약 89.64% 값
을 갖는다. 통합시나리오에 따라 차량 한 대가 충
전하는 구간인 0~10초에는 6.3%/sec 속도로 방전되
고, 3대가 동시에 충전되는 구간에서는 11.9%/sec t
속도로 방전되었다. 또한, 충전을 하지 않는 구간
에서는 4.6%/sec 속도로 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충전스테이션의 내부회로에 의해 방
전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S 방전
의 전압 값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ESS 방전 전압

차량 한 대가 충전하는 0~10초 구간은 안정적으
로 전압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량 세대가 충전하는 

구간인 10~20초, 25~35초 구간에서는 전압이 773V 
~774V사이에서 매우 불안정 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차량의 충전 수에 따라서 전압드
롭이 발생되었다. 차량이 한 대 충전 할 때에는 
777.3V를 유지하고, 두 대가 충전 할 때에는 
775.3V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 대가 충전 할 때
에는 773V~774V 값을 갖는다.

Ⅴ. 결  론

제주지역 풍력발전기의 미활용 전력은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풍력발전기의 전
력활용을 위해 수전해시스템 및 ESS 구축은 조속
히 진행되어야 하는 국가사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ESS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ESS 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진행결과 차량 두 대가 
ESS의 전력을 충전 할 때에는 안정적은 전압 레벨
을 유지하였지만, 세 대가 충전 될 때에는 전압이 
불안전 해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안정적으로 ESS의 전력활용을 위해
서는 DC-DC컨버터의 추가적 회로 보완이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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