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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h급 레독스흐름전지의 부하이전용 최적운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

Analysis of Electricity Cost Saving Effect by the Optimal load shifting Operation 

with 1MWh Redox Flow Battery

백 자 현* ․ 고 은 영* ․ 강 태 혁** ․ 이 한 상*** ․ 조 수 환†

(Ja-Hyun Baek ․ Eun-Young Ko ․ Tae-Hyuk Kang ․ Han-Sang Lee ․ Soo-Hwan Cho)

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energy storage systems such as LiB, NaS, RFB(Redox-Flow Battery), Super- capacitor, pumped 

hydro storage, flywheel, CAES(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and so on have received great attention as practical solutions 

for the power supply problems. They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 of peak shaving, load leveling and frequency regul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SS(energy storage system). This paper will focus at 1 MWh RFB system, which is 

being developed through the original technology project of energy material. The output of ESS is mainly characterized by 

C-rate, which means that the total rated capacity of battery will be delivered in 1 hour. And i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ESS operation scheduling. There can be several options  according to the operation intervals 15, 30 and 60minutes. The 

operation scheduling is based on the optimization to minimize the daily electricity cost. This paper analyzes the cost-saving 

effects by the each operating time-interval in case that the RFB ESS is optimally scheduled for peak shaving and load 

le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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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전력 소비량과 최대 전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29년까지 연평균 2%대의 증가율이 예측된다. 이러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전력공급 설비의 확충은 필연적이나, 최대수요전력

의 대응을 위한 설비 확충은 설비의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발전설비의 확

충으로 인한 유휴 전력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최대부하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어 전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

다[1]. 

ESS는 크게 양수발전, 압축공기에너지저장장치(CAES), 플라이

휠 등의 비배터리 방식과 슈퍼캐패시터와 이차전지 등의 배터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그 중 이차전지의 경우 소재에 따라 리튬이

온전지, 납축전지, 레독스흐름전지(RFB, Redox Flow Battery) 등

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전지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양수발전 등 다른 ESS와 비교했을 

때, 신속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2,3]. 

레독스흐름전지(RFB)는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전해액의 화학

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장치이다. 용량을 결정하는 전해액 탱크와 출력을 결정하는 

전지스택, 펌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해액 탱크와 스택의 분리가 

가능해 용량과 출력의 독립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수명이 

10년~15년으로 다른 전지들에 비해 길고,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

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에너지밀도가 낮아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용량화가 될수록 설치면적이 작아지고 가격이 낮아져 

대용량 ESS로 적합하다[4,5].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와 수요관리

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용량 ESS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에서, 레독스흐름전지의 긴 수명과 저렴한 초기 투자비용은 대용

량 ESS로서 매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연료전지와 시

스템이 유사하여 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레독스흐름전지의 경쟁력에 주목하여 많은 기업들이 레독스

흐름전지의 대용량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용량 Zn-Br RFB 소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1MWh급 대용량 레독스흐름전지의 활용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레독스흐름전지는 장주기 ESS로, 장시간동안 방전을 지속할 

수 있어 부하이전용으로 적합하다. 전력의 저장은 주로 심야에 

이뤄지고, 방전은 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야의 전력 부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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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해소시켜 부하율과 설비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전제한을 통해 연간 최대수요전력을 줄여 기본요금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2]. 

현재까지 ESS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다양한 스케줄링 기법

과 경제성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수용가

의 전기요금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ESS의 용량 결정을 위한 연

구, 도시철도부하에서의 ESS의 수명감소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케줄링 기법 등이 그 예이다[6,7]. 또한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

한 ESS의 경제성 분석과 부하이전용도로 사용되는 장주기 대용

량 ESS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8,9].

레독스흐름전지는 타 전지들에 비해 반응이 느린 편이다. 그러

나 대상이 되는 레독스흐름전지의 용량이 1MWh로 대용량인 점

을 감안할 때, 느린 속도로도 충분히 많은 전력량을 방전할 수 

있어 수요이전용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ESS를 수요이전용으로 이용할 경우를 목적으로 하여 레독스흐름

전지의 속도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1일 ESS 시간단위별 

충·방전 스케줄링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운전주기가 짧아질수록 

동작횟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높은 속도의 동작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운전주기를 15분, 30분, 60분주기로 나

눠 각각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대용량 레독스흐름전

지의 용량은 개발목표수준인 1MWh로 정하였고, 최대 충·방전률

은 레독스흐름전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1C로 가정 하였다. 운전주

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에 앞서, 제시된 방법의 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 ESS 운전방법 적용 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각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비교해 ESS 최적운전방법을 

제시한다. 사례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빌딩을 대상으로 제시

된 ESS 운전방법들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수전제한을 

적용 하였을 경우의 전기요금과 비교해 ESS 최적운전방법을 제

시한다.

2. 수요이전용 ESS 최적운전을 위한 고려사항

2.1 전기요금 구성 체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종별로는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그

리고 산업용 등으로 분류되며, 계약전력에 따라 300kW 미만인 

경우 ‘갑’, 그 이상인 경우 ‘을’로 구분된다. 또한 수용가의 부하율

과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을 고려하여 유리한 전기요금을 선

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사항이 제공된다.

선택사항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달라진다. 기본요금

은 요금적용전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최대수요 전력계가 설치

된 경우에는 검침당월을 포함하여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

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

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를 넘을 경우, 이를 요금

적용 전력으로 정한다. 전력량요금은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에 의

해 결정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중 영향이 큰 요소를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 중 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요금제에 

적용되는 계절별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간과 전기요금단가

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

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를 부과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ESS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8,230

시간대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시간대 봄, 여름, 가을 겨울

경부하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표 1 일반용(을) 전기요금표(2013. 11. 21)

Table 1 Electric Rates Table for General Service(B)

2.2 전지특성

2.2.1 전지속도특성

전지의 속도특성은 C-rate를 이용해 나타낸다. 이는 1시간 동

안 충전되는 전류의 역수 값으로, 1C는 1시간동안 전지용량 1배

의 용량을 충·방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지의 속도특성은 전

류의 크기와 연관되며, 전류 값의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이

용해 속도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전류를 인가해 시

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정전류시험법이라 하

며, 측정값은 그림 1-(a)와 같이 나타난다. 이때, 전압과 시간의 

곱은 충·방전 가능한 에너지, 즉 전력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C-rate가 높을수록 방전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해액의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얻는 전지의 특성상, 전지의 방전속도가 빨라지면서 반응물질들

의 저항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지의 

특성상 방전속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곡

선접합을 통해 실제 전지 전압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추정하고, 

운전주기를 구분한 후 각각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2.2.2 곡선접합을 이용한 전지특성 함수화

전지의 충·방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저하되는 특성을 수

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곡선접합(curve fitting)을 이용한다. 곡

선접합은 일련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함수를 도출하는 것으로, 회귀분석과 보간법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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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rate별 출력효율 곡선접합과정 (a) 방전곡선예시, (b)

방전 전력량, (c) 운전주기별 방전 전력량

Fig. 1 Curve-fitting of Output Efficiency for Various C-rates

(a) Example for Discharge curves, (b) Discharge 

Energy, (c) Estimated Discharge Energy by Operating

Intervals

전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압 변화는 그림 1-(a)와 같이 지수

함수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지수모델을 이용해 함수 값을 추정

한 후, 시간에 따른 전압 값으로 변형하여 출력 전력량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시간에 따른 출력 전력량은 방전전류가 작을수록, 

즉 낮은 충·방전률로 방전이 이루어질수록 이상적인 출력 전력량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ESS의 운전주기를 15분, 

30분, 60분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시간의 이

상적인 출력 전력량 대비 실제 출력 전력량을 다항식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다항식 회귀분석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추정할 

모델이 ESS의 출력 전력량에 대한 모델이므로 (0,0)의 값을 지나

야 한다는 점이다. 

추정하고자 하는 다항식이 식 (1)과 같을 경우, 는 0이 된다

(식 (2)). 이때, 는 실제 함수를, 은 접합을 통해 추정된 함수

를 의미한다. 데이터들을 2차 다항식으로 접합할 경우 그 과정은 

식 (3)과 같으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 는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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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은 각 시간단위의 ESS 충·방전량( )를 의미하며 추

정되는 값은 효율함수  의 출력을 의미한다. 추정된 전

지 효율함수는 방전전류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3. ESS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

3.1 ESS 운전방법

ESS의 운전방법은 부하의 변화를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

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부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은 가장 기본적인 ESS 운전방법으로, 전력량 요금이 저렴한 경부

하 시간에 ESS를 완전히 충전하고, 전력량 요금이 비싼 최대부하 

시간에 충전한 전기를 동일한 양으로 나눠 방전하는 방법이다. 

부하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전력량 요금 최소화를 목적

으로 하는 최적화 문제를 이용해, 시간단위별 ESS 충·방전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전

기요금을 계산하고, ESS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비교한다.

기본 ESS의 운전방법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에 

ESS를 충전하고, 최대부하시간에 고르게 방전하는 방법이다. 운

전의 간편함을 위해 추가적인 수학적계산은 시행하지 않는다. 최

대수요전력이 최대부하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방법을 통

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3.2 ESS 운전주기

ESS의 운전주기별 특징은 전지의 속도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다. 운전주기별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비교기준이 되는 기준운전

주기를 15분으로 정하고, ESS를 15분, 30분, 60분 주기로 ESS를 

운전하는 경우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절감효과를 비교한다. 기준

운전주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중인 ‘i-smart’를 참고하여 

15분으로 정하고, 레독스흐름전지의 최대 충·방전률을 1C로 가정

해 비교 운전주기를 60분으로 정한다. 또한 속도특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과 정확한 수요 추종에 따른 전력량요금 절감효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0분 운전주기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ESS를 15분 주기로 운전할 경우 60분주기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신속한 반응

은 15분주기 운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를 통해 전력량요금의 

감소효과가 증대된다. 반면 운전주기가 짧아질 경우 더 높은 속

도로 충·방전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15분으로 운전할 경우 하

루 동안 96번의 동작을 해야 하므로 24번 동작하는 60분주기 운

전에 비해 높은 속도로 동작해야할 가능성이 커져, ESS의 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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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15분주기 운전과 60분주기 운전을 비교할 때, 그림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60분주기는 0분의 데이터

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0분의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나

타난다. 그림 2-(a)와 같이 높은 충·방전률로 60분 동안 방전할 

경우에는 필요한 양만큼만 방전하는 15분주기 운전에 비하여 비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방전하게 된다. 반면 그림 2-(b)와 같이 

ESS가 낮은 충·방전률로 운전될 경우, 15분주기로 운전하는 경우

보다 더 높은 효율로 ESS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c)와 같이 

중간정도의 충·방전률로 60분주기 운전이 결정될 경우에는 15분 

주기로 ESS를 운전 시 절감된 전력량요금과 높은 속도의 방전으

로 인한 전력손실을 고려하여 60분주기로 운전할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운전주기별 방전량 (a) 높은 충·방전률, (b) 낮은 충·방

전률, (c) 중간 충·방전률

Fig. 2 Discharge Amount by Operating Intervals (a) High 

Discharge rete, (b) Low Discharge rete, (c) Middle 

Discharge rete

이와 같이 짧은 주기로 ESS를 운전할 경우, 신속한 반응으로 

인한 전력량요금 감소효과와 동작횟수의 증가로 인한 저효율동작 

증가 등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5분, 30분, 60분을 ESS의 운전주기로 정하

고, 각 운전주기에 대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하여 대상부하

에 대한 최적의 ESS 운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효율을 고려한 ESS 충·방전 스케쥴링 최적화 모델

부하의 변화를 고려해 ESS를 운전할 경우, 시간단위별 부하정

보를 기반으로 전력량요금을 최소화시키는 최적화 모델이 필요하

다. 최적화 모델은 결정변수, 목적함수 그리고 제약조건으로 구성

되는데, 앞서 언급한 운전주기에 따라 결정변수와 제약조건이 달

라진다.

ESS 충·방전 최적화 모델에서의 결정변수는 시간단위별 ESS 

충·방전량으로, 양의 값은 충전을, 음의 값은 방전을 의미한다. 

최적 스케줄링은 하루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운전주기에 따라 

단위시간이 달라져, 15분, 30분, 60분 운전주기별 각 96개, 48개 

그리고 24개의 결정변수가 설정된다. 시간단위 충·방전량과 전력

조절장치(PCS, Power Control System)의 입·출력식의 관계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이때, 효율함수 는 곡선접합을 통해 

추정된다.

         ≧

 ×  
(5)

  번째입·출력
  번째충·방전량
   의효율적용함수값
  효율

전력량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별로 다르므로, 각 시

간의 요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목적함수를 구성한다. 단위시간별

로 계통으로부터 받는 전력을 라 했을 때, 이 값은 각 시간의 

수요( )와 PCS 입·출력( )에 의해 달라진다. ESS 충전 시에

는 PCS 부호가 양수가 되어 전체적인 부하가 증가한 형태가 되

고, 방전 시에는 PCS 부호가 음수가 되어 부하가 실제수요보다 

감소한 형태가 된다(식(7)). 목적함수는 식 (6)과 같다.

      
  



 × (6)

       (7)

 운전주기에따른단위시간구간의개수
분개 분개 분개

  번째에계통으로부터받는전력량 
  번째에계통으로부터받는전력의가격 원
  번째수요

제약조건은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한다. 속도특성에 대한 제약조

건은 레독스흐름전지의 속도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시간동안의 

ESS의 충·방전량을 제한하는 조건이다. 이는 운전주기에 따라 다

른 값이 되므로, [kWh]단위인 ESS 용량을 운전주기 단위의 용

량으로 변형한 후, 최대 충·방전 속도를 곱하여 계산한다(식 (8)). 

  × ×


(8)

 ≦ ≦ (9)

  속도특성제약조건
  최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약조건은 SOC(State Of Charge)와 계통

으로부터 수전 받는 전력량에 대한 제한이 있다. SOC 값은 전지

의 현재 충전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 SOC 제약조건은 ESS 충·방전이 전지의 용량 내에서 이뤄

지도록 제약한다. 처음 SOC의 초기 값 는 최소 SOC로 정

하고, 이후에는 전날 마지막 SOC값(   )으로 한다. 레독

스흐름전지는 SOC 운영범위에 대한 수명의 영향이 적어서 

0~100% 용량 전 범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SOC 제약조건은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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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

  ≤ ≤ (11)

    번째의 
   용량
  기준운전주기

수전 받는 전력량에 대한 제한은 계통으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량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피크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

상이 되는 ESS는 부하이전 용도로의 사용되므로 역송전을 고려

하지 않으며, 수전제한의 최솟값은 0으로 설정한다. 수전제한 최

댓값은 수용가가 원하는 피크 절감량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수전

제한 최댓값을 최대 수전한계점으로 설정할 경우 큰 기본요금 절

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대수전한계 값은 최대수요 발생 일

에 대하여 수전제한 값을 감소시켜가면서 최적화를 반복 시행해 

얻을 수 있다.

           ≤≤lim  (12)

lim 피크절감목표값

3.4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방법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최적화 모델을 이용하여 운전주기별 1일 전기요금을 계산한 후, 

계산된 값들을 기준운전주기 단위로 변형해야한다. 전기요금 절

감효과의 분석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기준운전주기를 설정한 후, ESS 충·방전 스케줄링 모델을 이

용해 운전주기별 시간단위 ESS 충·방전량을 구한다. 구해진 결과

를 운전주기별 전기요금을 기준운전주기로 변형한 후, 기본요금 

계산을 위해 최대수요전력을 찾는다.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의 

30%값과 비교하여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고, 기본요금을 계산한

다. 계산된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월간 전기요금을 계산한 후, 운

전주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그림 3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방법

Fig. 3 Analysis of Electricity Cost Saving Effect

비교운전주기의 1일 ESS 시간단위별 충·방전량 최적화 결과를 

기준운전주기 값으로 변형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 4 흐름도와 같

다. 이때, 는 최적화 결과 값을 의미한다. 

그림 4 ESS의 충·방전량 최적화 결과 변형과정

Fig. 4 Modification of Optimized Results

4. 사례연구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모델을 이용

해 ESS 시간단위별 충·방전량을 결정한 후, 각 운전주기별 전기

요금을 계산한다. 사례연구에서는 부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고려하는 경우의 ESS운전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비교한다.

레독스흐름전지의 속도특성에 대한 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적

용해 기본 ESS 운전방법의 전기요금과 최적화를 이용한 방법의 

운전주기별 전기요금을 산정한다. 최종적으로 각 경우의 전기요

금 절감효과를 비교해 대상이 되는 수용가에게 적합한 ESS 최적

운전방법을 제시한다.

4.1 사례연구 배경

대상이 되는 부하는 서울에 위치한 빌딩으로 일반적인 사무실 

부하패턴을 가지며, 연간 최대수요전력이 약 3,270kW, 하루평균 

전력수요가 32MWh 정도이다. 사례연구는 2012년 1년간의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기요금은 일반용(을) 고압A, 

선택Ⅱ요금제(표 1)을 적용하였다. ESS의 용량은 1MWh, PCS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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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출력은 ESS 60분주기 운전 시 1C의 출력을 내기위해 1,000kW

로 설정하였다. 이때, PCS의 효율은 0.96, 전지의 효율은 회귀분

석을 통해 얻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4.2 레독스흐름전지 속도특성 추정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Zn-Br 레독스흐름전지는 다른 전

지들에 비해 느린 속도 특성을 가진다. C-rate 증가에 따른 전압

강하를 고려해 대상 전지의 최대 C-rate를 1C로 가정하였다. 레

독스흐름전지의 방전 시 전류용량에 따른 전압변화를 지수모델로 

추정했을 경우, 추정모델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RMSE와 는 각

각 평균 9.4986과 0.99824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추정된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출력 전력량을 

구하고, 15분, 30분, 60분에서의 이상적인 출력과 실제출력을 계

산한다. 계산된 값들을 2차 다항식 접합을 이용해 수학적 모델로 

나타내고, 이를 살펴보면 방전전류가 낮은 상태, 즉 낮은 C-rate

에서 비교적 높은 효율로 방전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C-rate에 따른 출력 값을 이상적인 출력 값에 대한 실제 출력 

값으로 변형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일반적인 레독스흐름전지

의 효율로 알려진 75%와 비교해보면, 한 시간 동안 출력해야하

는 방전량이 적을수록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 시 레독스흐름전지 충전전류별 전류용량에 따른 전압 변

화는 방전전류별 전압강하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를 고려

해 충전에 대한 효율함수는 전류용량별의 전압 값들의 평균점들

을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전류용량별 평균점들을 사용하

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충전시의 효율함수는 선형

함수 형태이다.

그림 5 이상적인 출력 대비 실제 출력 추정결과

Fig. 5 Ideal Output vs. Estimated Output

4.3 기본 ESS 운전방법

충·방전 기본 단위는 레독스흐름전지의 용량과 운전속도를 고

려하여 매 시간 250kWh로 설정하였다. 레독스흐름전지의 효율은 

앞서 추정한 효율함수를 적용하였다. 해당 방법의 구체적인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경부하 시간 01:00~05:00 총 4시간 동안 

매시간 250kWh씩 충전하고, 이후 최대부하시간에 순차적으로 4

시간 동안 250kWh씩 방전하는 패턴을 적용하였다. 대상 부하의 

경우, 최대수요전력이 경부하 시간에 발생해 기본요금 절감효과

를 얻을 수 없다(그림 6). 

 그림 6 기본 ESS 운전방법 예시

 Fig. 6 Example for Basic Operation of ESS

ESS 적용 전 기본운전방법

연간 기본요금[원] 326,476,800

연간전력량요금[원] 1,169,431,856 1,152,563,262

총 전기요금 [원] 1,700,848,140 1,681,668,540

전기요금 절감률 - 1.128%

표 2 ESS 기본운전 전기요금

Table 2 Electricity Cost of Basic Operation of ESS

결과를 살펴보면 ESS운전을 통해 기본요금 절감효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량요금의 절감으로 인해 1.128%의 전

기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즉, ESS를 기본운전 방법으로 운전

할 경우, 연간 약 1,9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제시하는 운전방법들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4.4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절감효과 분석

15분, 30분, 60분 등 다양한 운전주기로 ESS를 운전할 경우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비교해보면, 높은 속도의 동작으로 인한 전

력량 손실과 ESS 동작에 따른 전력량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짧은 주기로 ESS를 운전할 경우, ESS 동작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높은 속도로 동작해야할 확률이 높아져 전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긴 주기로 ESS를 운전할 경우, 부하에 대한 추

종효과가 떨어져 요금적용전력이 실제 최대수요전력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운전주기별 전기요금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부하에 적합한 ESS 최적

운전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속도특성으로 인한 효율저하를 고려하는 동시

에,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절감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수전제

한이 없는 상황과 수전제한을 최대수전한계점으로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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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5분주기 최적운전 예시

Fig. 7 Optimal Operation: 15 minutes

그림 8 30분주기 최적운전 예시

Fig. 8 Optimal Operation: 30 minutes

그림 9 60분주기 최적운전 예시

Fig. 9 Optimal Operation : 60 minutes 

15분주기 운전

요금적용전력 [kW] 3,270

연간 기본요금 [원] 326,476,800

연간 전력량요금 [원] 1,147,056,211

총 전기요금 [원] 1,671,391,600

전기요금

절감률

ESS 적용 전 1.732%

기본방법 0.611%

30분주기 운전

요금적용전력 [kW] 3,265

연간 기본요금 [원] 325,977,600

연간 전력량요금 [원] 1,146,385,771

총 전기요금 [원] 1,670,629,300

전기요금 절감률
ESS 적용 전 1.777%

기본방법 0.656%

60분주기 운전

요금적용전력 [kW] 3,311

연간 기본요금 [원] 330,570,240

연간 전력량요금 [원] 1,152,417,654

총 전기요금 [원] 1,677,487,550

전기요금 절감률
ESS 적용 전 1.373%

기본방법 0.249%

표 3 ESS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lectric Charges by Operating 

Intervals (15, 30 and 60min)

그림 10 최대수요전력에 의한 최대수전량 제한

Fig. 10 Limit of Received Power by Maximum Power Demand 

Setting

그림 11 최대수전한계에 의한 최대수전량 제한

Fig. 11 Limit of Received Power by Maximum Power 

Receiving Setting

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수전제한이 없는 경우, 즉 최대수요전력을 최대수전제한으로 

적용하는 경우 ESS 스케줄링 최적화 결과를 기준운전주기 단위

로 변형한 결과는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부하’는 대상 수용가의 부하량을, ‘ESS 충·방전량’은  

를 통해 추정되는 ESS를 충·방전하기 위한 전력량을 의미한다. 

‘수전’은 계통으로부터 사오는 각 단위시간별 전력량을 의미하며, 

전력량요금 책정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SOC’는 ESS의 충전상

태(State Of Charge)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전 단위시간의 ESS 

운전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위시간의 SOC 값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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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주기 운전

요금적용전력 [kW] 3,068

연간 기본요금 [원] 306,309,120

연간 전력량요금 [원] 1,147,247,980

총 전기요금 [원] 1,652,694,420

전기요금

절감률

ESS 적용 전 2.831%

기본방법 1.723%

30분주기 운전

요금적용전력 [kW] 3,198

연간 기본요금 [원] 319,288,320

연간 전력량요금 [원] 1,146,564,792

총 전기요금 [원] 1,666,674,980

전기요금

절감률

ESS 적용 전 2.009%

기본방법 0.892%

60분주기 운전

요금적용전력 [kW] 3,260

연간 기본요금 [원] 325,478,400

연간 전력량요금 [원] 1,148,319,727

총 전기요금 [원] 1,675,708,470

전기요금

절감률

ESS 적용 전 1.478%

기본방법 0.354%

표 4 최대수전제한을 적용한 ESS운전주기별 전기요금

Table 4 Electricity Cost by applying Limit of Received Power

표 3의 전기요금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30분주기로 운전했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률이 가장 높다. 이는 ESS 30분주기로 ESS를 

운전할 경우, 정확한 수요변화 추종으로 인한 전력량요금 절감효

과와 빠른 동작 속도로 인한 효율저하가 적절히 트레이드오프 됐

음을 의미한다. 가장 절감률이 높은 30분주기 운전 시 절감률은 

1.777%이며, 절감액은 연간 약 3,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수전제한을 최대수전한계점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대수전

한계점의 계산이 선행돼야 한다. 최대수전한계점은 피크부하 발

생일의 15분주기 수요데이터를 이용해 산정한다. 수전제한을 감

소시키며 최적화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

는 지점이 발생한다. 이 지점이 최대수전한계점으로, 사례연구에

서의 최대수전한계점은 3,068kW이다. 최대수요전력 발생 일에 

대하여, 수전제한 최댓값을 최대수요전력 이하의 값으로 설정하

지 않은 경우와 최대수전한계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의 최적화 결

과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수전제한을 피크(최대수요전력) 값으로 적용하는 경우, 피크 

인근 시간대의 부하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

부하 시간에 ESS를 충전한다. 반면 수전제한을 최대수전한계 값

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전제한 값 이상으로 부하가 올라갈 경

우 ESS를 방전해 이를 감당하고, 최대부하시간 이전에 충분히 전

력의 저장이 이뤄지지 않아 전력량요금 절감효과가 감소한다. 수

전전력한계를 최대수전제한으로 설정하는 경우 계산된 전기요금

과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표 4와 같다.

최대수전한계는 3,068kW로, 피크 점을 수전제한점으로 적용하

는 경우와 비교하여 15분 주기로 운전할 경우 최대 6.177% 

(2,016만원)의 기본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전력량요금은 30분주기 운전 시 가장 적으나, 운전주기가 길어

지면 부하의 추종이 어려워져 수전제한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이

로 인해 요금적용전력이 상승해 기본요금이 증가한다. ESS를 15

분주기로 운전할 경우, ESS 적용 전과 기본 운전방법에 대한 전

기요금 절감효과는 2.831%와 1.723%로 나타났으며, 수전제한 적

용 전에 비해 절감효과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ESS 적용 전, 기본 운전방법 그리고 수전제한 적용 전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 금액은 각 4,815만원, 2,900만원, 1,790만원

으로 산정되었다.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대상 수용가에 가장 적합

한 ESS 부하이전용 최적운전 방법은, 최대수전한계점을 최대수전

제한으로 설정한 최적화모델을 이용해 15분주기로 충·방전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타 수용가에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부하의 단주기 변동성이 운전주기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MWh급 레독스흐름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주기별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한 

최적운전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적 운전주기가 결정되면, 해당 운

전주기에 맞게 결정변수와 제약조건들을 조정하여 최적화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레독스흐름전지의 속도특성을 모델링

하고, 최적화 문제를 통해 찾아진 최대수전한계점을 최대 수전제

한으로 적용하였으며, 최적화를 이용해 운전주기별 1일 ESS 시간

단위별 충·방전량을 구하였다. 구해진 결과를 기준운전주기인 15

분주기로 결과를 변형하고, 각각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최적운전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였다.

사례연구 결과 수전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하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종하여 발생하는 전력량요금 감소효과와 ESS 동작 

횟수 증가로 인한 전력손실 효과가 적절하게 트레이드오프 된 

30분주기 운전이 절감효과가 가장 좋았다. 그러나 운전주기가 길

어질수록 부하의 추종이 어려워져 15분주기로 운전할 경우 전기

요금 절감효과가 가장 좋았다. 또한 수전제한 적용 여부에 따른 

피크시간대의 ESS 충·방전 차이를 확인 하였다. 수전제한 적용 

시, 대상 부하의 피크 발생 시간대인 경부하 시간에 ESS를 방전

했음에도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수전제한 적용 전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절감효과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ESS에 대한 더 많은 실험데이터들을 이용할 경우 더 정

확한 출력 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ESS의 구체적인 

특성과 수명과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경제성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각 수용가에게 적합한 운

전방법과 ESS 용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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