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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AD/EMTDC를 이용한 MW급 ESS용 성능평가설비 모델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ing Method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MW Scaled 

Energy Storage System Using the PSCAD/EMTDC

강 민 관* ․ 최 성 식* ․ 박 재 범* ․ 남 양 현* ․ 김 응 상** ․ 노 대 석

(Min-Kwan Kang ․ Sung-Sik Choi ․ Jae-Beom Park ․ Yang-Hyeon Nam ․ Eung-Sang Kim ․ Dae-Seok Rho)

Abstract - The energy storage system(ESS) is a core component for exchanging the power system structure of the 

unidirectional power flow into a bidirectional structure. Its important role has been increasing because it has multiple 

functions such as output stabiliz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demand management, frequency regulation, etc. Howev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of ESS in korea is lower than one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 recognition of 

standardization is also lack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Furthermore, in order to more accurately and reliably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ESS in advanced countries, it has been required to perform not only performance testing by H/W devices 

but also performance verification by S/W tool.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testing of ESS by S/W tool, this 

paper proposes the modeling method of performance testing devices for MW scaled ESS by using the PSCAD/EMTDC S/W, 

based on real testing devices in domestic institute.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proposed modeling method,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odeling method is a useful tool for performance validation of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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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신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의 규

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을 37%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

원의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출력이 불안전한 신재

생에너지전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

고 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수요와 공급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력예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신뢰성

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ESS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출

력 안정화, 수요관리 및 주파수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1].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ESS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이 떨어지고, 표준화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ESS의 성

능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H/W에 의한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S/W에 의한 성능검증도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W에 의한 ESS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시험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MW급 성능

평가 설비를 바탕으로 PSCAD/EMTDC를 이용하여, ESS 성능평

가 설비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S/W 시뮬레이션으로 

ESS 성능 및 계통연계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PSCAD/EMTDC

를 이용하여 MW급 ESS, 배전계통, 그리드시뮬레이터 및 LVRT

장치 및 부하 등으로 구성된 MW급 ESS의 성능평가 설비를 모

델링하였다. 또한, 제안한 각 구성요소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다양

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MW급 ESS의 유·무효전력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계통연계 시의 전력품질(Sag, Swell)과 

LVRT 특성 등을 구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링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MW급 ESS용 성능평가 설비 구성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MW급 ESS 및 PCS 성능시험이 가능한 

성능평가 설비가 그림 1과 같이 구축되어 있다. 이 시험설비는 

ESS와 PCS의 성능시험과 계통연계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드 시뮬레이터, LVRT, DC 전원공급장치, 모의부하, 공조 설

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그리드시뮬레이터는 실 계통과 

동일한 조건의 각종 외란을 제공하여 ESS의 계통연계기준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LVRT 시험 장치는 연계점의 순시전

압강하에 대한 ESS의 전력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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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W급 ESS 성능평가 설비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MW Scaled ESS 

3. MW급 성능평가 설비 모델링

H/W에 의한 성능시험과 S/W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하여 신뢰성 있는 ES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전기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성능평가 설비를 대상으로 PSCAD/ 

EMTDC를 이용하여 MW급 ESS 성능평가 설비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6-11].

3.1 MW급 ESS 모델링

목표로 하는 ESS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출력값을 얻기 위

하여, ESS의 출력을 결정하는 d-q축의 기준전류(   ,    )

를 산정하여야 한다. 즉, ESS의 기준링크전압과 목표전력을 의한 

DC 링크전압을 서로 비교하여 전압차를 구하고, 전압차를 PI제어

에 의하여 전류로 변환하면 d-q축의 기준전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d-q축의 기준전류를 구하는 식을 나타내면 식 (1)과 식 

(2)와 같다.

    

  

        (1)

     

  

        (2)

여기서,    : ESS 출력을 위한 d축 기준전류,    : ESS 

출력을 위한 q축 기준전류,   
 : 기준 DC 링크전

압,    : 목표 DC링크전압

 

또한, d-q축 기준전류가 음의 값을 가질 때 ESS를 충전하고, 

양의 값을 가질 때 ESS를 방전하기 위하여, 기본 전류제어 알고

리즘에 적용하면 식 (3)과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     (4)

여기서,  ,  : 인버터 출력을 위한 d-p축 전압,  ,  : 

d-q동기좌표계에 의한 계통전류,  : 계통의 순시전압 

상기의 식 (3)과 식(4)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전류제어 알고리

즘을 모델링하면 그림 2와 같다.

(a) 전류제어 모델링(d축)

(b) 전류제어 모델링(q축)

그림 2 전류제어 모델링

Fig. 2. Modeling of current controller

한편, 상기의 d-q축의 기준전류를 구하는 관계식 식 (1)과 식 

(2)를 전류제어 알고리즘인 식 (3)과 식(4)에 적용하여, 정전류원

으로 충·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ESS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

다.

그림 3 MW급 ESS 모델링

Fig. 3. modeling of MW scaled ESS 

 3.2 배전계통 모델링

ESS가 실 계통에 연계된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

여, PSCAD/ EMTDC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배전용변전소와 

배전선로를 모델링하였다. 즉,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른 특성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LVRT용 변압기, DC power supply

용 변압기, 그리드시뮬레이터용 변압기 등 z 4대의 변압기로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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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전계통 모델링

Fig. 4. Modeling of distribution system 

3.3 그리드시뮬레이터 모델링

실 계통과 동일한 조건을 모의하여 계통외란에 대한 반응과 

연계기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드시뮬레이터를 

그림 5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순시전압강하 시험장치는 그림 5

의 (a)와 같이 선로용 임피던스와 저항으로 구성하였고, 순시전압

상승 시험장치는 그림 5의 (b)와 같이 선로용 임피던스와 커패시

터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여기서, 선로용 임피던스 및 저항, 커

패시터 요소는 계통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 순시전압강하(Sag) 모델링

(b) 순시전압상승(Swell) 모델링

그림 5 그리드시뮬레이터 모델링

Fig. 5 Modeling of grid-simulator

 3.4 LVRT 시험장치 모델링

계통에 대용량의 분산전원이 급증하면서 계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사고 발생 시 일정시간 동안 계통 연계를 유지할 뿐만 아

니라 전압 감소율에 따라 무효전류를 계통에 공급하여 계통 안정

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계점의 순시전압강하

에 대한 ESS의 전력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6의 (a)와 

같이 선로용 임피던스와 저항으로 LVRT 장치를 구성하였다. 또

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LVRT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PSCAD/EMTDC에서 제공하는 Timed fault logic component를 

이용하여, 사고 및 순시전압강하 지속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림 6의 (b)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a) LVRT 모델링

(a) 사고 제어 모델링 

그림 6 LVRT 시험장치 모델링

Fig. 6 Modeling of LVRT test device 

 3.5 부하 모델링

부하는 R부하와 L부하, C부하를 MC로 조합하여 다양한 역률

(지상과 진상역률) 및 계통 조건을 모의할 수 있도록 그림 7과 같

이 모델링하였다. 즉, R(저항)부하는 10[kW]~2[MW] 범위로 조절

이 가능하고, L(리액터)과 C(콘덴서)부하는 10[kVA]~1[MVA] 범

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7 부하 모델링

Fig. 7 Modeling of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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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체 성능평가 설비 모델링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PSCAD/EMTDC를 이용하여, ESS, 배

전계통, 그리드시뮬레이터, LVRT장치 및 부하 등으로 구성된 

MW급 ESS의 성능평가 설비를 모델링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No.1 부분은 배전계통, No.2와 No.3은 그리드 시뮬레이터, 

No.4는 부하, No.5는 LVRT, No.6은 ESS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전체 성능평가 설비 모델링

Fig. 8 Total modeling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4. MW급 ESS의 성능평가 설비의 특성 분석

 4.1 시뮬레이션 조건

본 논문에서 제안한 MW급 ESS 성능평가 설비 모델링의 유용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W급 ESS의 출력 특성과 그리드시뮬레

이터 및 LVRT의 제어특성을 분석 하였다. 표 1은 그리드시뮬레

이터와 LVRT 제어를 위한 시험조건으로 전압의 변동크기와 지

속시간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켰다. 즉, 그리드시뮬레이터는 0.5e, 

1.5e, 2.5e에 전압강하와 전압상승이 0.15e 동안 지속되도록 

설정하였고 LVRT는 0.5e, 1.5e, 2.5e에 전압강하가 발생하여 

각각 0.15e, 0.2e, 0.3e 동안 지속되도록 상정하였다. 

 

표 1 시험조건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Sag
전압강하크기(p.u) 0.7, 0.6, 0.55

발생 시간(s) 0.5~0.65, 1.5~1.65, 2.5~2.65

Swell
전압상승크기(p.u) 1.1, 1.2, 1.22

발생 시간(s) 0.5~0.65, 1.5~1.65, 2.5~2.65

LVRT
전압강하크기(p.u) 0.7, 0.6, 0.55

발생 시간(s) 0.5~0.65, 1.5~1.7, 2.5~2.8

 4.2 MW급 ESS의 특성 분석

 
MW급 ESS 모델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SS의 출력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림 9와 같이 충·방전시의 유효전력 및 무

효전력의 출력값이 목표치로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

서,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목표 출력값은 각각 1[MW], 

0[MVAR]이다.

(a) ESS 충전특성

(b) ESS 방전특성

그림 9 ESS의 출력 특성

Fig. 9 Output characteristics of ESS 

 4.3 성능평가 설비의 특성 분석

 (1) 그리드시뮬레이터의 특성 분석

그리드시뮬레이터의 순시전압강하 제어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상기의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라 순시전압강하 특성을 분석하

면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의 시험조건에 따라 전

압강하 발생 시점인 0.5e, 1.5e, 2.5e에 전압강하가 각각 0.15

e 동안씩 지속되고, 전압강하 크기도 설정한 조건(0.7Pu, 0.6Pu, 

0.55Pu)과 동일하게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순시전압강하 특성

Fig. 10 Characteristics of 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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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리드시뮬레이터의 순시전압상승 제어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기의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라 순시전압상승 특성을 분

석하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의 시험조건에 따라 

전압상승 발생 시점인 0.5e, 1.5e, 2.5e에 전압상승이 각각 

0.15e 동안씩 지속되고, 전압상승 크기도 설정한 조건(1.1Pu, 

1.2Pu, 1.22Pu)과 동일하게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순시전압상승 특성

Fig. 11 Characteristics of Swell 

(a) 그리드시뮬레이터의 순시전압강하(Sag) 파형

(b) 그리드시뮬레이터의 순시전압상승(Swell) 파형 

그림 12 그리드시뮬레이터 파형

Fig. 12 Waveform of grid-simulator 

또한, 실제의 그리드시뮬레이터의 전압강하 및 전압상승에 대

한 특성을 분석하면 그림 12와 같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상기의 

모델링에 의한 결과와 실제 그리드시뮬레이터의 특성이 거의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LVRT 특성 분석

LVRT의 제어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압강하 크기와 전압

강하 지속시간이 단계별로 변경되도록 표 1과 같은 조건하에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그림 13과 같다. 전압강하 발생시간이 0.5

e에는 전압강하 크기가 0.7Pu 이고 지속시간은 0.15임을 확인하

였고, 전압강하 발생시간이 1.5e에는 전압강하 크기가 0.6Pu이고 

지속시간은 0.2e, 전압강하 발생시간이 2.5e에는 전압강하 크기

가 0.55Pu이고 지속시간은 0.3e임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시뮬

레이션 조건에 부합하는 LVRT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LVRT 시뮬레이션 결과

Fig. 13 Simulation result of LVR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S 성능 및 계통연계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PSCAD/EMTDC를 이용하여 MW급 ESS, 배전계통, 그리드시뮬레

이터, LVRT장치 및 부하 등으로 구성된 MW급 ESS의 성능평가 

설비 모델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MW급 ESS 모델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SS의 출

력특성을 분석한 결과, 충·방전시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출

력값이 목표치(1MW, 0VAR)로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그리드시뮬레이터의 제어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 결과, 목표로 하는 전압강하와 전압상승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확인하였고, 또한 하드웨어 시험장치의 값과 동일하

게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LVRT의 제어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압강하 크기와 전

압강하 지속시간이 단계별로 변경되도록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목표로 하는 전압강하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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