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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모델을 활용한 주파수추종용 ESS 운전 특성분석

Historical Ope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f Energy Storage System 

for Governor Free using Simuli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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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Min Cho ․ Ji-Hoon Im ․ Sung-Eun Lee)

Abstract - As the development of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the application of BESS in load frequency control is 

considered as effective method. So,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ve installed about 236MW ESS for GF(Govner 

Free) function from 2014.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Simulink Model for KEPCO GF ESS and analyzed one year historical 

operation data generated by Simulink model and actually measured frequency data. The operation results were divided into 

action for maintaining SOC and frequency. In addition, we also analyzed cycle life of GF ESS using two ESS cycle life model. 

We concluded the ESS cycle life models are not appropriate, because Most of the SOC swing in operation results are belo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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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에너지기의 가장큰 약점인 저장이 어

렵다는 것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다양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

다[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양수발전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전력소비량이 집중되는 전력소비 피크시간대

에 방전동작을 하고 전력소비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충전을 하여 

계통의 부하변동을 억제하여 발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도 활용가능하다[2].

주파수조정용은 에너지저장장치의 빠른 응답특성을 활용하기 

적합한 활용분야로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주파수추종

(Governor Free, GF)용 ESS를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236MW의 

주파수추종용 ES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500MW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3,4]. 한전의 적극적인 ESS 사업화 

추진으로 PCS 및 배터리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로 인

해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양한 에너지 저장기술중에서 충분한 경

쟁력을 갖춘 저장 매체가 되었으며 그 보급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한 주파수추종용 ESS는 발전출력

량을 변동하여 주파수추종기능을 수행하는 발전기와는 달리 충방

전 동작을 통하여 주파수추종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에

너지 저장용량을 활용하여 항시 주파수추종에 활용 가능하도록 

적정충전상태(State of Charge, SOC)를 유지하도록 제어되고 있

다[5]. 또한 리튬배터리의 빠른 응답속도를 고려하여 대형발전기

의 탈락 등으로 인한 급격한 주파수 하락시 정격용량으로 급격히 

방전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여 급격한 주파수하락을 방지하는 기능

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6].

현재 주파수추종용 ESS는 리튬배터리로 구현되어 있다. 이 리

튬배터리는 제작사별로 보유한 다양한 기술이 반영되어 그 효율 

및 수명 특성이 다양하다. 리튬배터리는 양극 및 음극소재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양극소재에 따라

서 NCM(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

물), LFP(리튬인산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음극소재에 따라서

는 LTO(리튬티타늄산화물), 흑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배

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출력에 대한 효율, 온도변화, 수명 등의 다

양한 특성이 존재한다[7]. 

리튬배터리의 수명은 ESS 활용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의 중요한 변수이나 동작온도, 충방전 빈도, 충방전간 

대기 시간, 충방전 동작 SOC범위 등 운전환경 조건과 배터리 양

극/음극 등의 세부분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변동된다[8]. 

그러나 현재 리튬배터리의 연구는 보다 높은 성능 및 저가 제조 

기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리튬배터리 사용조건을 고려한 수명

예측에 대한 기술은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므로 운용패턴에 따른 

정확한 수명의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전의 주파수 추

종 알고리즘을 Simulink model로 개발하여 약 1년의 장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의로 운전 데이터를 생성하고 리튬배터리의 

SOC동작 범위, 출력 등을 분석하여 주파수추종용 ESS의 수명분

석 및 예측을 위한 기e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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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추종용 ESS Simulink 모델

주파수추종(GF)용 ESS는 크게 3가지의 운전모드를 갖는다. 대

형발전기의 탈락으로 급격한 주파수의 하락 시 빠르게 정격용량

으로 방전 동작을 수행하는 동적모드(Dynamic Mode), 급격한 주

파수하락이후 회복이 진행될 때 ESS의 출력을 서서히 감소시키

는 회복모드(Recovery Mode), 그리고 정상상태에서 동작하는 정

상상태모드(Steady State Mode)로 구분되어 진다.

Simulink에서 구현된 GF용 ESS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개

발하였다.

정상상태모드에서는 주파수가 60±30mHz의 주파수 Deadband

를 벗어나면 Droop값이 0.279%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단, SOC가 

50%이하이면 방전을 0으로 제한하였고 80%이상이면 충전을 제

한하였다. 주파수가 60±30mHz 이내 일대는 SOC를 유지하기 위

한 충방전을 실시하며 SOC가 63~67%이내이면 충방전을 시행하

지 않고 SOC가 65±15% 이내이면 정격용량의 5%로 충방전 동

작을 하여 SOC를 65%±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SOC가 

65±15%를 벗어나면 정격용량의 10%로 충방전 동작을 하여 

SOC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1은 정상상태의 운전기준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1 정상모드 GF용 ESS 운전기준

Fig. 1 Steady State Mode ESS Operation Criteria

정상상태에서 주파수 변화율(Rate of Change of Frequency, 

ROCOF)값이 –0.028Hz/sec 이내로 0.1e 동안 유지되면 Dynamic 

Mode로 진입하도록 하였고 SOC가 10%이상이면 정격출력으로 방

전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Dynamic Mode에서 ROCOF값이 양수로 0.1e간 유지되면서 

주파수가 59.9Hz이상으로 회복되면 회복 모드(Recovery Mode)

로 전환되며 Droop 값을 0.16%로 동작하도록 하고 주파수가 

60Hz로 회복되거나 회복모드에서 6분이 지속되면 정상상태 모드

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Matlab Simulink를 활용하여 개발한 GF용 ESS 

model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방전시 발생하는 손실, 

주파수 측정의 오차, 응답속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2 GF용 ESS Simulink Model

Fig. 2 Simulink Model for Governor Free ESS

3. 주파수추종용 ESS 모의 분석

3.1 주파수추종용 ESS 모의 운전 환경

본 논문에서는 4e 주기로 2013년에 1년간 저장된 주파수데이

터를 활용하여 Simulink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하였고 선형보간법

을 통하여 20ms로 모델이 동작하도록 하였다.

모의에 활용된 주파수는 4e단위로 365일의 데이터로 

7,884,000개가 사용되었고 이중 86.43%는 주파수 부동영역인 

60±30mHz 이내에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GF용 ESS가 주파수

의 변동에 의해서 동작하는 비율은 약 13.57%정도로 365일중 50

일이 되지 않는 시간만 주파수 변동에 의한 제어가 시행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주파수 분포 히스토그램(로그 스케일)

Fig. 3 Histogram of Frequency Distribution(log scale)

주파수 부동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데이터의 분포를 로그 스케

일로 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59.9~60.1Hz 범위에서 많은 분

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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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파수추종용 ESS 모의 분석 결과

3.2.1 주파수추종용 ESS 출력 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주파수데이터를 Simulink 모델에 입력하여 ESS

의 1년간 응동 데이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는 전체 

3,356,125건의 응동 데이터에 대한 ESS 출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4MW급 ESS를 기준으로 출력을 모의하여 도출한 결과이

다. 따라서 정상상태의 droop값(0.279%)과 주파수 부동영역

(±30mHz)을 고려하면 59.97Hz에서 약 4.3MW 출력량이 산출된

다. 이는 주파수 droop제어에 의한 충방전량으로는 4.3MW 이하

의 값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SOC를 유지하기 위해 주파수 

부동영역에서도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SOC에 따라서 정격 

용량의 5%, 10%의 충방전이 이루어 질수 있다. 

그림 4 ESS출력 분포 히스토그램

Fig. 4 Histogram of ESS Power output

그림 4의 데이터를 보면 ESS의 전체 충방전 횟수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동작은 5%(1.2MW)와 10%(2.4MW)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MW 이내의 출력(SOC유지용)과 

4.3MW 이상(주파수추종용)의 출력을 누적 에너지 개념으로 적분

하면 주파수 추종용은 6.4GWh이고 SOC 유지용은 3.1GWh로 나

타났다. 이 적분된 에너지양은 충방전값 모두 양의 값으로 변환

하여 적분한 수치이다.

그림 4에 나타낸 데이터를 표 1에 충전시와 방전시로 구분하

여 4e 단위로 측정된 횟수를 정리하였다. 충전 동작은 정격용량

인 24MW로 동작한 횟수는 없고 방전동작은 84 샘플 정격용량으

로 방전이 이루어 졌다. 이는 동적모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3.2.2 주파수추종용 ESS SOC 분석 결과

1년간 주파수추종용 ESS가 운전의 중단 없이 운용된 것을 가

정하고 e기 충전상태(SOC, State Of Charge)는 65%로 설정하

여 1년간 ESS의 모의운전을 통한 SOC의 운영범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5는 1년간의 SOC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SOC는 평시 

65%±2%의 범위로 유지하기 위한 SOC-feedback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중 약 60%는 65%±2% 범위에서 운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SOC가 65%±2%를 벗어나면 SOC 유지 범위이

내로만 진입하면 SOC-feedback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기 때문

에 63%대와 67%대에 약 40%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평상시 SOC가 65% 대에서 대부분 유지되는 상황에

서 SOC는 대부분 45%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45~50%대에는 약 

4e 단위로 95건의 기록이 나타났다.

충전 방전

e과 이하 Count e과 이하 Count

-1 0 0 0 1 2

-2 -1 1,132,455 1 2 1,200,920

-3 -2 552 2 3 631

-4 -3 0 3 4 9

-5 -4 171,519 4 5 171,271

-6 -5 184,978 5 6 184,948

-7 -6 90,937 6 7 87,779

-8 -7 41,276 7 8 37,902

-9 -8 16,811 8 9 14,688

-10 -9 6,597 9 10 5,165

-11 -10 2,534 10 11 1,915

-12 -11 931 11 12 754

-13 -12 403 12 13 328

-14 -13 147 13 14 147

-15 -14 72 14 15 83

-16 -15 50 15 16 46

-17 -16 26 16 17 31

-18 -17 17 17 18 22

-19 -18 15 18 19 16

-20 -19 5 19 20 24

-21 -20 2 20 21 12

-22 -21 0 21 22 8

-23 -22 0 22 23 13

-24 -23 0 23 24 84

표    1 주파수추종용 ESS 모의 운영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 of GF ESS

그림 5 ESS SOC 분포 히스토그램

Fig. 5 Histogram of ESS SOC

SOC는 ESS의 수명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전 실적

이며 현재 ESS의 수명에 대한 데이터는 방전심도(DOD, Depth 

Of Discharge) 대비 Cycle Life에 대한 데이터와 SOC Swing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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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cycle life에 대한 데이터가 일반적이다[5,9,10]. 그림 6은 

SOC의 Swing과 Swing 중심값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Swing값은 SOC의 기울기 부호가 양 또는 음의 값으로 변경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SOC의 기록을 구분하여 SOC가 변동한 값을 

SOC Swing으로 정의하고 SOC Swing의 중심값을 Swing center 

값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6에서 SOC Swing값은 약 0.15% 

(62.91%~62.76%)이며 중심값은 62.84%가 된다. 그림 6에 나타낸 

상황은 SOC가 63%보다 낮은 상황에서 주파수가 60±30mHz 범

위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SOC feedback 제어에 의해서 충전을 

하다가 주파수가 59.97Hz 이하로 하락하면 방전동작을 수행하고 

다시 주파수가 60±30mHz 범위 내로 유지되면 충전동작을 반복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ESS SOC 분포 히스토그램

Fig. 6 Histogram of ESS SOC

그림 7은 그림 6에서 설명한 SOC Swing과 Swing 중심 값의 

두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도출하여 3차원 Bar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ESS SOC Swing과 Swing 중심값 분포 히스토그램

Fig. 7 Histogram of ESS SOC Swing and Swing center

대부분의 SOC Swing은 0에 가까운 작은 폭으로 변동하였고 

SOC Swing의 중심 값은 대부분 65% 부근에서 나타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여기서 SOC Swing값이 음수인 것은 SOC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즉, 방전 동작으로 인한 SOC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8은 그림 7에 나타낸 데이터를 Swing값이 ±10% 이내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다시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서 그림 7에

서 나타나지 않는 Swing 폭이 큰 동작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ESS출력 분포 히스토그램

Fig. 8 Histogram of ESS Power output

3.2.3 주파수추종용 ESS의 수명 분석 결과

리튬 배터리의 수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적

으로 배터리의 특성을 나타낼 때 e기 용량 대비 수명이 다한 

시점(EOL, End Of Life)에서 용량이 80%으로 감소되면 EOL 

80%기준의 수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EOL 80%를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정의하나 경우 따라서는 EOL 70% 등 다양

하게 정의하기도 한다. 배터리의 수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코인 셀 또는 배터리 셀로 충방전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시험장치를 통하여 용량의 저감을 측정하고 충방전의 조건을 다

양하게 변경하며 충방전 횟수와 수명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식의 데이터 도출 방법은 매우 긴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다

양한 조건에서의 수명 특성을 도출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셀단위의 수명 측정에서는 정전류(CC, Constant Current) 충방전

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력 시스템에서 ESS의 사용은 정

전력 충방전(CP, Constant Power)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ESS 동작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수명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9]와[10]에서 반영한 DOD대비 

Cycle수명 데이터와 Swing 및 Swing 중심값 대비 Cycle 수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9는 SOC 50%를 중심을 기준으로 SOC Swing(DOD)값을 

변화하여 Cycle Life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며 NCM계열 배

터리의 실험으로 도출된 것이다. 특정 DOD(Swing)값으로 운전 

시 예상되는 Cycle Life를 고려하면 아래 수식(1)과 같이 1회 충

전으로 인한 수명 손실(Life Damage, LD)값을 도출할 수 있다.

LD=1/{2×N(DOD)}                    (1)

여기서N(DOD)는 그림 9에 나타낸 특성 곡선을 curve fitting 

하여 사용하였다. 이 수명 모델에 그림 7에 나타낸 SOC 데이터

를 Swing의 중심값의 차이를 무시하고 대입하면 1년간의 운전 

데이터에서 도출되는 수명 감소량은 약 0.6%가 도출된다. 이는 

100%의 수명 중 1년의 운전으로 cycle 수명만을 고려할 때 약 

0.6%가 소비된다는 분석이다. 1%가 되지않는 수명 감소는 cycle 

수명만을 고려할 때 100면이상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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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만 이는 그림 7의 SOC변동량은 10%이하의 낮은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그림 9의 곡선의 2.5%이하의 DOD값은 추세선에 

의한 추정값의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FR용 ESS

의 SOC값은 65% 인근에서 대부분 분포하는데 그림 9의 값은 

SOC값을 50%상태에서 도출한 값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제 수

명 손실(LD)값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그림 9 DOD-Cycle Life 특성 곡선

Fig. 9 DOD-Cycle Life Curve

그림 10은 참고문헌 [10]에서 나타낸 평균 SOC와 SOC 

Swing을 고려한 싸이클 수명(Cycle Life)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평균 SOC와 SOC swing 따른 z 사이클

Fig. 10 Total cycle of average SOC and SOC swing[10]

그림 11 Swing, Swing Center-Cycle Life 특성 곡선

Fig. 11 Swing, Swing Center-Cycle Life Curve

그림 11은 그림 10에 나타낸 Cycle 수명 곡선 데이터를 활용

하여 그림 7에 나타낸 SOC동작 이력을 대입하여 도출한 수명손

실(LD)값을 나타낸 것이다. 수명손실은 그림 7의 SOC동작 분포

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높은 Swing값에 의한 수명손실 값이 분

포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의 데이터를 전체 면적의 값을 누적하면 1년 동안 FR

용 ESS의 운전으로 인한 수명손실 값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8.09%가 도출되어 이는 100%의 수명중 1년의 운전으로 

8%의 수명이 저감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예상 전체 수명은 약 12

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 추정 수명 값은 전적으

로 배터리의 수명 모델에 의존적이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

제 사용과 실험조건의 차이 등 다양한 분석 조건의 차이로 인하

여 정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조정용 ESS의 모델을 Simulink 모델로 

개발하여 1년간의 4e간 측정된 주파수 데이터를 입력하여 20ms 

단위로 모의 연산하여 그 운전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주파수의 분포를 포함하여 ESS의 출력, SOC 운전 이력을 분

석하였다.

현재의 FR용 ESS의 운전 알고리즘에서는 SOC유지를 위한 

출력과 주파수 유지를 위하 출력이 정확히 구분되며 SOC유지를 

위한 충방전이 빈도는 높으나 정격용량에 비해 낮은 충방전율을 

가지고 있어 전체 배터리의 사용에서는 주파수를 조정하기 위해 

더욱더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모드는 FR용 ESS의 목

적상 그 중요성은 높으나 전체 충방전 운영의 이력을 볼 때 그 

비율은 매우 낮아 동적모드의 동작은 배터리 전체의 수명에 대

한 영향이 정상상태모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

된다.

SOC의 분석에서는 전체 운영 상태에서 대부분 SOC는 65±2% 

이내에서 대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정상상태모드에서 SOC의 사용

범위를 50~80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80%를 e과하지 않는

다. 그러나 동적모드에서는 SOC를 10%이상 영역을 모두 활용하

기 때문에 약 45%까지는  운영이력이 발생하였다.

SOC의 Swing과 Swing 중심 값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Swing값은 10% 이하의 동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심

값은 SOC feedback제어로 인하여 65% 인근에서 대부분 나타났

다. SOC이력을 기반으로 한 수명의 분석에서는 두 가지 배터리 

수명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째, 전기화학적인 배터리의 근본적인 수명의 차이가 있는 배터리 

모델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며, 둘째 배터리 수명 모

델은 실험 데이터를 보간법으로 수식적 모델을 도출하는 것인데 

대부분 실험의 조건은 정격용량의 100%에서 10%단위로 변경하

며 수행하는 수준이나 논 본문에서 주로 활용된 영역은 10%이하

의 영역이므로 보간법의 오차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R용 ESS의 운전이력 분석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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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배터리 효율 모델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며 차후 연구에

서 알고리즘의 개선, 정확한 효율을 고려한 동작분석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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