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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의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
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관심과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비상용 발전기로 활용
되고 있던 수력발전과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 신재생에
너지의 출력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발전 특성을 분석하고,
차세대 수력발전 기반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의 발전원 구성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서    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
지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을 주축으로 한 분산형 전원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s: ESS) 관련 기
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광역적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독립된 분산형
전원을 중심으로 한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출력 특성을 ESS를 통해 보상함으로
써, 안정적인 발전 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력발전은 일반적으로 비상용 발전설비로 활용되어 왔다. 그
러나 최근 수력발전소 인근 수면 위에 태양광을 연계하여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시스템에 대한 실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
다. 기존의 수력발전에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과 안정적인 출
력 확보를 위해 ESS를 함께 연계할 경우,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함으
로써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해진다. 또한, 과부하로 인한 전력망의 고장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큰
추가비용 없이 기존의 발전설비와 유휴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
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력발전, 수상태
양광, ESS의 출력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수력발전을 기초로 한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발전원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력발전 

수력발전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 수차(水車)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
는 원리를 이용한 발전설비로써, 수력발전 출력은 낙차와 수량과의 곱
에 비례하며, 여기서 수량은 연간 강수량에 비례한다. 일반적인 수력발
전 출력식은 다음 식과 같다[1].

   (1)

여기서 Q는 사용수량([m/s]), H는 유효낙차([m]), 는 발전효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발전효율은 70~85%정도로 산출된다.

3. 수상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은 광전효과를 이용해 태양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
를 말한다[2]. 이 때, 태양전지는 입사된 태양광에 의해 반도체내부에서
생성된 전자와 정공이 pn접합부의 전기장에 의해 외부로 연결된 부하
로 흐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온도 및 일사량 변화에 따른 태양광발전
출력 특성은 다음과 같다[3].

  (2)

여기서, P과 Q는 각각 정격출력(온도 25℃, 일사강도 1[kW/m2])과 일
사강도(kW/m2)이다. 또한, t는 동작조건에서의 태양전지 표면온도를 나
타내며, 온도계수 α는 -0.005이다.

태양광발전의 이용률을 다음과 같다.

발전용량 × ×월일수
월발전량  

×  (3)

수상 지역은 동일 위도의 육상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온도
가 낮으므로, 태양광발전 시 태양전지 표면온도의 하락으로 인해 약
10%정도의 출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4]. 다음은 육상태양광이 설치
된 청주정수장과 그 인근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 합천댐의 태양광발전
이용률을 나타낸 그림이다[5].

<그림 1> 이용률, 주변온도, 모듈온도 비교

일평균 주변온도는 합천댐 인근이 청주정수장에 비해 약 3℃, 모듈온
도는 약 4.3℃가 낮으며, 이에 따라 이용률은 14.3%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ESS(Energy Storage Systems)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뒤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
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ESS는 에너지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리튬이온전지(LiB), 나트륨황전지(Nas), 레독스 흐름전지(Flow),
슈퍼커패시터 등의 배터리 방식과 압축공기저장, 플라이휠 등의 非배터
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ESS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표 1> 전력저장시스템 특성 비교

구분

장주기 장/단주기 겸용 단주기

Nas
레독스

흐름전지
LiB 압축전지

슈퍼

캐패시터
플라이휠

방전지속시간
(저장 용량) 6~8h 2~8h 15min~2h 10sec~2h > 30s >15min

용량당 가격
($/kWh)

200~300 600~1000 1000~2000 ~150 - -

출력당 가격
($/kW) ~2500 5000~8000 ~800 - ~2000 ~4000

수명(년) 15~ 5~10 ~10 4~8 ~10 ~20

효율(%) 85~90 60~70 90~ 70~80 90~ 90~

최고 출력
(MW,실적기준)

~35 ~4 ~2 ~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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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와 레독스 흐름
전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리튬이온전지는 충·방전 효율이 90%로 가장
높지만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레독스 흐름전지는 경제적이면서
도 긴 수명을 갖고 있으나, 충·방전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리튬이온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고출력 및 소형화에 유리하지만 잦
은 충·방전 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다. 반면, 레독스 흐름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원하는 전력량을 만들어낼 만큼의 전해질만
주입하면 지속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5. 수력발전 기반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발전원 구성

다음 그림은 수력발전 기반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발전원 구성을 나
타낸다.

수력발전 선정

수력발전 수위 조사 PV 설치 용량 설정

수력발전 출력 분석 PV 출력 분석

ESS 종류/용량 설정

인근 수용가의
부하량 만족

발전원 구성안 결정

No

Yes

<그림 2> 수력발전 기반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발전원 구성안

기존의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수상 태양광발전 연계 시, 수력발전 댐
의 최저/최고 운영수위를 분석하여 연계 가능한 수상 태양광발전의 최
대 설치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수상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수면
에 부상되어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바람이나 유속 등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런 외부 환경적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댐
저수구역의 만(Bay) 형태를 띠는 곳이 최적지이다. 또한 최대 일사량을
받기 위하여 남향이면서, 그늘이 많은 곳과 높은 산 주변은 피해야 한
다. 이 외에 도로 및 배전선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7].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이 선정되
면, 수력발전의 출력과 수상 태양광발전 출력을 분석하여,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력 안정화를 위해 연계할 ESS의 종류와 설비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ESS는 충·방전 사이클이 많아지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수명도 짧지만, 레독스 흐름전지는 충·방전 사이클을 반복하더라
도 동일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레독스 흐름전지는 태양광발전
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수력발전 기반의 자립형 마이크로그
리드에서 활용 가능한 ESS로 적합하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력발전을 기초로 태양광과 ESS의 출력 특성을 분석
하고,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발전원 구성 전략을 제안하였다. 향후
수력발전 기반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발전원 구성 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레독스 흐름전지와 그 외의 ESS 연계에 따른 발전 출력 및 경제
성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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