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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probabilistic reliability evaluation
model of power system considering Wind Turbine Generator(WTG)
integrated with Energy Storage System(ESS). Monte carlo sample
state duration simulation method is used for the evaluation. The
power output from WTG units usually fluctuates randomly. Therefore,
the power cannot be counted on to continuously satisfy the system
load. Although the power output at any time is not controllable, the
power output can be utilized when needed if ESS is available. The
ESS may make to smooth the fluctuation of the WTG power output.
The detail process of power system reliability evaluation considering
Multi-ESS cooperated WTG is presented using case study of Jeju
island power system in the paper.

1. 서    론

초-정보화 사회 시스템(Super Information Society System)을 살아가
는 우리에게 전기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
자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근래 국내적으로 발생한 몇 건의 정전사고로
인하여 과거에는 수 시간 이상의 장기정전 발생 시에만 그로 인한 재정
적인 손해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수 분단위의 단기정전 및 수
초단위의 초단기형 정전발생에도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질서, 나아가 국가안보체제에까지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래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계통투입으로 인한 공급신뢰도영향 분석기
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속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한 수요충족의 불안
함을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ESS 연계를 통한 신뢰도 분석모델을 통해서
ESS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실 계통 병입 및 운용시
스템에 적용가능한 수준의 확률론적인 신뢰도 정보시스템을 개발함에
그 궁극적인 연구목표를 두었다. 이번에는 기초연구로써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와 Multi-ESS를 고려한 신뢰도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제주도계통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하
는 평가모델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2. ESS 운전모형

  2.1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ESS의 충/방전 운전모형

<그림 1> 본 논문에서 설정한 제주도의 기존발전기들과   
풍력발전단지 및 Multi-ESS 연계 모형

그림 1에서의 운전조건으로 임의의 시간대에서의 부하대비 등가풍력
발전기(이하 풍력발전기라고 한다.)의 최대허용출력의 비율[pu]을 X%라
하고 다음처럼 시나리오를 정하였다. 이는 부하가 시간대별로 변하여도
그 허용비율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TGwi는 풍력발전기
의 발전력[MW]이며 TGci는 기존발전기의 발전력[MW]이다[1].
① SGwi = TGwi - X%＊Li : X%＊Li은 풍력발전기의 부하대비 최대허
용출력[MW] (부하가 변하면 풍력발전기의 최대허용출력도 변함.)
이때, SGwi가 양수(+)이면 즉, TGwi이 X%＊Li를 초과하고 동시에
ESS가 방전모드에 있지 않으면 이 초과분을 충전할 수 있다.

② SGci = TGci - (1 - X%)＊Li : (1 - X%)＊Li은 기존발전기의 출력의무
량[MW]이다. 만일 SGci가 음수(-)이면 즉, 기존발전기의 출력이 출
력의무량보다 작으면 ESS로부터 방전하여 전력의 부족분을 공급받
는 것으로 한다.

2.2 ESS 에너지상태방정식(Energy State Equation)
전술한 ESS 운전조건에서 ESS의 에너지상태방정식을 정식화하면 식
(1)과 같다. 더불어 ESS는 식 (2)와 같은 최대 및 최소에너지제약을 만
족해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

 ≤ ≤ (2)

여기서, ESi: #i 시간대 ESS에 저장된 에너지 [MWh]

EUi: #i 시간대 ESS의 에너지 변화량(ESS 에너지 제어량) [MWh]

ESM: ESS의 최대 용량 [MWh]

ESm: ESS의 최소 용량 [MWh]

2.3 ESS 제어량(EUi) 산정 
전술한 ESS 운전조건을 사용하면 에너지제어량은 다음 식과 같이 계
산된다.

EUi=

SGwi×ti SGwi≥ 0 and SGci≥ 0 C

(3)
SGci×ti SGwi≥ 0 and SGci＜ 0 D
0 SGwi＜ 0 and (SGwi+SGci)≥ 0 -
(SGwi + SGci)ti SGwi＜ 0 and (SGwi+SGci)＜ 0 D

여기서 C는 충전모드(Charging mode)를 D는 방전모드(Discharging
mode)를 의미한다. 한편, 실제 EUi는 다음의 제약조건에 따라 조정되어
야한다.

1) 충방전에너지 제어량 최대치 제약
-EUmax ≤ EUi ≤ EUmax (4.1)
EUmax = [(ESM - ESm) / TMESS]×△T (4.2)
단, TMESS: ESS의 전충전(방전)소요시간

2) ESS 최대용량제약에 따른 충방전 최대허용에너지제약
ESm≤ ESi+EUi : ESm-ESi≤ EUi (5.1)
ESi+EUi≤ ESM : EUi≤ ESM-ESi (5.2)

 3. 신뢰도 평가

본 논문에서는 Monte Carlo 모의방법을 이용하여 상태를 만들고 각
상태에 대하여 공급지장시간기대치(LOLE)와 공급지장에너지기대치
(EENS)를 구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평균함으로써 신뢰도지수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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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EENS로부터 정의되는 EIR(Energy Index of Reliability)은
그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정식화하면 식(6), 식
(7) 및 식 (8)과 같다.

LOLEi=


∈

ti (6)

EENSi=


∈

(TGei+EUi) (7)

  EIR= 


(8)

단, ΩD: 방전모드의 집합
NSS: 총 샘플수(상태수)

EUi: 방전에너지량(Discharging Control Energy)으로 음수(-)를 갖는다.[MWh]

TGei: 부하의 공급부족을 없애기 위한 꼭 필요한 방전에너지(절대치로 표시함)[MWh]

DE : 총 부하에너지(Demand Energy) [pu]

4. 사례연구

4.1 풍력발전원과 Multi-ESS를 연계하였을 때의 신뢰도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계통의 ESS용량 변화에 따른 신뢰도를 산정해
보았다[2][3].

 <표 1> ESS 사양

최대용량
(ESM)
[MWh]

최소용량
(ESm)
[MWh]

전 충/방전
소요시간
[hours]

X%
[pu]

ESS의
최소용량
[MW]

행원 50 10 1 0.1 15

성산 30 10 1 0.1 15

한림 20 10 1 0.1 15

본 논문에서는 Multi-ESS를 통해서 제주도 계통의 풍력단지에 각각
의 ESS를 연계하였을 경우의 신뢰도 지수는 다음 표와 간다.

 <표 2> 풍력발전원과 Multi-ESS를 연계하였을때의 신뢰도 비교

Base Case
(Without WTG+ESS)

Case A
(With WTG+ESS)

Total Capacity [MW] 845 1045

LOLE [Hours/day] 83.51 0.46

EENS [MWh/day] 4220.4 11.5

EIR 0.9991899 0.999998

Frequency of Outage 83 0

각각의 Multi-ESS가 충전되는 양을 합산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Multi-ESS가 충전되는 용량에 따른 변화

또한 그에 따른 각각의 ESS1, ESS2, ESS3에 대한 충/방전 에너지, 횟
수 및 Capacity Factor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ESS1, ESS2, ESS3에 대한 충/방전 에너지, 횟수 및 Capacity 
Factor

ESS1 ESS2 ESS3
ESS의 충전 에너지 [MWh] 284.5 73.4 20.9

ESS의 방전 에너지 [MWh] -284.5 -73.4 -20.9

ESS의 충전 횟수 8741 8753 8756

ESS의 방전 횟수 18 6 3

ESS의 충전 CF [pu] 0.081 0.042 0.024

ESS의 방전CF [pu] -0.081 -0.042 -0.024

4.2 풍력발전원과 Multi-ESS를 연계하였을 때의 최대 ESS 용량 
변화에 따른 신뢰도 평가

Multi-ESS를 통해서 제주도 계통의 풍력단지에 각각의 ESS를 설치
하였을 경우의 최대 ESS 용량의 변화에 따른 신뢰도 지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최대 ESS 용량의 변화에 따른 신뢰도 지수

최대 ESS의 용량
[MWh]

ESS1, ESS2, ESS3
(50/30/20)

ESS1, ESS2, ESS3
(100/60/40)

LOLE [Hours/day] 0.503 0.037

EENS [MWh/day] 15.2 1.4

EIR 0.999997 0.9999997

Frequency of Outage 0 0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ESS의 용량이 2배 증가하였을 경우
신뢰도 지수인 LOLE의 값은 약 14배정도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풍력 발전기(WTG)에 각각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제주도 전력계통의 공급적도 신뢰도 평가를 위한 기본모형 및
알고리즘의 한 예를 제시하였다. 사례연구에서 보다시피 풍속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LOLE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풍력 발전원
이 담당하는 부하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풍력의 불확실성이 증
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력 발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부
하의 일정 비율(X%)에 제한을 한다. 적절한 제약조건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며, 본 논문에서는 10%로 제한하였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출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최대 및 최소에너지제약 및 시간당 충/방전 출력 제
한을 고려한 충/방전 출력 그리고 부하 등을 모두 시계열 모델을 기반
으로 한 모형으로 세우고 이를 몬테카를로 모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급
적정도 측면에서의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에 대
한 경제성 평가 및 신뢰도 분석이 가능하며 더불어 감도해석 등을 통하
여 ESS의 적정용량 도출과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풍력발전단별 ESS가 각각 설치된 상황에서의 전력계통운용시스템에 적
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차후 실 계통에 ESS를 병입하였을 경
우에 풍력 발전원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신뢰도평가를 위한 기
초자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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