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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에 경제적으로 분산전원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총 발전량 대비 적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산정해야한다. 도
서지역은 소규모 전력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재생에너지 출력의 간헐
성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SS(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4h)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ESS의 높은 설치단가는 경제성을 하
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정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
축하는 것이 ESS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
서지역의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신재생발전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은 디젤발전기로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
으며, 높은 디젤 운송비용과 연료 가격으로 발전단가가 육지계통보다 평
균적으로 5배 이상 높다. 이런 전력수급 여건 개선과 기후변화대응의 일
환으로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전환시킬 경
우 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 향상
으로 기후조건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신재생발전사업의 경제성은 높아지
고 있는 추세이나 높은 ESS 설치단가는 경제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신재생전원 구성 프로그램(Smart
Energy Solution)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투자비용(운영비)과 신재생발전 회수비용(편익)을 비교 분석
하였다.

2. 본    론

  2.1 도서지역의 적정 신재생설비용량 산정
도서지역은 고유의 전력수요패턴, 기상조건 등을 가지고 있어 도서지
역마다 전력사업여건이 다르다. 특히 전력수요패턴은 해당 도서 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도서지역 간 편차가 크다. 따라서 각 도서지역 마다
전력수요패턴을 분석하고 총 전력수요량을 예측하여 신재생발전 비율을
산정 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도서지역을
선정하여 1년간의 시간대별 전력수요패턴을 분석하였고, 일반 도서지역
은 월별 전력수요패턴을 분석하여, 대표 도서와 비교 후 가장 유사한 대
표도서의 시간대별 전력수요패턴을 Smart Energy Solution의 입력데이
터로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산정하였다.

  2.1.1 Smart Energy Solution 기반 신재생설비용량 산정 방법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하는 에너지 총량을 E (kWh)라고 하면 그
양은 태양광 및 풍력터빈으로부터 생산하는 전력의 총량이므로 다음식
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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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시간당 생산량(kWh), : 풍력 시간당 생산량(kWh), α+β=1)

신재생에너지로 담당해야하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지면 <그림 1>과 같
은 전원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사조건, 풍황 조건, 성능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구하며, 수식은 형식적으로 식(2), (3)
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2) 
   (3) 

단, P는 태양광 용량(kW), W는 풍력 용량(kW), I는 시간당 일사량
(MJ), v는 정시 10분전부터의 평균 풍속(m/s)며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하였다.

<그림 1> 도서 지역 분석을 위한 전원시스템 구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태양광 또는 풍력은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수요처로 바로가고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였을 경우
에는 배터리로 들어간다. 배터리 용량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오는 에너
지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력을 버리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바로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공급을 하며, 이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디젤로 충당한다
고 계산하였다. 계산 방법은 태양광비율을 0%에서 10%씩 늘리고, 반면
풍력발전기의 비율은 100%에서 10%씩 줄여 각 경우를 숫자 n으로 표
시하였다.

경우
(n)

1 2 3 4 5 6 7 8 9 10 11

태양광
비율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풍력
비율

1 0.9 0.8 0.7 0.4 0.5 0.4 0.3 0.2 0.1 0

태양광
용량

0 0.1P 0.2P 0.3P 0.4P 0.5P 0.6P 0.7P 0.8P 0.9P P

풍력
용량

W 0.9W 0.8W 0.7W 0.6W 0.5W 0.4W 0.3W 0.2W 0.1W 0

배터리
용량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판매
단가

C1 C２ C３ C４ C５ C６ C7 C8 C9 C10 C11

<표 1> 신재생에너지 최적용량 산정 표

배터리 용량은 태양광과 풍력용량의 4h를 곱하여 구하며, 각 경우를 n
의 값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4) 

또한 에너지 수전량은 식 (5)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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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버려지는 신재생에너지 량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단가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간 비용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량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
래와 같다.





   (6) 단,

 

 

판매단가가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최적용량으로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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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Simple tool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흑산도의 2014년의 8,760시간에 대한 풍속, 일사량 및 발전량 자료를

사용했으며,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건 및 원별 시설비용은
<표 2>, <표 3>와 같다. 풍력발전의 경우 설비용량에 따른 성능곡선을
적용하였으며, 신재생발전비율별 에너지 믹스는 <표 4>와 같다.

　구분 저장장치 풍력 태양광

기기수명(year) 10 20 25

연간이자율(%) 0.05 0.05 0.05

Salvage cost - - -

유지보수비율 - 0.05 0.05

<표 2> 분석에 사용한 조건

Energy system 설치가격(천원/ea) 토지임대료(천원/ea/yr)

태양광 3,165.6 30

ESS 904.56

풍력 3 kW 43,884 90

풍력 10 kW 80,000 300

풍력 100 kW 700,000 3,000

풍력 750 kW 1,500,000 22,500

<표 3> 비용조건 

풍력은 용량에 따른 성능곡선을 적용하였다. 계산결과 흑산도 신재생발
전비율에 따른 설비용량 산정은 아래와 같다.

　신재생발전 비율 태양광(kW) 풍력(kW) ESS(kWh)

30% - 1,616 6,464

40% - 2,160 8,640

50% - 2,669 10,676

60% - 3,203 12,812

70% 742 3,360 16,409

80% 848 3,823 18,685

90% - 4,790 19,160

100% 4,241 3,203 29,775

<표 4> 흑산도의 신재생발전 비율별 경제적 전원구성 결과

  2.2 신재생발전 비율별 투자비용과 회수비용 분석
이 장에서는 Smart Energy Solution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지역의 신재생발전 비율별 투자비용과 회수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산정한다. 도서규모와 기상자원의 특성을 고려
하여, 3가지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분석하였으며. 회수비용은 육지기준의
REC를 수익과 전력판매수익을 합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전력판매수익 산정
시 전력거래단가는 도서지역 평균 디젤발전원가(S1)와 도서별 디젤발전원
가(S2) 2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여기서 평균디젤발전단가는 한전에
서 운영중인 63개 도서지역의 평균발전단가(S1)를 의미하며, 도서별 발
전단가는 해당 도서의 발전단가(S2)를 의미한다.

  2.2.1 도서규모가 크고 기상조건도 신재생발전에 유리한 도서
도서규모가 크고 기상조건이 신재생 발전에 유리한 도서지역으로는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조도 등 전남지역의 규모가 큰 섬들이다. 흑산
도를 대표도서로 삼아 20년간 신재생발전 사업 시 투자비용과 회수비용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도서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
규모 풍력발전 설치가 가능하고 기후조건도 양호하여 신재생 발전단가
가 비교적 낮다. 그래서 한전운영도서의 평균디젤발전단가 혹은 흑산도
의 디젤발전단가를 전력거래단가로 산정할 경우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흑산도의 신재생발전비율별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 

  2.2.2 도서규모가 크고 기후조건은 평범한 도서
도서규모는 크지만 기상조건이 평범한 도서는 백령도, 어청도, 덕적도

등 주로 인천 부근에 위치한 도서들이다. 이 유형의 대표도서로 백령도의
신재생발전 사업을 위한 투자비용과 회수비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위 도서들은 전력거래단가 설정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성이 결정된다. 또한 특정 신재생에너지 비율이상에서는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많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비율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을 위해서는 신재생설비용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ESS 설치비용 상승
에 의한 것으로 풀이 된다.

<그림 3> 백령도의 신재생발전비율별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 

  2.2.3 도서규모가 작은 도서
도서규모가 작은 대표적인 도서로는 성남도, 평사도, 고사도, 율도 등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속하며, 이러한 도서지역은 대용량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어려워 대규모 도서지역 보다 신재생발전원가가 높다. 또한 전력
수요량이 적어 디젤발전기 운영 시에도 결손금액이 매우 높은 곳이다. 디
젤발전원가가 육지계통의 10배를 상회하며, 율도의 경우에는 kWh당 발전
단가가 14,000원에 달한다. 비록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가 어려우나 해당
도서의 디젤발전 운영비가 매우 높으므로, 신재생발전 사업으로 전환 시
전력기반기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성남도의 신재생발전비율별 투입비용 및 회수비용

3. 결    론

도서지역의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도서특성과 전력거래
단가에 따라 다르며, 신재생 발전단가는 신재생 설비용량이 낮을수록
ESS의무 설치용량이 작아져 낮아진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총 발전량
의 30%(분석 최소값)에서 신재생발전사업의 최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단가가 ESS 설치단가를 무시할 만큼
높게 계약되거나 과도한 REC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력판매량이 많을
수록 고수익 구조가 된다. 따라서 기존의 디젤발전 운영비보다는 낮고,
신재생 발전운영비보다 높은 전력거래단가로 각 도서지역마다 개별 적
용하여, 적정한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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