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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시 연료가 들지 않는다는 특징과 친
환경적인 이유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에너지 독립 계
통을 구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이 분산 전원으로서 계통을 구성하게 되는데, 낮은 효율과 높은 초기 설
치비용으로 인해 디젤 발전기나 마이크로 터빈 등 소형 발전기를 예비
전력으로서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산 전원들은 가격이
제각각이며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기처럼 비용 함수 모델링이 어려워 경
제적 분석이 어려웠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독립
마이크로그리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계
통을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최적 조류 계산(OPF, Optimal
Power Flow)방법과 가격을 최소화하는 점을 찾는 경제급전(ED,
Economic Dispatch)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
여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7-Bus 가상 계통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OPF와 ED의 발전 비용은 PowerFactory® 프로그
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1. 서    론

경제급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하의 수요를 맞추면서 전력을 생산
하는 계통 분석하는 방법이다[1]. 따라서 경제급전 문제란 계통의 발전
기마다의 출력을 변화시켜 경제적으로 최적의 점을 찾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에너지가 널리 퍼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ED는 비용 함수 모
델링이 비교적 쉬운 화력 발전소 등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있다. 풍력 발
전기(WTG, Wind Turbine Generator)의 주요 장점은 처음 설치비용이
든 후에, 발전을 하는 데에 더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러나 풍력 발전기는 대신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전량이 불안정하고 예
측이 어려워 비용을 실시간으로 따지기 쉽지 않다. 반면 에너지 저장 장
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출력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계통에 추가시켜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출력을 일정
하게 만들 수 있다. ESS도 설치, 유지비용, 운전비용과 성능저하 문제로
인해 비용 면에서 분석이 어렵다. ESS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한
정 발전할 수는 없다. 이를 충전시켜줄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서는 디젤 발전기(DG, Diesel Generator)를 사용한다. 이러한 세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진 발전원을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적절하게 전력 분배를
해야 효율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수 있다.

2. 본    론

  2.1 최적 조류 계산
 최적 조류 계산이란 전력 계통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산이다.
목적 함수를 최적화 시켜 계통의 정상상태 동작점을 찾는 것으로 발전
비용, 전력 분배, 송전 손실 등을 최소화하는 점을 찾는다. 부하 소모량
을 맞추면서 계통 신뢰도 및 안정도, 전력 흐름 제한을 유지한다. 이 중
ED와 비교를 위하여 송전 손실을 목적 함수로 갖는 계산을 하였다. 계
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쓰이고 효율적
인 Newton-Raphson Method를 사용하였다.

  2.2 경제급전 문제
 경제급전의 목적은 비용함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발
전기에 맞는 부등식 제한 조건과 부하 소모량과 전체 발전량이 같다는
등식 제한 조건이 있어 이들을 만족시키면서 비용이 최소점인 부분을
찾는다. 비용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전체 비용, 는 WTG의 비용, 는 ESS의 비용,

는 DG의 비용을 나타낸다. 한편, 부하와 발전 유효 전력 사이의 관

계는 다음 식과 같다.

     (2) 

여기서 각각 는 WTG의 출력, 는 ESS의 출력, 는 DG의

출력을 나타내고, 은 총 부하 소모량을 나타낸다. 는 손실 전력

을 의미한다. 각각 발전원에 맞는 출력 제한 조건은 이후 발전기 모델을
설명하면서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경제급전
풀이법인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하면 제한조건을 만족하면서 비용이
최소인 점을 찾을 수 있다[2].

  2.2.1 풍력 발전기 모델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다[3].

  for   and   (3)

  

  
 for  ≤≤ (4)


 for  ≤≤ (5)

식 (3), (4), (5)에서 는 출력 전력, 는 정격 속도, 는 컷인 풍속,

는 정격 풍속, 는 컷 아웃 풍속을 나타낸다. 비용 함수는 연료를 사

용하지 않고 외부의 힘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2.2.2 에너지 저장 장치 모델
에너지 저장 장치는 남은 수명을 충방전 사이클로 나타낸다. 충방전

을 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ESS 비용을 충방전 전력에 비례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의 충방전 시 전류량에 따라 배터리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전류량이 클수록 저하는 가
속되며 수명이 처음 예측값보다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량에 따라
드는 비용이 점점 가속된다고 볼 수 있다[4]. 이를 간단하게 이차식으로
모델링하여 나타내면 식 (6)과 같은 식이 된다.


 

 
 (6) 

min ≤ ≤max
 for   (7)  

max ≤ ≤min for   (8) 

a는 성능 저하에 의한 비용 가중치이고 b는 발전량에 따른 비용 증가
량을 나타낸다. c는 초기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이다. ED를 하기 적합하
게 위와 같이 이차식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화력 발전을 하는 발전기의
고전적인 비용 함수형식과도 같다[5]. 식 (7), (8)은 ESS의 발전 제한조
건이며, 여기서 min은 최소 충방전량, max는 최대 충방전량이다.

  2.2.3 디젤 발전기 모델
디젤 발전기는 풍력과 배터리가 전체 계통을 유지하기에는 여러 가

지 조절 불가능한 변수(바람의 속도, 남은 ESS 용량 등)가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언제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 전력원 역할을
한다. 위에서 언급한 화력 발전소의 비용 함수와 비슷하게 모델링 될 수
있으며, 비용함수와 제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max (10)  

여기서 min은 최소 발전량, max는 최대 발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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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7-Bus, 12MW 가상 계통을 구성하였다.
발전기는 총 3개가 있으며 각각 ESS(Gen.1), WTG(Gen.2), DG(Gen.3)
로 이루어져있다. 부하는 총 4개이며 각각 3MW씩 전력을 소모한다.
WTG의 경우에 최대 16MW까지 발전 가능하도록 충분히 크게 설계하
였고, 이는 버스 2에 연결되어있다. ESS의 경우, 버스 1, DG는 버스 3
에 연결돼있고 최대 출력은 12MW이다. WTG가 처음에 9MW 출력을
하다가 이후, 6MW, 3MW, 0.5MW출력으로 변할 때, 남은 두 발전기의
출력과 가격을 살펴보았다. OPF와 ED 두 방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전력
출력과 가격을 비교해볼 것이다. OPF의 경우, 계통의 손실 전력이 최소
가 되는 점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1> 계통 구성도 

비용함수는 WTG의 경우 생산 전력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비용이 든
다고 하였고, ESS, DG의 경우는 이차식으로 근사하여 표현하였으며 표
1에 정리해 놓았다. 'c'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0으로 놓았다.

<표 1> CF 계수

where:     
  

  2.3.1 Case 1: 최적 조류 계산(OPF)
Gen.2(WTG)의 발전량을 변화시켜가며 OPF를 시행하였다. <표 2>

를 보면, 부족한 전력을 ESS와 DG가 거의 동일하게 나누어 생산하였
다. 또한, P2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발전기의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발전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OPF 결과

  2.3.2 Case 2: 경제 급전(ED)
같은 방법으로 P2를 변화시키면서 ED를 시행하였다. 표 3을 보면,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P2가 나려갈수록 총 발전 비용이 증가한다.
ESS와 DG의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처음 발전량이 작을 때는 DG의 발
전 비율이 더 크지만 총 발전량이 커질수록 ESS의 발전 비율이 증가한
다. 이는 발전량이 커질수록 DG의 비용 증가량이 ESS의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표 3> ED 결과

  2.2.3 비교 및 분석
두 결과의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OPF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이 ED방법으로 계산한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풍력 발전기의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총 발전 비용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7-Bus 계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ED방법이 OPF방법보다 더
저렴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OPF는 계통 전력과 전압
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계통의 높은 안정도
와 신뢰도를 갖는다. 반면 ED의 주요 제어 요소는 발전 비용이다. 부하
수요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맞추는 것이 이 방법의 목적이며 발전기 마
다 제한 조건을 두어 과부하를 막아 안정도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요소
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독립 마이크로그리드에서의 경제급전 문제를 분석하였
다. 각각 발전기의 제한 조건과 계통의 안정도를 유지한 채, 발전 비용
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방법의 효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OPF
중, 손실 전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갖는 분석 방법과 가격
적 측면에서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OPF보다 ED를 사용하였을 때 비
용이 감소했고, 이는 WTG발전량이 작을수록 그 효과가 커졌다. 다만
ED에 적용하기 위하여 배터리 등 비용함수를 이차식으로 가정하였지만,
정확히 표현된 것이 아니다. 또한, 계통에서 연료 값이 비싼 디젤 발전
기 대신에 주로 연료 전지 등 값이 싼 발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ESS
와 비용 면에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ESS의 비용함수를 더욱 정확히 모델링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이 다른
발전기와 가격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저렴해져야 실제 마이크로그리드
에서 ED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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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No. a b c

1 1.55 324.00 0.00

2 0.00 0.00 0.00

3 12.40 287.60 0.00

<그림 2> 풍력 발전량에 따른 OPF와 ED방식의 발전 비용 비교

SN 1 SN 2 SN 3 SN 4

P1(MW) 1.496 2.986 4.467 5.71

P2(MW) 9 6 3 0.5

P3(MW) 1.507 3.017 4.535 5.792

C1($/h) 488.2 981.2 1478.3 1900.6

C2($/h) 0 0 0 0

C3($/h) 461.3 980.4 1559.1 2081.7

($/h) 949.5 1961.6 3037.4 3982.3

SN 1 SN 2 SN 3 SN 4

P1(MW) 1.383 4.221 6.403 8.308

P2(MW) 9 6 3 0.5

P3(MW) 1.62 1.782 2.6 3.195

C1($/h) 451.1 1395.2 2137.9 2798.9

C2($/h) 0 0 0 0

C3($/h) 498.2 551.6 831.7 1045

($/h) 949.3 1946.8 2969.6 38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