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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Free를 위한 도서지역용 독립전원계통의 모델링 및 

운용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ing and Operation Algorithm of Independent Power System 

for Carbon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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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Yong Wang․Byung-Ki Kim․Jea-Bum Park․Byung-Mok Kim․Eung-Sang Kim․Dae-Seok Rho)

Abstract - Recently, as one of the policies for carbon free operation method of independent power system replacing diesel 

generator with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power and photovoltaic(PV) system has been present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operation algorithm and modeling of independent power system by considering CVCF(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ESS(energy storage system) for constant frequency and voltage, LC(load control) ESS for demand and supply 

balancing and SVC(static var compensator) for reactive power compensation. From the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various 

operation scenario, it is confirmed that proposed operation algorithm and modeling may contribute stable operation and carbon 

free in independent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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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일본의 원전사고, 고유가 등의 에너지 위

기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에

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력시스템의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가 해결책으로 시도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기술적인 수단의 하나로 도서지역의 마이크로 그리

드에 적용되고 있다[1]. 즉, 도서지역에서는 디젤발전기의 가동률

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높여,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 하면서 CO2 제로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2]. 하지만, 관성을 가진 풍력발전기의 기동 시 필요로 하는 유·

무효전력을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가 공급하

지 못하여, 계통에서 풍력발전기가 탈락되는 문제점 등이 보고되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이 연계된 독립

전원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CO2 제로화를 하기 위하여, 

CVCF용 ESS와 부하제어용 ESS, 그리고 SVC 등에 의한 전압제어

와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독립전원계통의 운용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PSCAD/EMTDC를 이용하여 DFIG의 타입의 풍력발

전기와 태양광전원, 부하변동에 따른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CVCF용 ESS, 풍력발전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무효전력

을 보상하는 SVC, 계통의 유효전력에 대하여 충·방전을 수행하는 

부하제어용 ESS로 구성된 독립전원계통을 모델링을 제시한다. 또

한, CVCF용 ESS는 전압 및 주파수를 일정하게 제어하고, 부하제

어용 ESS는 계통의 부하를 제어하는 운용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기동 시(torque control mode)와 부하에서 발생

되는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SVC를 이용한 운용제어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링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상기의 방식이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CO2 제로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도서지역용 독립전원계통 특성 분석

 

CO2 제로화와 자립운전을 위하여 가파도에 설치된 독립전원

계통은 그림 1과 같이 150kW급 디젤발전기 3대, 250kW급 풍력

 

그림 1 기존의 독립전원계통 개념 

Fig. 1 Concept of conventional independent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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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2기, 500kWh 용량의 ESS, 50kW급 태양광전원 그리고 

일반 가정, 학교, 관공서 및 담수화 설비 등을 포함한 수용가 부

하로 이루어져 있다[3]. 

그러나, 독립전원계통에 연계된 풍력발전기가 기동하는 경우, 

torque control mode에서 소비하는 무효전력을 ESS가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여, 풍력발전기가 그림 2와 같이 계통에서 탈락되

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2  독립전원계통의 탈락

Fig. 2  Shut down of independent power system

이러한 문제점을 해석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한 달간 

250kW급 풍력발전기의 기동 시의 전력량을 분석하였다. 표 1과 

같이, 피상전력은 495.9kVA, 유효전력은 415.9kW, 무효전력은 

270kVar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로 유추해보면, 풍력발전기의 기

동 시에 소비하는 무효전력을 독립전원계통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여 풍력발전기가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전원이 연계된 독립전원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무효전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방안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표    1  풍력발전기 기동 시 운용 특성 

Table 1 Operation characteristic at startup wind power

Apparent Active Reactive Hz cos
Power 495.9 415.9 270 - -

Frequency - - - 60.11 -

Power 

Factor
- - - - 0.834

3. 도서지역용 독립전원계통 모델링

3.1 디젤발전기 모델링

디젤발전기의 제어기는 출력전압을 조정하는 여자기와 유효전

력을 제어하는 조속기로 구성된다. 여자기는 디젤발전기에서 발

생하는 무효전력을 제어하고 출력전압을 정전압으로 제어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회전기의 계자전압 및 계자전류를 제어함으

로써 발전기의 보호기능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여자기 PSCAD/EMTDC로 모델링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디젤 발전기의 여자기 모델링

Fig. 3 Excitor modeling of diesel generator   

한편, 디젤발전기 조속기는 회전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

기 위해 사용하는 제어장치로서, 계통의 수요전력량만큼 제어하

는 유효전력 제어부와 디젤 발전기 속도를 계통의 주파수

(60[Hz])에 추종하도록 제어하는 속도제어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속기를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디젤 발전기의 조속기 모델링

Fig. 4  Governor modeling of diesel generator

3.2 풍력발전기 모델링 

풍력발전의 종류 중 하나인 이중여자유도발전기(DFIG)는 d-q

변환에 의해 독립적인 유효 및 무효전력을 제어하며, 컨버터에 

의해 출력을 조정하는 디젤발전기에 비하여 작은 용량의 인버터

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풍력에너지부와 발

전량제어, 회전자의 속도, 그리고 유·무효전력을 제어하는 DFIG

로 구성된 풍력발전기를 PSCAD/ EMTDC로 모델링하면 그림 5

와 같다. 여기에서 풍력발전의 제어기는 간접벡터제어 방법을 이

용하여 고정자의 전압과 전류를 이용한 고정자의 자속을 추정하

는 회전자측 컨버터(machine side converter, MSC)와 유·무효전

력 및 동기 위상각과 계통전압 PLL(Phase-Locked-Loop)을 제

어하는 계통측 컨버터(grid side converter, GSC)로 이루어진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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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FIG 모델링

Fig. 5  Modeling of DFIG

한편, 풍속에 의하여 블레이드에서 발전기로 공급되는 DFIG의 

출력은 블레이드의 출력계수와 공기가 가지는 운동에너지의 곱으

로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블레이드의 형상, 주속비 그리고 피치

각에 의한 블레이드의 출력계수는 식 (1)과 같고, 풍속이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주속

비로서 식 (3)과 같이 풍속, 블레이드의 각속도, 그리고 터빈의 

직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1)

  



                   (2)



×
                         (3)

여기서, : 에너지 전환 효율, : tip speed ratio(주속비), 

: 블레이드 피치각, : 풍력발전기 출력, : 풍속,  : 

공기밀도,  : 각속도, R: 터빈의 직경 

따라서 식 (2)와 식 (3)으로 부터 블레이드에 의한 풍력발전기

의 출력을 식으로 나타내면 식 (4)와 같고, 이를 PSCAD/EMTDC

로 모델링하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9]. 

     

 

   



     (4)

그림 6 풍력발전기 출력식 모델링

Fig. 6 Modeling of Eq. (4)

3.3 부하제어용 ESS 모델링 

평형 3상 시스템에서 목표로 하는 ESS의 순시 유효전력(P) 및 

순시 무효전력(Q)은 정지좌표계와 동기좌표계를 이용하여 3상 교

류를 직류로 변환된 d-q축의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즉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d-q축에서의 출력전압  는 출력단의 순

시전압의 크기와 동일하고, 출력전압 는 0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식 (5)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                (6)

여기서,  : 순시전압

  
ESS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의하여 기준전류(   , 

  )를 구하는 식은 식 (7)과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기준전류(   )가 음의 값을 가질 때 ESS는 충전상태가 

되고, 양의 값을 가질 때 ESS는 방전상태가 된다. 여기서 식 (7)

은 ESS 유효전력의 출력을 위한 q축 기준전류이고, 식 (8)은 

ESS 무효전력의 출력을 위한 d축 기준전류이다. 

 

    

××

                   (7)

   

××

                  (8)

여기서,    : ESS 출력을  위한 q축 기준전류,   : 

ESS 출력을 위한 d축 기준전류  

따라서, ESS의 충·방전 상태를 결정하는    와 인버터의 

전류제어방식을 적용한 ESS의 제어기를 PSCAD/EMTDC를 이용하

여 모델링하면  그림 7과 같다[10].

그림 7 부하제어용 ESS 모델링

Fig. 7 Modeling of ESS for loa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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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VCF용 ESS 모델링

도입된 계통의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 발전기 대신 일정한 전

압과 주파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CVCF용 ESS는 출

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출력전압 제어루프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제어루프를 적용하기 위한 인버터의 회로방정식은 식 

(9)와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9)



 
                (10)

여기서,  : 인버터 전압,  : 커패시터 전압,  : 인버터 

전류, : 부하전류, : 출력필터용 인덕턴스, : 출력필터용 

커패시터

상기의 식 (9)와 식 (10)을 동기좌표계로 변환하여, 목표로 하

는 DC 출력을 구하면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11)

  

여기서, : 직류링크단의 전압, : 직류링크단의 전류,  : 

커패시터의 q축 전압,  : 계통 측 q축 출력전류, : 커패시터

의 d축 전압, : 계통 측  d축 출력전류

한편, 식 (11)로부터 전압제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통 측의 

3상이 평형상태이면 회전좌표축을 적절히 조정하여   (목

표출력전압), =0이 되도록 설정하고, 단위역률이 1로 되도록 

제어한다. 

즉, d-q 좌표축변환에 의해 발생한 성분인  ,  , 

를 제어단계에서 전향(feedforward) 보상하게 되면   , 

 으로 결정되어, 역률은 1로 제어되어진다. 따라서, 커패시

터의 출력전압 는 목표 출력전압 과 같게 되어 CV 

(constant voltage)운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을 표현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12)







              (13)

  

 


                 (14)







              (15)

따라서, 상기의 식 (12) ∼ 식 (15)에 의하여 CVCF용 ESS 제

어기를 모델링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CVCF ESS의 모델링 

Fig. 8 Modeling of CVCF ESS

3.5 태양광전원 모델링

태양광전원용 연계형 인버터에 대하여 목표로 하는 유효전력

과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PI제어기를 이용한 세부적인 전

류제어 알고리즘은 식 (16)과 식 (17)과 같고, 이 제어 모델링은 

그림 9와 같다. 여기서 전류 제어부는 디커플링 회로이기 때문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 


 ∙       (16)   

      ∙ 


 ∙          (17)

여기서,  ,  : 인버터 출력을 위한 d-p축 전압,    : 

인버터 출력의 기준전류,  , : d-q동기좌표계에 의한 계통전류

(직류),  : 계통의 순시전압

(a) 전류제어 모델링(q축) (Modeling of current control)

(b) 전류제어 모델링(d축) (Modeling of voltage control)

그림 9 태양광전원의 전류제어 알고리즘 모델링

Fig. 9 Modeling of current control in PV system 

  

한편, 그림 10은 계통연계 인버터의 모델링으로서, 이는 PWM

으로부터 나온 6개의 스위칭 신호에 의하여 구동되는 IGBT는 태

양광전원에서 생성된 DC 출력을 120°의 위상차를 갖는 3상의 AC

출력으로 변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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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계통연계형 인버터 모델링

Fig. 10  Modeling of grid-connected inverter

4. CO2 제로화를 위한 독립전원계통 운용알고리즘

 

4.1 독립전원계통 운용전략

본 논문에서는 도서지역용 독립전원계통의 CO2 제로화를 위하

여, 디젤발전기를 가능한 운용하지 않는 대신에 CVCF용 ESS와 

부하제어용 ESS 그리고 SVC을 이용하여 독립전원계통을 안정적

으로 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즉, 그림 11과 같이, CVCF

용 ESS는 전압 및 주파수 제어를 담당하고, 부하제어용 ESS는 

충전 및 방전을 통하여 계통의 유효전력을 제어하도록 한다. 또

한 풍력발전기의 기동 시(torque control mode) 필요로 하는 무

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지형 무효전력보상기기인 SVC를 계

통에 도입하여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운용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11 제안한 독립전원계통의 개념

Fig. 11 Concept of proposed independent power system

그림 12 독립전원계통의 운용 전략

Fig. 12 Operation strategy of independent power system 

한편, 상기에서 제안한 독립전원계통의 운용알고리즘을 상세하

게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먼저 수용가 부하패턴과 신재생에

너지전원(태양광전원, 풍력발전)의 출력패턴을 그림 12의 ①과 

②로 가정한 경우, 풍력발전이 t1에서 기동하게 되면, 그림 12의 

③과 같이 t1∼t2기간(torque control mode)동안 풍력발전기에서

는 무효전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SVC는 그림 12의 ④와 같

이 t1∼t2기간 동안 발생된 무효전력을 보상하여 계통을 안정적

으로 유지시킨다. 또한, 부하제어용 ESS는 그림 12의 ⑤과 같이 

부하와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충전

과 방전을 실시하게 되고, CVCF용 ESS는 그림 12의 ⑥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압 및 주파수를 유지시킨다.

(1) ESS의 운용 전략 

디젤발전기 대신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CVCF

용 ESS의 운용조건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19)

  여기서,    : ESS의 제어 전압,  :  목표 전
압,    : ESS의 제어 주파수,  : 목표 주파수

한편, 부하제어용 ESS는 수용가의 부하량(  )과 신재생에너

지의 발전량()을 비교하여, 부하량이 발전량보다 크게 되

면  방전(  )을 하게 되고, 부하량이 발전량보다 작게 되면 

충전(  )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부하량이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과 같게 되면 부하제어용 ESS는 동작을 중지(  )하게 되

는데, 이 운용조건을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if 

 



  
 



  





if 
  



  
 



 

if 
  



   
  



  

      (20)

여기서, : ESS의 충전 및 방전 결정 신호, :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 : 풍력 발전기의 발전량,  : 태양광전원

의 발전량

(2) SVC의 운용 전략 

SVC는 풍력발전의 기동 시 요구되는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

하여 도입되는데 이것은 역률 크기에 따라 운용하도록 한다. 즉, 

SVC는 역률이 진상이면 리액터(Reactor)를 연계시키고, 역률이 

지상이면 커패시터(Capacitor)를 연계시키게 된다. 이 판단조건을 

나타내면 식 (21)과 같다. 

 









  if  and 


  

if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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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 SVC 동작 결정 신호

한편, 목표치 역률에 대하여 SVC에 의하여 보상되는 무효전력

량은 식 (22)와 같이 수용가 부하의 무효전력과 신재생에너지전

원의 무효전력 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            (22)

여기서, : 무효전력의 합,   : 부하의 무효전력, 

  : 신재생에너지의 무효전력  

4.2 독립전원계통 운용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ESS와 SVC의 운용전략에 의하여 독립전원

계통의 운용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초기조건으로 CVCF용 ESS는 독립전원계통의 정전압 

및 정주파수를 제어한다.

[Step 2] 일 부하곡선을 기준으로, 수용가 부하량과 신재생에너

지전원의 발전량을 비교한다. 

[Step 3] 부하제어용 ESS는 발전량이 부하량보다 클 경우 충전

을 수행하고, 발전량이 부하량보다 적을 경우 방전을 

수행한다. 여기서, 발전량과 부하량이 같다면 운용을 

중지하게 된다.

[Step 4] SVC는 풍력발전의 기동 시 요구되는 무효전력을 보상

하기 위하여, 역률 크기에 따라 운용하도록 한다. 즉, 

SVC는 역률이 진상역률에서는 리액터(Reactor)를 연

계시키고, 지상역률에서는 커패시터(Capacitor)를 연계

시키도록 하며 목표로 하는 역률(1.0)을 맞추기 위하여 

적정한 용량을 산정하도록 한다. 

상기의 절차를 플로우차트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운용전략 알고리즘 

Fig. 13 Process of operation strategy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5.1 시뮬레이션 조건

(1) 독립전원계통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독립전원계통 모델링과 운용알고리즘의 유

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계통은 그림 14와 같이 기존의 독

립전원계통(디젤발전기, 풍력발전기, 태양광전원, 수용가부하)에 

정전압 및 정주파수 제어를 위한 CVCF용 ESS와 부하제어용 ESS 

그리고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SVC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각 

구성에 대한 용량은 실계통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단, CVCF용 ESS는 계통의 정전압 

및 정주파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가정한다. 

그림 14 독립전원계통의 계통 구성도

Fig. 14 System configuration of independent power system 

표    2 독립전원계통 각 전원의 용량 

Table 2 Capacity of each power source 

Power source Capacity

Diesel generator 450[kW]

PV system 110[kW]

Wind power 500[kW]

ESS 500[kWh]

(2) 독립전원계통의 운용조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독립전원계통의 운용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표 3과 같이 디젤발전기 연계 

시의 독립전원계통 운용방식(Case Ⅰ), 디젤발전기 비 연계 시의 

독립전원계통 운용방식(Case Ⅱ), 그리고 제안한 독립전원계통 운

용방식(Case Ⅲ)으로 나누어 계통의 운용특성을 분석한다.

 

표   3 독립전원계통의 운용 시나리오 

Table 3 Operation scenario of independent power system

Case Ⅰ Case Ⅱ Case Ⅲ

Diesel 
Generator

Operation Not operation
Not 

operation

PV system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Wind Power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SVC Not Operation  Not Operation Operation

ESS for Load Operation  Not Operation Operation

 ESS for CVCF Not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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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나리오별 독립전원계통의 특성 분석 

(1) 디젤발전기 연계 시의 독립전원계통(CaseⅠ)운용특성

여기서는 표 3의 Case Ⅰ의 운용조건에 대하여, 독립전원계통

의 운용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풍력발전기가 0.3초 후에 기동하

고, 2초 후에는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수용가 부하량보다 커진다는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계통전압은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역조류에 의하

여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고, 그림 16

과 같이 주파수도 규정범위를 벗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5 기존 방식에 의한 전압 특성 분석

Fig. 15 Voltage characteristic by conventional method

그림 16 기존 방식에 의한 주파수 특성 분석 

Fig. 16 Frequency characteristic by conventional method

(2) 디젤발전기 비 연계 시의 독립전원계통 (Case Ⅱ) 운용특성

여기에서는 표 3의 Case Ⅱ와 같이 디젤발전기가 연계되지 않

은 경우에 대하여 독립전원계통의 운용특성을 분석한다. 즉, 풍력

발전기가 Torque Control Mode로 기동하는 경우, 그림 17과 같

이 계통전압이 급격하게 변동(강하)하게 되고, 또한 그림 18과 같

이 주파수도 규정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풍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CVCF용 ESS만으로 풍

력발전기의 기동 시에 요구되는 유·무효전력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여 풍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VCF용 ESS뿐만 아니라 유·무

효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하제어용 ESS와 SVC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7 디젤 발전기 비연계 시 전압 특성 분석

Fig. 17 Voltage characteristic by using only CVCF ESS 

그림 18 디젤 발전기 비 연계 시 주파수 특성 분석

Fig. 18 Frequency characteristic by using only  CVCF ESS

 

(3) 제안한 독립전원계통(Case Ⅲ) 운용특성

상기와 같이 풍력발전기가 탈락되는 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부하제어

용 ESS와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SVC를 도입하여 독립전원

계통을 운용하는 방식(Case Ⅲ)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계통운

용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즉, 풍력발전기가 기동하는 동안

(Torque Control Mode),  SVC에 의하여 무효전력이 제어되어, 

그림 19와 같이 계통전압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함을 알 수 있

고 또한, 그림 20과 같이 CVCF용 ESS와 부하제어용 ESS에 의하

여 주파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독립전원계통을 운용한다면, 계통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고, CO2를 저감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제안한 방식에 의한 전압 특성 분석

Fig. 19 Voltage characteristic by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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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제안한 방식에 의한 주파수 특성 분석

Fig. 20 Frequency characteristic by proposed method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립전원계통의 안정적인 운용과 CO2 제로화를 

위하여, CVCF용 ESS와 부하제어용 ESS 그리고 SVC를 이용한 

독립전원계통의 모델링 및 운용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

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ase Ⅰ과 같이 기존 독립전원계통의 경우, 계통전압과 주파

수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역조류와 급격한 변동(기동)에 의

하여 규정치를 벗어나 기존에 연계되어 있는 디젤발전기가 

정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2) Case Ⅱ와 같이 CO2를 제로화를 위하여 디젤발전기를 연계하

지 않고 CVCF용 ESS로 운용하는 경우, 풍력발전기 기동 시 

독립전원계통의 계통전압과 주파수가 급격히 변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3)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VCF용 ESS와 부하제어

용 ESS 그리고 SVC를 조합한 운용방식(Case Ⅲ)에서는 풍

력발전기가 기동하는 동안 SVC가 무효전력을 제어하여 계통

전압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주파

수도 CVCF용 ESS와 부하제어용 ESS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식에 의하여 독립전원계통을 운용하면, 안정적인 운용과 CO2 

제로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독립전원계통의 모델링과 운용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탄소배출의 계량화 및 제안한 방식에 대한 독립

전원계통의 경제성 분석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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