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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적용하여 전력
계통의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어 방안을 검토
한다. BESS가 계통운영기관의 자동발전제어를 통한 2차 주파수조정 보
조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어 요구량에 대한 정확한 추종이 가능
해야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SOC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어신호를 제어대상 배터리의
SOC에 따라 배분하고 SOC가 가용범위를 벗어 날 경우 SOC 회복제어
를 수행하도록 제어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전력계통 주파수는 전력수급 유지 여부를 나타내는 주요 파라미터임
에 따라 계통운영자는 계통 사고와 같은 유사시에도 주파수를 회복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기 조속기와 자동발전제어를 통한 1차 및 2차 주
파수조정 예비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1]

　특히 최근 전력 계통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제어를 위해 속응성이 우
수한 BESS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3] BESS는 응답속도가
기존 발전원에 비해 매우 우수한 반면 전력계통으로부터 충전된 전기에
너지만을 방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발전원과는 매우 상이한 운영전
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4]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동발전제어시스템이 BESS를 대상으로 송
출한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어신호를 제어대상 배터리별 SOC에
따라 배분하고 SOC가 가용범위를 벗어 날 경우 SOC 회복제어를 수행
함으로써 BESS의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도록 한다.

2.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국내의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는 주파수 복구 예비력으로 1차 주
파수 응답 이후 주파수를 정상 주파수 유지범위로 회복시키기 위한 유
효전력으로서 30초 이내에 응동하여 30분간 지속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2차 주파수 조정서비스의 경우, 발전기의 출력 요구량은 다음
식과 같이 연계 선로의 전력 조류 오차와 주파수 편차로부터 ACE값을
계산하여 산정된다.[5]

          

     : 모든 연계선로의 전력조류 값 오차
 : 계통 주파수 바이어스[MW/0.1Hz]
   : 계통 주파수 편차

또한, 독립계통인 국내 전력계통의 경우 주파수 편차만으로 ACE 값이
계산된다.

3. BESS 제어 전략 수립

  3.1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터리 고려사항 
BESS를 통한 전력계통의 주파수 제어 시, 주파수 변동에 따른 빈번
한 충·방전으로 인하여 수명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림1과 같이 방
전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충방전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6]

또한, 충·방전 깊이 외에도 SOC 구간에 따라 배터리의 수명이 영향을
받음을 다음 표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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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튬이온배터리의 DOD와 수명과의 관계 

DOD SOC 운전 구간 수명[cycle]

100% 0%〜100% 4000

75%
25%〜100% 5651

0%〜75% 8508

50%
50%〜100% 7746

25%〜75% 11556

30% 50%〜80% 20317

(*End of Life : 80%)

<표 1> Battery의 DOD별 수명 관계 예시 

표1의 경우 30%의 방전 깊이와 50%〜80%의 SOC 운전 구간으로 운
전된 배터리가 가장 우수한 수명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의 적정 SOC 운전 구간과 방전 깊이를
선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어전략을 수립하였다.

  3.2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를 고려한 BESS 제어전략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BESS의 특성을 고려하여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어신호 배분 전략은 배터리의 SOC를 기준으
로 Normal control, Recovery control 2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3.2.1 Recovery control
회복 제어 모드에서는 SOC가 유지 범위 50〜80%를 벗어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SOC를 회복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빈번한
제어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SOC 운전 구간의 목표치인 65%에서 ±

의 여유를 두어 63〜67%에 도달할 때까지 회복 제어를 수행하도록 제
안하였다.

     

     

배터리의 출력은 2차 주파수 응답 요구량과 BESS의 가용 출력을 비
교하여 BESS의 가용 출력이 충분할 때만 SOC 회복이 필요한 배터리의
회복제어를 수행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회복을 수행하지 않는다. 따
라서 회복제어 중인 배터리는 SOC가 목표치 부근의 불감대 수준에 도
달해야만 가용 상태로 전환되어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를 정상적으
로 수행한다.

  3.2.2 Normal control
배터리 SOC의 가용 범위를 수명 경감 효과가 좋은 50〜80%으로 설
정하고, 이 범위 내로 SOC가 유지된 배터리만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
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배터리의 출력()는 아래 식과 같이 BESS에 대한 2차 주파수 응
답 요구량()과 BESS의 가용 출력()을 기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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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함으로써 출력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BESS의 가용 출력이 충분할 경우, BESS내 회복제어를 수행 중인 배
터리의 회복제어 요구량을 고려한 출력 요구량을 가용 배터리에 SOC
가중 제어를 통해 배분해주어 정확한 2차 주파수 응답과 BESS의 SOC
회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BESS의 가용 출력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 회복제어가 필요한 배터리는 회복제어를 수행하지 않고
가용 배터리만을 통해 2차 주파수 응답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사례 연구

본 사례 연구는 전력 계통을 모델링하여 BESS의 2차 주파수조정 보
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파수 제어를 위해 계통에서 요구된 신호를 적
절하게 배분하고 SOC도 관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를 수행함에 앞서, 전력 계통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
해 국내에서 상정사고 발생 시 측정된 주파수 데이터를 전력 계통 모델
에 적용한 결과와 실제 AGC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2와 같이 나타냈다.

<그림 2> 2차 주파수조정 모델 검증 시험

본 전력 계통 모델이 경제 배분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계산에 사용
되는 파라미터 값에서는 차이가 있어 서로 같지 않지만 실제 계통에서
계산된 AGC 요구량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를 BES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 수행에 사용한 값은 표2와 같다.

구 분 값 구 분 초기 값

배터리 수 4대  40%

배터리 정격 1MW/0.5MWh  51%

회복제어 시 출력 ±  60%

 70%

<표 2> 모의 해석 파라미터 값 

본 사례연구에서는 변전소 단위에 BESS의 단위제어기 한 대를 대상
으로 수행하였으며, 계통에서의 사고가 반영된 모의 주파수를 적용하여
2차 주파수 응답 요구량을 계산한 뒤, High Pass Filter를 적용한 빠른
신호를 BESS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른 요구량과 배터리별 출력
은 다음 그림3과 같다. 또한, 각 배터리의 SOC에 따라서 다른 출력 요
구량이 할당되고 있음을 그림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BESS를 통한 2차 주파수 조정 제공

<그림 4> BESS의 요구량 배분 

그림 5를 통해 battery#1의 경우, SOC가 40%로 SOC 운전 구간 이외
에 있어 recovery control로 2차 주파수 응답 요구량과 나머지 가용 배
터리의 출력을 비교하여 회복 가능여부를 판단 뒤, 정격의 10%로 충전
을 수행한다. battery#2의 경우, 제어 도중 SOC가 감소하여 회복제어로
전환되어 제어를 수행한다.
SOC가 유지 범위 이내에 있는 나머지 배터리의 경우, normal control
로 배터리의 SOC와 정격을 고려하여 요구량을 할당받게 된다. 그에 따
라 2차 주파수 응답 요구량과 회복제어 중인 배터리의 회복제어 요구량
의 합을 가용 배터리 출력과 비교하여 배터리의 출력을 판단함으로써
계통 운영자로부터 받은 2차 주파수 응답 요구량을 정확히 수행하는 동
시에 배터리의 SOC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다음 그림5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BESS의 2차 주파수조정 이행률 및 SOC 관리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ESS의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어신호를
제어대상 배터리별 SOC에 따라 배분하고 SOC가 가용범위를 벗어 날
경우 SOC 회복제어를 수행함으로써 BESS의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
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사례 연구를 통해 BESS
가 배터리의 상태를 고려하여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2차 주파수
응답 요구량의 배분과 BESS 내 배터리들의 효율적인 SOC 관리가 이루
어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확한 계통 파라미터 적용을 통한 계통 모델링을 통해 2차 주
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BESS 제어를 수행하고, 다양한 제어
전략을 통한 전력 계통 주파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BESS의 2차 주파수조정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제어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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