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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ounced the “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plan
in 2012. Implementation of this plan will made Jeju Island the world’s first carbon-free region by
2030. In this study, a model for calculating the cost of an electric power system for a carbon-free
Jeju Island was designed and then used for simulates. Hourly wind data,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lar power plants, and the electricity demand from 2012 to 2017 were used as inputs for the
simulations. The values of the electric energy sources for Jeju’s minimum-cost electric-power system
in 2030 were determined through simula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electric demand always
be equal to the electric supply in electric energy supply system. The solar power, onshore wind
power, offshore wind power and ESS (Energy Storage System) in 2030 are expected to be 800 MW,
300 MW, 1031 MW, and 200 MW, respectively. The total cost of the carbon-free Jeju power system
was estimated at around $60.7 billion. In addition, the total cost of the power system was found to
decrease under the condition that solar power increased.
PACS numbers: 81.05.Ea, 85.30.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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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프리 지역이 되려는 제주섬의 전력시스템비용계산모델
바타르빌렉 안크자야 · 이개명∗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제주 63243, 대한민국
(2019년 9월 16일 받음, 2019년 12월 27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2월 30일 게재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에 제주 카본프리 섬 (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카본프리 지역이 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섬을 대상으로 카본프리 전력 시스템 비용 계산 모델을 세우고 시뮬레이션하였으며, 2030년까지 설치
용량, 발전량과 전기 수요량을 예측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의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 데이터와 전력수요 데이터를 본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상 전기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시스템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전기에너지공급 전원들의 용량값을 찾아 내었다. 2030년도 제주의 가장 경제적인 전력시스템 구축은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그리고 전력에너지저장장치 설비용량이 각각 800 MW, 300
MW, 1031 MW과 200 MW일 때로 계산되었다. 이 때 카본프리가 구현된 제주지역 전력시스템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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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60.7억 달러로 예상되었다. 또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증가시키면 전력시스템
비용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PACS numbers: 81.05.Ea, 85.30.Tv
Keywords: 카본프리, 전력시스템, 비용계산모델, 제주섬

I. 서 론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는 지구로 부터 방사된 빛 에너
지를 흡수한 후 일부를 지구 표면으로 되돌려 방사하는 가
장 비중이 높은 온실가스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표면온도가 증가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현상, 삼림파괴와
화석연료의 사용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 또한,
도시화, 인구의 증가 및 산업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
소 배출을 증가 시키고 있다 [1]. 화석연료 사용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약 0.8°C에서 1.2°C 범위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
된다면 지구기온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산업혁명 이
전보다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2]. 지구온난화의 심화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는 다양한 탄소배출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15년에 신 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에서는 주요 국가가 스스
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국정부는 “2030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하겠다는 목표량을 제출하였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년에 수립한 제주 카본프리 섬 (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통해 제주도가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카본프리 지역이 될 것이라는 비젼을 발표하였다 [5]. 이
계획에 포함된 핵심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보급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전통적인 화력 발전기들을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발전기로 바꾸고 있다. 전력시스템에 도입된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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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에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원이 도입된
전력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서 호주 [6], 아시아 [7], 미국 [8], 유럽 [9] 및 139개국 [10]에
대해 발전원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100% 대체된 지역에
너지모델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력시스템을 분
석하기 위해 EnergyPlan, LEAP 및 선형 최적화 알고리
즘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자체 모델이 사용되었다. 제시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 첫째, 신재
생에너지원들의 혼합이 1년 또는 몇년 후에 매시간 비탄성
수요에 맞추어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 둘째로, 100% 신재생에너지 또는 특정 CO2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화 방안을 찾아 전력시스템을
최적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카본프리지역 되겠다고,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역으로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제주지역에 대해 카본프리 전력 시스템 비용 계산 모델을 세
우고 분석하고자 한다.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항상 전기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갖는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제약조건을 충족하면서 전
력시스템비용이 최소가 되는 각 전기에너지 공급전원들의
최적 용량값을 아울러 찾고자 한다.
카본프리 전력시스템계산모델을 세우기 위해 앞선 연구자
들이 제시되었던 모델을 제주형으로 바꾸고 Matlab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며, 추가 전원으로
전력저장창지와 연계선을 선택하였으며, 각 전원별로 자본
비용과 운영비용을 다른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한
다 [12].

II. 2030 제주 카본프리 섬 (CFI Jeju by 2030)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2030 제주 카본프리섬
(CFI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가 BAU 기준으로 2020년까지 41%,
2030년까지는 9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5월에 발표된 CFI Jeju by 2030 계획은 단계적으로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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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FI Jeju by 2030 계획 [5].
Stages
Goals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
Smart Grid

1st stage
Construction of the CFI model
300 MW - Wind energy
30 MW - Solar energy
10% supplied (29,000)

2nd stage
Construction of CFI infrastructure
1 GW - Wind energy
30% supplied (54,000)
100%

3rd stage
Realization of CFI
2.3 GW - Wind energy
300 MW - Solar energy
100% supplied (371,000)

1과 같으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의
보급이 중요한 요소이다 [5].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2 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제주지역의 전력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전망이며,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30 년까지 2 GW 해상풍력, 300 MW
육상풍력, 300 MW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예정이며, 제주
지역의 총 전력수요량 5,268 GWh의 124%인 6,561GWh
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전기자동차

Fig. 1. (Color online)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현황 [11].

충전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III.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Figure 1의 결과는 2012년부터 누적 발전설비용량으로
2018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약 168 MW, 풍

Fig. 2. (Color online)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13].

력발전 설비용량이 약 273 MW로 현재까지는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태양광발전 설비용량보다 크며, CFI Jeju by

제주지역 카본프리 전력시스템계산모델의 흐름도는

2030 계획 도입 후인 2013부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설

Fig. 3과 같으며, 전체 시스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본 흐름도와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모델의

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특성,

충전기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전기자동

수요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차 (Electric vehicle, EV) 가 약 15,226대, 충전기 (Electric

전력계통의 주요 제약조건은 전력부하와 발전량이

vehicle supply equipment, EVSE) 가 약 11,091대로 각각

같아야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전력부하가 발전량보다

보급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모든

크면, 추가적으로 전력저장장치 (ESS) 와 연계선에서

자동차의 약 4%가 전기자동차로 전환 되었다.

부족한 전력량만큼 공급되어야 한다. 반면에 발전량이
전력부하보다 크면, 남는 전력으로 ESS 를 충전하거나
전력을 연계선으로 보내야 한다.

IV. 연구 방법

Figure 3의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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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범위 (모델의 입력 변
수)(MW)
최소
180
240
30
0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ESS

최대
800
300
2000
200

Table 3. 경제성 요소 ($/kW) [12].
CAPEX
1810
1560
4650
612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ESS

OPEXfit
27.15
39.00
116.25
9.00

OPEXvar
0
0
0
0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HVDCcost 는
연계선 비용이다. 여기서 Crf(Capacity Recovery Factor)
는 자본회수계수이며, OPEXf it 는 고정운전유지비용이며,
OPEXvar는 변동운전유지비용이다.
Fig. 3. 제주지역 카본프리 전력시스템 비용 계산 모델
목적함수 [9]: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최소로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 전력부하와 발전량이 같아야한다는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다. 세 번째 단계로 비용함수를.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1회 계산과정이며 다음 단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태양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f=

4
∑

(CAP EXN × CrfN + OP EXf itN )

N =1

×InsCapN + OP EXvarN × EGN + HV DCcost
졔약조건 [9]:

으로 구분하고 각각 최대값에 도달할 때까지 10 MW씩

∀h[1, 8760]EP V + Eof f shore + Eonshore +

올려가면서 모든 경우에 대해 비용함수 값을 계산한다.

EESS,disch + EHV DC,imp = ED + EESS,char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비용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의
조합이 결정된다. 이 계산과정에서 수요 측에서는 과거 6
년간 년중 시간대별 평균전력소비패턴이 사용되었고. 공급
측에서는 6년간 년중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시간대별
평균이용률이 사용되었다.

이런 작업을 시간대별로

반복하여 1년간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전력시스템의
구축비용이 최소화되는 값을 찾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증가시키면서 비용함수를 계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전력시스템 최소구축비용
및 이 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출력 결과로
나온다. 전력시스템의 총 비용은 본 전력시스템에 포함된
기술들의 자본비용, 발전소의 운영비용과 발전비의 합으로
위함이다. 전체 전력시스템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전력스시템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력시스템
비용을 계산하는 목적함수는 Eq.

1과 같이 표현되며,

이 식에는 각 전원 (N), 즉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및 ESS의 설비용량 (InsCap), 발전량 (EG ),

(1)

(2)

주요 제약조건은 시간대별로 전기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것이며, Eq. 2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h 는 시간
대별 표시이며, EESS,disch 는 전력저장장치의 방전량이며,
EHV DC,imp 는 연계선을 통해 수입된 전기에너지량이며,
ED 는 전력수요량이며, EESS,char 는 전력저장장치에 충전
전기에너지다.
제주지역에 구축된 용량 0.5 MW 이상 86개 태양광발전
소 와 25개 풍력발전소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거
6년간 시간대별 평균 이용률을 계산하였고 모델에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태양광, 풍력, ESS와 연계선의 최대
설비 용량을 2030 제주 카본프리 섬 계획에서 제시된 값을
선택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또한, 전원 별로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과 같은 경제성 요소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했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에서 제시되었던 값을 사용하였으며 [12]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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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2030년도 제주지역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술
설비용량 (MW) 발전량 (GWh) 시스템 비용 (억$)
태양광
800
1,191
14.69
육상풍력
300
604
4.79
해상풍력
1031
2,067
37.49
연계선
400
2,628
2.47
ESS
200
1,576
1.24
총합
2386.68
8,068
60.70

Fig. 5. (Color online) 태양광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비용과 풍력 설비용량 변화
카본프리 제주섬계획에 따르면 이용룔이 높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많은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적절한 비율로 선정할 필
Fig. 4. (Color online) 태양광(위)과 풍력(아래) 발전소의
발전 프로필

요가 있다. 이 모델의 예상결과와 2030년 카본프리 제주섬
계획을 비교해 보면, 풍력발전기의 경우가 계산된 설비용량
값이 계획 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의 자본비용이

V. 연구결과 및 논의

풍력발전의 자본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시에 태
양광발전 설비용량이 크게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모델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용했던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를 정리하여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태양광발전
소의 이용률이 낯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0%에서 65%까지 범위임을 알 수 있다. 풍력발전소 경우
겨울철 이용률은 40%에서 50%까지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2030년 카본프리 제주지역 전력 시스템 비용 계산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2030년도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연계선과 ESS의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기를 더 많이 설치할
필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본프리 제주지역모델을 활용해 태
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설비용량 조정에 따른 전체비용
변화를 검토하였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전체 전력시스템 비용과 풍력발전 설비용량 변화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100
MW씩 증가하면 풍력발전 설비용량과 전체 전력시스템의
총비용은 각각 약 60 MW와 약 1억 달러씩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설비용량이 각각 800 MW, 300 MW, 1031 MW, 400 MW
과 200 MW일 때로 예상되었다. 이 때 카본프리 제주지역
전력시스템의 총비용은 약 60.7억 달러로 계산되었다.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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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대해 카본프리 전력시스템계
산모델을 세우고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주에서
2030년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충족하
면서 전력시스템비용이 최소가 되는 각 전기에너지 공급
전원들의 최적 용량값을 찾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당초
카본 프리 제주섬 계획을 비교해 보니, 해상 풍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계획값보다 더 낮게,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용
량이 100 MW씩 증가하면 풍력발전 설비용량과 시스템의
총비용은 각각 약 60 MW와 약 1억 달러씩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설치비용이 하락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카본 프리 제주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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