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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마이크로그리드는 소형 분산 에 지원(Micro-Source o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으로 이루어진 분산 원항의 총칭
으로, 다수의 수용가들을 하여 수요지에서 력을 생산  공  하는 
기술로 기본 으로 여러 수용가의 부하  분산발 기들이 하나의 덩어
리(Cluster)를 형성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배 망이다. 마이크로그리드
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분산형 원과 부하를 갖는 소규모 력계통에
서 복수의 원  열원이 IT 련 기술을 사용하여 일 제어  리
되어 기존 력계통으로부터 독립되어 운 할 수 있는 온사이트형 력
공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1. 서    론

  전력에너지 공급 체계는 거대한 에너지 공급 계통에서 부하에 일방적
으로 전력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에서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분산형 에
너지 공급시스템의 도입과  아울러 최근에는 계통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마이크로소스(DER)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전력에너지 분
야의 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집중형 대규모 발전건설의 투자 회수의 불
확실성, 대규모 발전소의 입지적 환경적 신증설이 어려움이 증가됨에 따
라서 분산전원설비는 2010년경에는 전세계적으로 총 전력발전의 20%이
상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2차 에너지 소비량의 5.0% 점유한다는 목표로 관련제도 및 법
률을 정비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를 설계, 
평가 및 해석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의 확대보급과 시스템
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용의 마
이크로그리드 설계/평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 및 
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투자의 촉진을 유도,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체계적인 설계 및 해석에 의한 분산전원 및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확대, 향후 전력사업자 및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자들에게 구성하고자 
하는 그리드의 기술 및 재정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사업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
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DER 최적조합 및 최적 배전선로 탐색을 통한 
배전계통 구성 방안 등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며 시스템 구축 이전에 
사전 정보제공 및 기술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시스템 설계 자료로의 반
영이 기대된다.

2. 본    론

  2.1 마이크로그리드 설계/평가 프로그램

  마이크로그리드는 분산형 전원을 IT기술로 통합 감시, 제어함으로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계통으로 배전
분야의 미래대표 기술이다.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전력연구원에서 수립
한『국가 전력기술 로드맵 개정에 관한 연구(2005.12.15)』의 전력IT분
야에 마이크로그리드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마이크로그리
드 계획 및 운용기술 개발의 완료를 계획하고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
다. 이러한 마이크로그리드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 주관 “신
재생에너지 경제성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 
tory)에서 HOMER, Vipor, Hybrid2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프로
그램의 기능이 마이크로그리드를 설계 및 종합적인 해석에 적용하기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존 설계/평가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전개할 예정이다.
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컨버터, 경유 발전기등을 포함하는 

Hybrid system을 그 대상으로하여, 이 시스템이 Grid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독립형인 경우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계 및 평가가 가능할 것
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특성상 갖게 되는 qanfghkrtlf성이 
기존의 전원설비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의 문제도 매
우 중요한 부분이며,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관련된 설비의 생산, 보급
을 위한 시장의 규모와,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전망과 단위비용의 변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개인과 사회의 비
용,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각 부분이 받게 되는 총산출, GDP등에 대한 
영향등이 모두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 표 1 >의 프로그램중 
RETScreen, Homer, Vipor, Hybrid2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의 신.재생에
너지 전문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LEAP, NEMS는 신.재생에너
지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모듈을 따로 갖고 있고, 이를 전체 에너지 
부문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거시모형으로 보는 것이 좋다.

    <표 1>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

    
  2.1.1 RETScreen

  RETScreen은 엑셀 워크시트에 Visual Basic Macro를 사용하여 구성
된 로그램으로 각 신재생에 지원별 엑셀모듈이 별도로 구서되어 잇
으며 각각의 모듈은 련 웹사이트에서 자유로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다. 특정 신.재생에 지 생산과 련된 기상자료, 설비특성, 투자비용, 기
가격 등의 입력변수들을 주면 련 에 지의 생산량과 이에 따른 수

입과 비용의 흐름이 계산되고, 여기에 CO2 감에 따른 크 디트가 인
정되는가의 여부와 인정될 경우 단  톤당 얼마의 추가 수입이 확보될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리 사용되는 엑
셀 로그램에 기반한 것이어서 상 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으
나 입력자료의 확보가 분석에서 건이다. 그러나 RETScreen의 경우 
특정 신.재생에 지원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한 평가만을 수행하는 
로그램이라는 단 을 갖는다.

<그림 1> RETScree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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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Homer  와  Vipor

  Homer는 일반 송배 계통과 원거리에 존재하는 도서지역사이의 송
선로의손실을 배제하기 해  여러 신.재생에 지원과 화석연료(디젤엔
진), 기타 련설비들을 함께 이용하여 도서지역에서 단독으로 운 되는 
hybrid power system의 최 설계  운 을 한 simulation 로그램
이다. 이 로그램을 사용하면 시스템을 평가할수 있으며, 그 에서 가
장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의 구성을 결과값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그러한 결과값에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해서는 어
떤 설비의 조합이 최 인가를 보여주게 되며 이러한 결과를 여러 가지 
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Homer는 비용최소화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설비구성을 제
시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용산출 기간 한 일년 단 로 산출한다는 에서 
비용에서 기건설비와 운 비의 향이 기건설비에 무 집 되고, 
이러한 결과로 기건설비가 높은 발 원은 발 원 최 조합에서 거의 
제외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결 을 갖고 있다. Vipor는 이러한 
면에서 Homer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Vipor는 주어진 지형에서 power Source와 그 특성을 입력하고,  련 
수요지 과 그 특성을 입력하여 앞서 Homer에서 산출된 결과인 비용최
소화로 최 화된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네트워크로 power 
source와 Load들을 연계하는 것이 손실을 이며, 가장 수익을 극 화 
시킬수 있는지를 반복연산을 통하여 찾아낸다. 그러나 Vipor는 Homer에
서 받은 데이터와 같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에 지원의 구성을 기본 
데이터로 입력받아야 한다는 단 이 있다.

<그림 2>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및 계통구성 

2.1.3 LEAP 와 NEMS
  
  LEAP와 NEMS는 에너지부문에서 경제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구로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표 2> LEAP 와 NEMS의 비교

  2.2 마이크로그리드 설계/평가 프로그램 개선방향

      현재 국.내외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
그램이 개발사의 독자적인 표준에 의해 개발되어있다. 현재 IEC의 국제
표준인 CIM은 전력시스템 운영을 포함하여 전력회사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한 객체(Object)들을 나타내는 추상적 모델(abstract model)을 표현
한 것으로 전력계통 자원을 객체 클래스들과 속성들로 표현하는 표준방
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후 개발될 프로그램에서는 CIM표준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개발사에 의하여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마
이크로그리드 평가 로그램에 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단 을 살
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마이크로그리드 설계/평가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경제성측면에서의 효율향상, 분산 원 리, 부하유형 
리등의 측면에서 개별 혹은 통합 인 측면을 고려하고, 설계하고자 하

는 마이크로그리드를 사 에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설계된 마이크로그리
드를 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 정이다. 이 부분에 해서는 구체
으로 연구가 진행 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배 계통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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