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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이크로그리드는 주로 신재생 전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전력시스템으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및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전력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독립운전의 경우는 상용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의 공급과 
부하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하며, 특히 전력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강제적으로 전력의 부하를 차단하

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독립운전을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을 위
한 강제적인 부하 차단을 위해서 파산문제(bankruptcy problem)와 CEA(constrained equal awards) 규칙에 
근거하여 부하 차단의 기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신재생 전원 도입에 대
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용가 및 배전시스템 
측면에서 신재생 전원을 주 전원으로 하는 소규모 전
력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
으며, 마이크로그리드의 자율적이고 자동적인 제어 
및 운용을 위한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마이크로그리드는 전력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되는 
시스템연계 운전모드와 전력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전되는 독립 운전모드로 크게 2 가지 운
전모드로 운전된다. 독립운전의 경우는 주파수를 유

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전력공급과 부하

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특히 전력공급이 부족

한 경우 강제적으로 전력부하를 줄여야 하는데, 일반

적인 방법은 중요하지 않는 부하 순으로 부하를 차단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독립운

전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중 전력공급이 부족한 경우

에 대해서 가장 중요 부하를 제외한 그 외의 부하의 
차단에 대해선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부하차단 알고리

즘으로 금융, 통신 분야 등에 많이 활용되는 파산문

제(bankruptcy problem)의 관점에서 부하차단을 모델링

하고 파산문제에 적용되는 규칙 중 CEA(constrained 
equal awards) 규칙에 의거하여 부하를 차단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시한 CEA 규칙을 이용한 부하

차단 기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멀티에이전트 기반 독립운전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신재

생 전원과 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 열병합 발전 등 
신전원으로 구성되는 분산전원(distributed source)을 주 
전력공급원으로 하며, 전력저장장치와 가정, 빌딩, 학
교, 병원 등의 수용가의 부하로 구성된 소규모의 청
정 전력시스템이다[5].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독립운전 마이크로그리드의 
개념은 그림 1[4]과 같다. 그림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각 에이전트들이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전원, 저장

장치 및 부하를 운용 및 제어를 담당하는 분산시스템

으로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하여 자율적이고 자
동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운용 및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1)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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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Ag)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AgMGOCC 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체 운
용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AGDG 는 분산전원을 담당하

는 에이전트 집합, AGDS 저장장치를 담당하는 에이전

트 집합, AGL 은 부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의 집합으

로 정의된다. 
 

Ag = {AgMGOCC, AGL, AGDG, AGDS}      (1) 
 

3. CEA 규칙을 이용한 부하차단 기법 

파산문제[6]는 부족한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써 
금용, 경제,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문제

로 본 논문에서는 부족한 전력공급을 요구하는 부하

들에 대해서 부하를 줄이는 부하차단을 파산문제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부하차단 문제는 (lc, Pa)의 
관계로 정의되며 여기서 Pa 는 가용한 전력공급양이

며 lc = (lc1,······, lcn)는 부하의 벡터이다. 
 

0 ≤lc1 ≤ ······≤ lcn   and 0 ≤ Pa ≤ lc1+······+lcn      (2) 
 
CEA 규칙은 파산문제에 적용되는 규칙 중 한가지

로 CEA 규칙을 적용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lc{min*la Pa)(lc,CEA ii λ== ,    (3) 

where λ is chosen so that Σ min{lci, λ} = Pa. 
 
그리고 각 부하에 할당되는 전력의 벡터(la*) 는 식 

(4)와 같이 정의되며, 최종적으로 식 (5)를 이용하여 
부하차단양 벡터(ls*) 을 결정한다.  

 
la* = (la1*,······ ,lan*)             (4) 

ls* = (ls1*,······ ,lsn*)  =  lc – la*       (5) 
 

4. 테스트 및 고찰 

제안한 CEA 규칙을 이용한 부하차단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 개의 MGOCC 에이전트, 
3 개의 DG 에이전트, 1 개의 DS 에이전트 및 10 개의 
부하 에이전트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였다 
[7-9]. 그리고 전력부족이 1,100 kW 에서 100 kW 까지 
200 kW 씩 줄인 6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제안한 부하

차단 기법을 적용한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에 의한 운
용결과를 검토하였다. 그림 2 는 테스트 결과를 나타

낸다. 
 

 
(그림 2)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에 의한 부하차단결과 

그림 2 의 테스트 결과로부터 CEA 규칙을 이용한 
부하차단 기법을 적용한 결과 전력공급부족이 적은 
경우는 많은 부하를 요구하는 부하들에 대해서 부하

차단이 이루어지며 전력공급부족이 큰 경우는 전체적

인 부하들에 부하차단이 할당되는 특징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두 개의 for 루프의 
사이즈 M, N 과 관련하여 부하 수에 따른 계산시간은 
O(M) * O(N)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독립운

전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중 마이크로그리드의 전력

공급의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한 전력차단을 파산문제

로 접근하였으며, 파산문제의 많이 이용되는 규칙 중
한 가지인 CEA 규칙을 이용한 전력차단 기법을 제시

하였으며, 테스트 마이크로그리드에서 그 활용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추후 연구로써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마이

크로그리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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