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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operation algorithm of microgrid on the Real Time Pricing(RTP) for building the 

smart grid. RTP is higher power price variability than flat rate and time of use. However it has an effect on peak 

clipping and peak load shifting due to the increased price on peak time power demand. When the RTP are applied to the 

microgrid system, the proposed algorithm is able to be effective and economic operation. The implemented system is 

operated for the economic operation in microgrid connected with the power system. On the other hand, when the 

microgrid is operated on isolation mode, it focus on the improvement of stability and the power supply reliability of the 

sensitive loads. The test system are implemented and calculated on various operation modes based on non-dispachable 

generator output and RTP data for validating the proposed operation algorithm. The calculated results are compared to 

the implemented results using real-time simulato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operation system are identical 

results to the calculated one. When the proposed operation algorithm is applied to the system, it can be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eak clipping and peak load shifting and the impro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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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시간 기요 제는 고정요 제에 비해 력요  변동성

은 높으나 소비자의 경제 인 사용 시 공 자와 소비자 양

측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요 제이다. 력

수요가 높을 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기소비 약을 유도

하고 기 사업자에게는 신규설비 투자 수요를 이는 효과

가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련하여 실시간 

요 제의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차 확 해 나가는 추세

이다.

기존의 력계통은 발 , 송 , 배 의 구조로 부분 독

인 지 를 가지는 정부나 공기업에 의해 운  되어 왔

지만 재 많은 나라에서 소규모의 분산 원 규모의 발 설

비를 갖춘 업자들에게 시장 참여를 허락하고 있다[1]. 한 

력 자 기술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뒷받침 되어 실

시간 기요 제의 실화와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소규모 

력시스템의 보 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특히 실시간 

기요 제에서 마이크로그리드가 도입되어 효율 인 운용을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을 한 제어는 크게 마이크로그리드

의 앙제어와 마이크로소스의 제어로 구분 할 수 있다. 지

까지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을 한 제어는 마이크로소스의 

제어 심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포함하는 마이크로그리

드 앙제어 시스템에 한 연구 한 확 되고 있는 추세

이다[1][2][3].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 기요 제에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효율과 경제성 향상을 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알

고리즘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이트에 용하기에 앞서 알고리즘의 검증과 

마이크로그리드 앙제어기의 동작 테스트를 하여 마이크

로그리드 앙제어 시스템 시뮬 이터를 개발하 다. 개발

된 시뮬 이터를 이용한 사례 연구결과, 제안한 알고리즘 기

반의 운  시스템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 구축에 도

입할 경우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하 다.

2. 마이크로그리드의 제어

2.1 마이크로 원 제어

마이크로그리드의 기본 인 운 은 마이크로 원의 제어

기에 의존한다[2][4]. 유효  무효 력이 독립 으로 제어될 

수 있고, 력품질 보상 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원으로 구

성된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우 독립운  시 부하분담 운 을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부하의 동  요구사항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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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가능한 원과  불가능한 

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1  가능한 마이크로 원

연료 지나 마이크로가스터빈, 디젤발 기 등과 같이 

 가능한 원은 마이크로그리드에 기  주 수와 압을 

제공하여 독립 인 력계통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기 때

문에, 마이크로그리드의 계통연계 운 과 독립운 을 가능하

게 해 다.

그림 1  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제어방식

Fig. 1 Control method of dispatchable microsource

 가능한 마이크로 원은 계통과 연계운  할 경우 마

이크로그리드 앙제어기의  명령에 따라 운 이 가능

해야 하며, 계통과 분리되어 독립운  할 경우 부하추종 운

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2][3]. 그림 1은  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제어 방식을 나타낸다.

DC링크 압 제어기는 에 지원의 출력을 제어하여 DC

링크 압이 일정하도록 제어한다. 마이크로 원의 제어기

는 마이크로그리드가 계통과 연계운  할 경우 마이크로그

리드 앙제어 장치에서  명령을 받아 출력을 제어 하

고, 독립운  할 경우 기 압과 주 수를 마이크로그리드

에 제공 하며 부하 추종 운 이 가능하도록 제어한다.  

가능한 마이크로 원은 연계운 에서 독립운 으로 환하

거나 독립운 에서 연계운 으로 환 할 경우 외부의 통신 

없이 시스템의 변동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구

성하여야 한다.

2.1.2  불가능한 마이크로 원

구자석 동기발 기를 사용한 풍력 발 기나 태양  발

기와 같이 압원형 인버터(VSI)를 사용하는  불가능

한 마이크로 원의 제어 방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불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제어방식

Fig. 2 Control method of non-dispatchable Microsource

 불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VSI 제어기는 직류단 

압 제어기, 원 압의 상 검출을 한 상고정루

(PLL), 류제어기  공간벡터 PWM으로 구성된다[2]. 

 불가능한 마이크로 원은 에 지원의 출력에 따라 직류

단 압이 변하기 때문에 VSI 제어기에서는 직류단의 압

제어와 상  제어기의 류제어를 통하여 유효 력을 출력

을 제어한다.

2.2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그리드와 계

통이 연계 운 할 경우 경제  운용을 목 으로 하고, 계통

과 분리되어 독립 운 할 경우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도와 

신뢰도 향상을 목 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시스템은 경제  운용을 하여 부하를 직  제

어하고, 마이크로 원의 운 에 필요한 명령과 압 설

정치 등을 마이크로 원 제어기에 제공한다. 마이크로 원 

제어기에 제공되는 실제 인 지령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 인 기 은 민감 부하 수용

가에 한 력품질, 신뢰도 향상,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 향상이다.

그림 3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의 구성

Fig. 3 Proposed microgrid operating system configuration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마이크로

원 제어시스템과 앙 제어시스템 그리고 보호감시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앙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시스템의 핵심부이다. 각 시스템들은 독립 으로 동작

하기도 하지만 시스템간의 통신을 통하여 상호 조 으로 

동작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효율을 향상시켜 다.

마이크로 원의 운 과 련된 데이터들은 CAN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DB에 장된다. 그리고 HMI 에서는 DB에 

장된 데이터를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앙 제어 알고

리즘을 수행하고 각각의 마이크로 원에 유효 력 출력 지

령치와 기 압 지령치를 송한다. CAN 통신을 하여 

HMI 시스템과 마이크로 원의 제어기는 RS-232C 직렬 통

신 이블을 이용하여 물리 으로 연결된다. 보호감시 시스

템의 제어 알고리즘과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시스템의 

에 지 리 알고리즘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Modbus 통신을 

이용하여 각 피더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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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다. IED는 부하와 마이크로 원 측 정보들을 앙 제

어시스템에 제공하며 앙 제어시스템의 지령을 받아 차단

기를 차단하거나 복구하는 가능을 수행한다.

2.2.1 앙제어 알고리즘

그림 4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시스템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Microgrid central control system

마이크로그리드에 실시간 기요 제가 도입 되었을 때 

마이크로그리드의 앙 제어기는 그림 4와 같이 실시간 

력요 , 부하정보,  가능한 마이크로 원과  불가능

한 마이크로 원의 발  정보를 기반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알고리즘 수행 결과는  가능한 마이크로 원 

제어기의 유효 력 출력 지령치와 기  압 지령치 그리고 

부하의 차단과 복구 명령이다. 

그림 5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알고리즘

Fig. 5 Microgird operating algorithm

체 인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알고리즘은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운용 알고리즘에서는 각 피더의 IED에서 측정된 

압과 류를 입력 받아 사고 상태를 단한다. 마이크로그

리드의 운  상태가 정상일 경우 경제운  알고리즘을 수행

하고 사고로 단하 다면 보호 시스템의 동작으로 사고지

의 체가 이루어진 후 경제 운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시스템의 세부 운용 알고리즘

과 순서도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림 5,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통 연

계 스 치(PCC SS)의 개폐여부를 통해 계통 연계운 과 독

립운 을 단한다. 실시간 기요 제에 따른 경제운  알

고리즘은 계통 연계운 에서 수행되며, 독립운 의 경우 마

이크로그리드의 안정도 향상과 민감부하에 한 력공  

신뢰도 향상을 해 부하 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시스템의 운용을 해 마이크

로그리드 내부의 부하를 요도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 다.  민감부하(Critical load)는 요 에 향

을 받지 않으며 외부계통이나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 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부하에 력 공 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

반부하(normal load)는 요 에 향을 받지 않지만 마이크로

그리드가 독립운  할 경우 특정 조건, 즉 비상상태에서는 

분리되어야 하는 부하이다. 불요불 부하(shedable load)는 

언제든지 력의 공 과 차단이 가능한 부하로 기요 이 

비싸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하이다. 

그림 6 운용 알고리즘과 순서도

Fig. 6 Operating algorithm and flowchart

제안한 알고리즘의 구 을 하여 그림 7과 같이 국내의 

총 력 수요에 따른 실시간 기요 을 가정하 다. 그림 

7에서 곡선은 특정일의 국내 최  력 수요 변화 곡선으로 

력 수요와 실시간 기요 은 식 1과 같다고 가정하 다.





 




              (1)

 여기서   : 실시간 기요 ,   : 국내 최  력 

수요,    : 가격 결정을 한 상수,   : 1시간, 

그림 7 실시간 기요 의 가정

Fig. 7 Assumption of Real time pricing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시스템의 경제운  알고리즘은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앙 제어 시스템에서 운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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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불요불 부하의 사용한계 요 ()과  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발 단가()를 입력받아 운 하게 된

다. 만일  일 경우, 불요불  부하를 마이크로그

리드에서 차단하고,    일 경우는  가능한 

마이크로 원들의 효율을 고려하여 최  출력 지령치로 운

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계통의 사고 는 필요에 의해 독립운

을 하게 될 경우 앙 제어 시스템에서는 안정도 향상과 

민감부하에 한 력공  신뢰도 향상을 하여 부하 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부하 체 알고리즘은 운 원에 의해 

식 2에서 정의한  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 출력()

을 입력받아 그림 6과 식 2∼4에 나타나 있는 조건을 단

하여 운 하게 된다.

식 3에서는  불가능한 원의 총 출력이 마이크로그

리드 내부의 부하보다 크다면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의 모든 

부하를 사용 하고, 그 지 않다면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불요불  부하를 차단한다. 그리고 식 4는 일반부하를 

차단하기 한 조건을 나타내는데, 일반부하와 민감부하의 

력 수요 합이  불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재 출력

( )과  가능한 마이크로 원의 일반부하 사용 한계 출

력 설정치( )의 합보다 크면 일반부하를 차단

하고 그 지 않으면 일반부하의 연계유무를 단하여 일반

부하를 복구한다.

 


×                      (2)

                        (3)

  ≤           (4)

여기서   :  가능한 마이크로 원들의 재 출력 

합,   :  가능한 마이크로 원들의 최  출력 합, 

  :  불가능한 마이크로 원들의 총 출력,   : 민감

부하의 력 수요,   : 일반부하의 력 수요,   : 불요불

부하의 력의 수요

3. 사례연구를 한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뮬 이터

3.1 시뮬 이터의 구성

제안된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을 마이크로그리드 실

증 단지에 용하기 이 에 운용 알고리즘과 동작을 검증하

기 하여 에 지 리 시스템 시뮬 이터를 개발 하 다. 

시뮬 이터의 구성은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HMI와 

DB로 구성되어 있다. DB에는 24시간 동안의 실시간 기요

 정보와 태양  발 데이터, 풍력 발 데이터가 미리 입력

되어 있다. 그리고  가능한 마이크로 원은 운  모드

에 따라 출력이 자동으로 계산 되도록 하 다.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뮬 이터에서는  가능한 마이

크로 원의 출력 계산결과와 DB의 데이터들을 통하여 운용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운용 상황들을 화면에 나타내 다.

그림 8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뮬 이터의 구성

Fig. 8 Configuration of Microgrid operating simulator

3.2 시뮬 이터의 입력 데이터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뮬 이터에 사용된 입력 데이터는 

그림 9와 같다. 2kW 풍력 시스템의 출력 데이터에서 1시～

3시, 21시～23시까지 발 량이 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례 

연구를 하여 임의로 변화를 크게 주었다. 그리고 3kW 태

양  시스템의 출력은 하 기 맑은 날을 가정한 데이터 이

다. 그림 9의 실시간 기요  데이터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는 국내 최  력 수요 변화 곡선과 실시간 기요  계

산을 한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9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뮬 이터의 입력 데이터

Fig. 9 Input data for Microgrid operating simulator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에서는 10ms 주기로 데이터

를 읽어 오지만 시뮬 이션을 하여 10ms 주기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24시간의 시뮬 이션을 하기 하여 

사용되는 데이터가 무 방 해진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에서는 5분 주기로 데이터가 변하도록 구성 하 다. 그리고 

24시간 동안의 시뮬 이션 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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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5분을 시뮬 이션에서는 1 로 환산하여 동작 하도

록 하 다.

3.3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의 사례연구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이 제안한 알고리즘에 따라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하여 개발된 시뮬 이터를 

통하여 사례연구를 하 다. 사례연구를 하여 입력데이터

를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하여 운용 시스템의 출력이 발생하

는 시간과 HMI의 출력 결과들을 미리 검토 하 다.

계산은 24시간 동안 계통 연계운 만 하는 경우와 24시간 

동안 독립운 만 하는 경우,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모드가 변하는 경우로 나눠서 수행하 다. 그리고 사례 연

구에 사용된 변수는 불요불 부하의 사용 한계 요  90원, 

마이크로터빈 발 단가 110원, 연료 지 발 단가 100원, 

가능 DG의 출력% = 50%으로 설정하고 시뮬 이션을 수

행 하 다.

그림 10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의 주 화면

Fig. 10 Main window of Microgird operating system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 시뮬 이터의 주 화면은 그

림 10과 같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피더에 설치되어 

있는 IED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HMI에 표시하지만 시

뮬 이터에서는 생략하 다.

실제 시스템에서 부하는 실시간으로 변하지만 계통과 연

계운  할 경우 부하의 변동과 계없이 기요 에 의해서

만 불요불  부하의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독립

운  모드에서 부하 차단 알고리즘은 각 피더의 최  부하

를 기 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운용 시스템의 부하는 각 피

더의 최  부하인 민감 부하 2kW, 일반부하 1kW, 불요불  

부하 1kW로 고정된 상태에서 사례 연구를 수행 하 다. 

표 1은 독립운  모드에서 임의의 시간에 한 표본을 추

출하여 운용시스템의 주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와 직  계산

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

 계산한 결과와 그림 10과 같은 운용시스템의 주 화면에 

표시되는 값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운   운  모드 환에 한 검토결과에서도 

운용시스템의 주 화면에 표시되는 값들과 계산결과가 정확

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의 황 화면은 그림 11과 같

다. 황 화면에서는 각각의 마이크로 원의 재 출력과 

 발 량, 그리고 계통과의 력 거래 황을 나타내 

다. 마이크로그리드의 요  감효과는 발 기들의 설치 단

가를 고려하지 않고 발  단가만을 고려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1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의 황 화면

Fig. 11 Condition window of Microgrid operating system

 

표 2, 3은 독립운  모드에서 임의의 시간에 한 표본을 

추출하여 운용시스템의 황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와 직  

계산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이다. 표 2는 발 기별 일일 발

 황을 나타내고, 표 3은 일일 력 거래 황을 나타낸

다. 표 3의 력수  황에 나타나 있는 음의 값은 구매량

을 나타내고 양의 값은 매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이크

로그리드의 총 차익에서 음의 값은 비용을 나타내고 양의 

값은 수익을 나타낸다.

표 2, 3에서 계산된 값은 그림 11과 같은 운용시스템의 

황 화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운   운  모드 환에 한 검토결과에서도 

운용시스템의 황 화면에 표시되는 값들과 계산결과가 정

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마

이크로 원들의 출력 상태와 계통과의 력거래 상황 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하여 그림 12∼14와 같이 실시간 이

력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12 실시간 이력 그래  - 계통연계

Fig. 12 Realtime trend graph - grid interconnection

그림 12는 계통연계 운  시 운용시스템의 실시간 이력 

그래 이다. 운용시스템의 동작을 검토하기 하여 운용알

고리즘과 DB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  계산을 수행하고 이

벤트 발생 시간과 이벤트 종류를 추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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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산한 결과와 주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result and main window

시간 구분
PV출력

(W)

WT출력

(W)

연료 지

출력(W)

마이크로터빈

출력(W)

부하

(W)

불가능한 

원의 출력(W)

가능한 원의 

출력(W)

00:30
계산된 값 0 1,260 522 1,218 3,000 1,260 1,740

주 화면 0 1,260 522 1,218 3,000 1,260 1,740

08:30
계산된 값 1,203 1,310 146 341 3,000 2,513 487

주 화면 1,203 1,310 146 341 3,000 2,513 487

22:10
계산된 값 0 876 337 787 2,000 876 1,124

주 화면 0 876 337 787 2,000 876 1,124

표   2  계산한 결과와 황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의 비교 - 발  황

Table 2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result and condition window - Generating condition

시간 구분
PV 

출력(W)

WT 

출력(W)

연료 지

출력(W)

마이크로터빈 

출력(W)

PV  

발 량(Wh)

WT  

발 량(Wh)

연료 지 
발 량
(Wh)

마이크로터빈 
발 량
(Wh)

00:25
계산된 값 0 1,256 0 0 0 519 0 0

황 화면 0 1,256 0 0 0 519 0 0

11:00
계산된 값 2,359 1,390 600 2,000 5,670 13,957 1,200 4,000

황 화면 2,359 1,390 600 2,000 5,670 13,957 1,200 4,000

20:00
계산된 값 0 1,260 600 0 20,044 26,424 6,600 22,000

환황 화면 0 1,260 600 0 20,044 26,424 6,600 22,000

표  3 계산한 결과와 황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의 비교 - 력 거래 황

Table 3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result and condition window - Power trading condition

시간 구분

구매한 

력량

(Wh)

력

구매

비용

(원)

매한

력량

(Wh)

력

매

수익

(원)

력

수

황

(Wh)

MG의 

총 차익

(원)

총

발

비용

(원)

력

매 

순이익

(원)

재

사용

력

(W)

력

사용량

(Wh)

MG

도입  

총요

(원)

MG의

요

감효과

(원)

00:25
계산된 값 1,376 96 0 0 1,376 96 0 -96 4,000 1,667 140 60

황 화면 1,376 96 0 0 1,376 96 0 -96 4,000 1,667 140 60

11:00
계산된 값 22,093 1,311 5,898 776 -16,195 -534 560 -581 3,000 41,083 3,003 2,385

황 화면 22,093 1,311 5,898 776 -16,195 -534 560 -581 3,000 41,083 3,003 2,385

20:00
계산된 값 22,093 1,311 28,933 3,952 +6,840 +2,642 3,080 2,385 3,000 68,083 6,686 9,065

환황 화면 22,093 1,311 28,933 3,952 +6,840 +2,642 3,080 2,385 3,000 68,083 6,686 9,065

표   4 운 모드 환 시 운용 시스템에서의 이벤트

Table 4 Event in operating system when operation mode change

시간
태양 발

출력(W)

풍력발

출력(W)

연료 지

출력(W)

마이크로터빈

출력(W)

부하

(W)
이벤트

05:00 0 1,320 0 0 4,000 이벤트 없음 (연계운 )

05:05 0 1,323 503 1,174 3,000 운 모드 환 (연계→독립)

06:05 10 1,356 0 0 4,000 운 모드 환(독립→연계)

08:00 891 1,300 0 0 3,000 불요불  부하 차단 (연계운 )

09:00 1,495 1,320 600 2,000 3,000 마이크로터빈과 연료 지 발 시작

11:05 2,383 1,399 0 0 3,000 운 모드 환(연계→독립), 배터리 충

11:50 2,540 1,481 0 0 4,000 불요불 부하 투입

12:05 2,571 1,491 600 2,000 3,000 운 모드 환(독립→연계) 불요불 부하 차단

18:05 429 1,316 377 879 3,000 운 모드 환(연계→독립)

19:05 0 1,278 600 2,000 3,000 운 모드 환(독립→연계)

20:00 0 1,260 600 0 3,000 마이크로터빈 기모드

21:00 0 1,220 0 0 3,000 연료 지 기모드

22:00 0 800 0 0 4,000 불요불 부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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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시스템의 주 화면과 그림 12의 실시간 이력 그래

에서는 추론한 내용과 동일한 시간에 해당 이벤트를 발생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3 실시간 이력 그래  - 독립운

Fig. 13 Realtime trend graph - islanding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운  시 운용시스템의 실시간 이력 

그래 는 그림 13과 같다. 운용 시스템의 주 화면과 그림 

13을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운  할 경우  가능

한 원의 출력이 부하 추종운  모의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산에 의해 추론된 내용과 운용시스템의 동

작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4 실시간 이력 그래  - 운 모드 환

Fig. 14 Realtime trend graph - transferring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모드 환 모의에 따른 운용시스템

의 실시간 이력 그래 는 그림 14와 같다. 마이크로그리드

의 운 모드 환 시간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는 계산

에 의해 추론된 이벤트 발생 시간과 이벤트 종류를 나타낸

다. 운용 시스템의 주 화면과 그림 14 그리고 표 4를 통하

여 추론한 내용과 운용시스템의 동작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운용 시스템의 사례연구 결과 운용 시스템의 동작은 마이

크로그리드의 운 모드에 상 없이 계산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4 제안된 알고리즘 용 시 기 할 수 있는 효과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 모드에 제안된 알고리즘은 부

하 체에 의한 안정도 향상, 그리고  가능한 마이크로

원들의 비력 확보를 통하여 민감부하에 한 력공  신

뢰도를 향상시켜 다. 하지만 연계운  모드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제성 검토를 하여 알고리즘을 용하 을 

경우와 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직 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그 이유  하나는 부하들의 정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 원에 의

하여 운 을 하게 된다면 실시간 기요  보다 발 단가가 

높을 경우  가능한 원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운

원의 인건비를 산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순 비교를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계산하 다.

  

표  5 경제  개선 효과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economic improvement

구    분 연료 지 마이크로터빈

알고리즘 용

발  량 14,400(W) 48,000(W)

발 비용 1,200(원) 5,280(원)

매가격 1,452(원) 4.840(원)

손    익 252(원) -440(원)

알고리즘 

미 용

발  량 7,200(W) 22,000(W)

발 비용 600(원) 2,420(원)

매가격 960(원) 2,980(원)

손    익 360(원) 560(원)

표 5의 알고리즘 미 용 사례는 운 원이 없다고 가정하

고  가능한 원을 상시 가동할 경우 하루 동안의 총 

발 량, 발 비용, 매가격, 손익을 나타낸다. 알고리즘을 

용 한다면 1,108원의 이익이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불요불 부하의 수요를 기요 이 상 으로 

낮은 경부하 시간 로 이 함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입장에서

는 기요 의 지출이 어들 것이고, 계통의 입장에서 보면 

최  부하의 억제와 함께 최 부하 이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 기요 제에 비하여 마이크로그

리드의 경제 인 운용을 한 알고리즘과 운용 시스템을 제

안 하 고,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에 용하기 하여 

실제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과 유사한 시뮬 이터를 

개발 하 다.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 알고리즘과 개

발된 시스템의 검증을 하여 시뮬 이터를 통한 사례연구

를 수행하 다.

사례연구는 마이크로그리드가 24시간 동안 계통과 연계운

 하는 경우, 독립운  하는 경우, 계통 연계운 과 독립운

 사이의 환 운 을 하는 경우로 나 어 검토를 하 다. 

사례연구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의 운  시스템을 마이

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 구축에 도입할 경우 실시간 기요

제에서 효율 인 력 소비 구조를 가지는 마이크로그리

드 시스템, 생산된 력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

크로그리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상시 



기학회논문지 59권 12호 2010년 12월

2172

부하 체를 통하여 요부하에 안정 인 력공 이 가능하

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 구축 

시 개발한 시스템을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시스템으로 

사용 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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