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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전력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은 스

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한 분산전원기술에 집

중도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빠르게 발달한 정보통신네트

워크 기술을 전력기술에 접목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

하고, 에너지의 플러그 앤 플레이, 양방향 통신, 에너지의 

프로슈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력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융합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궁극적

으로 통신네트워크 및 자동화 그리고 전력전자 등의 정보통

신산업과 전력산업을 융합하여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시스템의 안전도와 

신뢰성 향상과 전력품질 높일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스

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효율

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력계통 운용을 이루기 위한 전력, 통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의미한다 [1][2].

  환경문제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다

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가 도입되면서 분산전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분산전원은 기존 계통에 설치

된 대규모 전원과는 달리 부하설비 인근에 설비된 신재생에

너지원과 같은 소규모 발전설비들이다. 분산전원은 대규모 

전원설비와 달리 입지적, 환경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부하

설비에 근접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계통과 연계하여 효율적

으로 운전할 수 있다.

  분산전원 설비들의 증가와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님비

현상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기존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도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집중형 발전설비와 초고압송전선

으로 구성된 기존 전력설비 대신 신재생에너지원과 소규모 

발전설비들로 구성된 계통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1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수용가와 분산에

너지자원이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독립제어 가능하며, 

계통연계 및 독립운전이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 마이크로 그

리드를 정의 하고 있다 [3]-[5]. 그리고 CIGRÉ Microgrid 

Working Group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마이크로그리드는 분

산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제어가능한 부하와 같은 분산에너

지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분산전력시스템으로 계통과 연계되

거나 독립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정의하고 있다[5,6]. 즉,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과 수용가를 지역 배전선로를 통해서 연결

한 전력계통으로 필요에 따라서 전체 계통과 연계하거나 독

립운전을 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망이다.

  광역계통 운영 측면에서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상용전력

망에 국지적인 분산전원을 수용하고 제어함으로써 계통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전력품질 향상과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또

한 분산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활용하여 피크저감, 실

시간 요금제 대응 등 최종 수용가의 에너지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고, 최종 수용가가 요구하는 고품질 맞춤형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중요 수용가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전력회사에 배전망 혼잡 경감, 신규설비 증설 지연, 국지적 

전압 보상 및 부하 급변에 대한 대응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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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전력회사와 수용가 모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다[7]. 

1.2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개요 및 구성 요소

  대학 캠퍼스는 단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중대형 부하로

서, 설비 투자와 투자 수익 주체가 동일하여 투자 유인이 발

생하기 쉬우며, 비교적 협소한 지역에 상업용, 주거용, 교육

용 등 다양한 특성의 부하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부하이다 [8].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대학 

캠퍼스를 하나의 마이크로그리드로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태양광이나 전력저장장치와 같은 분산에너지설비 구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그리드 구조 설계 기술, 운영시스템 기술, 

사업화 및 상용화 기술, 배전망 연계기술 등 다양한 요소기

술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해외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현황 및 특징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

해 고찰하도록 한다.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크게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원을 포

함한 분산에너지자원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가 있다. 운영시스템은 모니터링 설비

와 EMS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

영에 필요한 모니터링과 에너지 최적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분산에너지자원은 태양광과 소형풍력발전, 열에너지원, 전력저

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열병합발전 (Combined 

Heat and Power, CHP) 그리고 제어 가능한 부하를 포함한

다. DER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력

수송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며, 필요에 따라서 마이크로

그리드의 독립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전력저장장치는 발전원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용량배터리나 수퍼커패시터, 

플라이휠 등이 있으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저장장치도 대규

모 전력저장장치가 될 수 있어 계통에 대한 전력의존을 경

감할 수 있고 첨두부하를 감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는 양방향 인버터로 전

력거래가 가능한 ESS, 전기차 충전시스템, IoT 센서를 활용

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수요예측 운영시스템, 마이

크로그리드 비상운전 시스템, 스마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솔루션,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시

스템 등이 구축될 수 있다. 그림 1에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

드 주요 구성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2. 해외 대학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현황 및 특징 

  현재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 중에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적극적이다. 뉴욕

주에는 코넬대와 뉴욕주립대 등 다수의 대학들이 캠퍼스 마

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중심으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운

용 중에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주립대 캠퍼스는 

부분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하고 있는데, 4개의 캠퍼스

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그리드 수요반응 등 최첨단

의 전력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2.1 UC San Diego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샌디에이고의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캠퍼스에는 약 2만 8천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85만 m² 면적에 강의동을 비롯하여 725개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연간 250,000 MWh 전력을 소비한다. 

첨두부하 42 MW인 UCSD의 에너지 자립률은 92%이고, 나머

지 8%는 지역 전력회사인 SDG&E(San Diego Gas & Electric)

에서 공급받고 있다 [10][11]. 

  UCSD는 2006년 초부터 친환경적인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시작하였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청정

에너지 자원을 늘리고 부가적인 전력저장장치와 자체 발전

설비 증설 및 혁신적인 수요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개발

과 실증을 진행 중에 있다. UCSD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양한 

센서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 및 모니터링 하는 OSIsoft 

PI System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고 [12], 마이크로그리드 설

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30 MW 열병합 발전소 

   - 13.5 MW 가스터빈 2기, 3 MW 증기터빈 1기

  ∙ 2.8 MW급 천연가스 연료전지

  ∙ 3.0 MW급 태양광발전

  ∙ 3.0 MW/6.0 MWH 에너지저장장치

  ∙ 캠퍼스 내 25동 건물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제어

그림 1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주요 구성 요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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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8백만 달러 비용을 절감

하고, 기저부하 10%를 부담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

소와 캠퍼스에 전력을 공급하여 전반적인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 효율성을 향상하였다.

  USCD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서 캠퍼스 에너지

의 92%를 자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월 70~80만 달러

를 절약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전력회사인 SDG&E와 수요

반응을 통하여 첨두부하 감소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협력

하고 있다.

  그림 2에는 USCD 캠퍼스 전경과 태양광 설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은 USCD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주간 수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2 UC Irvine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소재한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는 약 2만 9천명이 재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교를 

구성하는 10개 캠퍼스 가운데 하나이다. UCI는 캠퍼스 조성 

초기부터 중앙발전소와 배전망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고 현

재는 UCI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하여 지역 냉난방 시스템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UCI 마이크로그리드는 주거 

및 사무실, 강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과 교통수단(자동

차, 버스, 자전거), 그리고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을 적절

하게 배치 통합하여 30,000명 이상의 구성원들에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UCI 마이크로그리드의 첨두부하는 18.6 MW이고, 평균부

하는 13.4 MW이다. UCI 캠퍼스의 전기수요의 85%는 중앙발

전소의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

해서 1%를 공급한다.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14%는 SEC 

(Southern California Edison) 계통에서 공급 받는다 [13]. 

  그림 4는 UCI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UCI 

마이크로그리드는 UCI 변전소를 통해서 SEC 계통과 연계되

어 있으며, 교내에는 12 kV 10회선으로 배전망이 구성되어 

있다.

  UCI 마이크로그리드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중앙발전소 : 13.5 MW 가스 터빈 및 5.5 MW 증기 터빈 

  ∙ 태양광 발전 1MW 이상

  ∙ 주요 건물 지역 냉난방

  ∙ 전기 자동차 및 수소차 충전소

  ∙ 전력 및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캠퍼스 냉난방부하와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중앙발전소에

서 공급한다. 그리고 UCI 마이크로그리드에서는 100개 이상

의 중요 위치에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계측해서 모니터링과 

모델 개발 및 검증에 이용하고 있다. UCI 마이크로그리드에

서는 MelRoK사의 EnergiStream을 사용해서 실시간에너지관

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용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모

델 인터페이스, 자동수요반응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UCI 마이크로그리드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개

발, 첨단계측 장치 및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뿐만 아니라 향후 스마트그리드와 

그림 2 USCD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설비

그림 3 USCD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주간 수요 반응 [10]

그림 4 UCI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성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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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테스트베드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5는 태양

광발전량에 대응해서 가스터빈이 발전량을 조절하는 UCI 마

이크로그리드 수요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3 I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소재해 있는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는 5개 캠퍼스에 약 7,800명의 학생

들이 재학하고 있다. IIT 마이크로그리드는 12.47 kV 배전선

로를 통해서 Fisk 변전소와 연계되어 있고, 첨두부하는 약 

10 MW이다.

  현재 캠퍼스에는 8 kW급 풍력터빈과 500 kWh ZBB 전력저

장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통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

고 있다. 향후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시설하여 신재생에너지

를 추가하고, 중요 개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IIT 마이크로그리드는 "Perfect Power"로 요약되는데, 고장

검출과 자기복구, 자가 발전과 부하부담, 계통손실감소, 그

리고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요반응과 날씨와 일기예보

를 바탕으로 한 부하예측 등을 포함하고 있다 [15]. 

  IIT 마이크로그리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HRDS (High 

Reliability Distribution System)와 IPPSC (Intelligent Perfect 

Power System Controller)가 있다. HRDS는 전력손실 없이 고

장을 고속으로 감지하고 분리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화 보

호계전기와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캠퍼스 내 배전망이다. 

HRDS는 고장시간을 단축하고 독립운전 시 마이크로그리드

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력저장장치와 협조 운전하

여 계통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IPPSC는 수요 반응과 가격 신호의 다양한 조합으로 캠퍼

스 내 전력설비들의 운용을 최적화하여 캠퍼스 마이크로그

리드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IIT 마이크로그리드 운

영시스템이다. 이외에도 ZigBee 양방향 통신을 활용해서 데

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소프트웨어기반 배전계통 시

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무효전력관리와 계통 재투입, 비상시 

대응, 그리고 분산자원통합 등이 IIT 운영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16]. 그림 6은 I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배전망과 구

성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7은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

려한 IIT 마이크로그리드 운영과 제어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IIT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서 연간 전력수

요의 15%를 감축하였으며, 2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교내 변

전소 교체 및 보수 비용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수요반응을 

그림 5 UCI 마이크로그리드 수요 반응 [13]

그림 6 I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네트워크와 구성 요소 [16]

그림 7 IIT 마이크로그리드 운영과 제어 기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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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계통을 안정화하고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배출을 

저감하였다.

2.4 G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GIT(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약 2만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60만 m² 

부지에 200동 이상의 건물이 있다. GIT 배전계통은 인근 

Georgia 전력회사 전력망과 연계되어 있고, 평균 40 MW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 200동 건물에는 400대 이상의 

AMI가 설치되어 있으며 15분 주기의 데이터를 계측하여 3년 

이상 축적하고 있다 [17]. 

  G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미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계통의 신뢰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용량 증대, 소비자와 공

급자 사이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가 주목적이다. G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는 AMI 데

이터 관리, 지리정보데이터통합, 배전계통상태추정, 부하모

델링향상, 태양광시스템, 전기자동차, 시변부하모델링, 장기

계획, 에너지저장, 시각화, 수요반응과 실시간요금제 등 AMI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계통운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GIT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를 변

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에너지 기술의 시험과 개발 및 연구

를 할 수 있는 가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8은 GIT 캠퍼스 배전계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9

는 캠퍼스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Bird’s-eye View를 나타

내고 있다. 

 

2.5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 위치해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배전계통은 지역 전력회사 PSE&G 계

통과 연계되어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평균부하는 16 MW이

고 첨두부하는 27 MW인데, 15 MW급 가스터빈발전소와 5

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하고 있다. 캠퍼스 부하가 증가

하거나 전력요금이 저가일 때, PSE&G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캠퍼스 부하가 작을 때 잉여전력을 계통에 공급한

다. 가스터빈발전소에서 캠퍼스 소비전력의 50%와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PSE&G 계통과 분리해서 독립운전이 가능

하다.

  그림 10은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 에너지 흐름도를 나타내

고 있고, 그림 11은 프린스턴 대학 태양광 발전소를 나타내

고 있다 [18].

2.6 Genoa 대학교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Genoa 대학교는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로 유명하다. Genoa 대학교는 “Energia 2020”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Savona 캠퍼스에 스마트 캠퍼스 마이크로그리

드를 구축하였다. Savona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발전효율 

향상, 에너지원 사이의 최적화, 신재생에너지원의 최적 관리

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 비용 감소와 캠퍼스 CO2 배출 감소

그림 8 Georgia Tech Smart Energy Campus 배전계통 [17]

그림 9 GIT 캠퍼스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Bird's-eye View [17]

그림 10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 에너지 흐름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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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를 주요 목표로 하

고 있다 [19]. 

  Savona 캠퍼스의 SPM(Smart Polygeneration Microgrid)은 

이탈리아의 첫 번째 마이크로그리드로 이기종 발전원들의 

융합과 독립운전 시험 및 검증에 적용하고 있다. SPM의 운

영시스템은 Siemens DEMS로 이를 이용해서 캠퍼스에 설치

되어 있는 발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관리를 하고 있다. DEMS는 캠퍼스 마이크로그

리드에서 전기와 열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마이크로그

리드 운영시스템으로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9][20].

  ∙ 날씨, 발전 및 부하 예측

  ∙ 최적 발전설비 운영계획

  ∙ 마이크로그리드 내 설비 모니터링

  ∙ 설비들의 자동/수동 제어 및 조작

  Savona 캠퍼스의 전력사용량은 크지 않으나, 많은 발전설

비와 에너지저장설비 및 부하를 포함하고 있다. Savona 캠

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 발전설비

   - 가스터빈 2기, 태양광설비 1기, 집중형태양열 발전설비

(CSP) 3기

  ∙ 저장장치

   - 전력저장장치 1기, 열저장유닛 3개소

  ∙ 부하

   - LV electric Boxes 4개소, thermal loads 3기, 전기차 충

전소 3개소

  Savona 캠퍼스에는 다른 대학과 차별적으로 집중형 태양열 

발전소(Concentrating Solar Power, CSP)가 있다. 직경 3.75 m

의 알루미늄 재질의 포물선 거울에서 반사된 태양광을 초점

에 모으고 이를 이용해서 헬륨가스를 가열하여 스털링엔진

을 구동한다. 그리고 스털링엔진에서 얻은 회전력으로 영구

자석형 동기발전기를 구동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한다. Genoa 

대학은 SPM뿐만 아니라 SEB(Smart Energy Building), EEM 

(Energy Efficiency Measures) 등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Savona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구현하고 있으며, Savona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에너

지 비용을 최적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킨 효과를 

얻었다.

  그림 12는 Savona 캠퍼스와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은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서 SPM 적용 전후 에

너지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SPM 적용이 적용되었을 때, 기

존 계통에서 유입된 전력과 보일러에서 생산한 열에너지원

이 감소되고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에너지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11 프린스턴 대학 태양광 발전소

그림 12 Genoa 대학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 [20]

그림 13 Genoa 대학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비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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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2012년 발생한 허리케인 Sandy가 미 북동부지역을 강타했

을 때, 미국 내에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의 유용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허리케인 Sandy로 뉴욕시는 약 1주일간 전력공

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NYU를 비롯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 지역대학들은 독립운전을 통하여 캠퍼스 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대학들이 재난을 당한 지역주민들에게 피

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캠퍼스 설비들을 비상시 이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뉴욕주 대학들은 대부분 자가발전설비인 CHP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2].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NYU(New 

York University)는 5.5 MW 가스터빈 2기와 2.4 MW 스팀터빈

을 포함한 13.4 MW급 CHP를 설치하여 교내 22동 건물에 전

력을 공급하고 있다[23]. 이 외에도 Fairfield 대학 4.6 MW, 

Stony Brook 45 MW, College of New Jersey 5.2 MW, NYU 

Washington Square Campus 13.4 MW의 CHP 발전설비를 갖

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연계계통

에 정전이 발생해도 독립운전을 통하여 캠퍼스 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 설립된 GridSTAR 센터는 스마트그리드

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센터로 전기자동

차, 수요 반응, 전기저장장치, 배전 자동화,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4]. 그리고 미국 뉴욕

주 이타카에 소재한 코넬대학은 CAP(Climate Action Plan)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전력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다 [25].

  캐나다 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도 

250 kW급 태양광 설비와 500 kWh급 Li-Ion 전력저장장치 

설치 및 빌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

드를 구축하였다. 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해서 전기차 충전시 

계통의 부담을 경감을 시험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원을 통

합하여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최적운용과 독립운전을 시험 

검증하고 있다 [26]. 

3.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해외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해서 기술하

였다. 선진 각국과 대학들은 대학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을 

이용해서 분산전원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시험과 검증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였다. 

허리케인이 발생하였을 때, 뉴욕 지역 대학들의 마이크로그

리드는 독립운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고, 이것은 

경제적 이익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주었다.

  CHP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대학들과 국내 대학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Genoa 대학의 태양열발전과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매우 시험적이고 도전적이지만 

대학의 연구 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가 단지 경제성만 추구하는 

것보다 전력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과 미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포함

하면 보다 미래지향적인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 해외 대학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 취

득과 이를 이용한 최적계통운용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캠

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열에너지원과 

전기에너지의 조화로운 상호협조를 통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국내에서도 

캠퍼스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서 단지 제한된 분산전원만 이

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열에너지원을 통합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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