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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회사와 발전사업자 측면에서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평가 알고리즘

Economic Evaluation Algorithm of Island Micro-grid for 

Utility and Independent Power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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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Hyum Nam ․ Hoo-Dong Lee ․ Yu-Rim Kim ․ Ferrira Marito ․ Mi-Young Kim ․ Dae-Seok Rho)

Abstract - Recently,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s has been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change convention 

(COP21) held in Paris, and then Korea has decided to reduce CO2 emissions by 37% until 2030. As one of countermeasures, 

the government has energetically performed demonstration projects of island micro-grid including solar power, wind power 

and energy storage system. However, in order to smoothly introduce island micro-grid, it is a critical issue to carry out the 

economic evaluation for power utility aspect and independent power producer aspect.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economic 

evaluation algorithms of island micro-grid which are based on the present worth method, considering cost and benefit factors 

in the aspect of both sides. Firstly, in case of power utility this paper proposes algorithm to estimate a period of return on 

investme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capacity of distributed generators replacing diesel generator. And also, in case of 

independent power producer, this paper proposes evaluation algorithm to estimate weighting factor of SMP and benefit rate 

based on break-even point related with cost and benefit. From a case study result on real island micro-grid model, it is 

confirmed that proposed algorithms are useful and practical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island micro-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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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산업기반기금 중 농어i 전기공급사업은 도서자가발전시설

(부생연료유를 사용)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지원규모는 1,506억원에 달한다

[1]. 또한,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신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

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에

너지 자립과 CO2 저감을 위하여 태양광전원, 풍력발전, 전력저장

장치 등으로 구성된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의 시범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원활

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와 발전사업자 측면에서의 경제

성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회사와 발전사업자 각각의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

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력회사

가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분산전원의 도입용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발전사업

자가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의 손익분

기점이 발생하는 SMP의 가중치와 수익률을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된 실 계통 모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알고리즘임을 확인하였다[2-4].

2.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 평가 모델링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ESS로 구성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요소와 편익요소를 제시

한다. 비용요소는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고, 편익요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요금, 전력량요금,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요금, 탄소배출권 요금 그리고 디젤발전기의 대체효

과를 고려한다[5-6].

2.1 비용요소 모델링

비용요소인 건설비와 운영비는 건설단가에 따라 결정되며, 기

대수명이 서로 다른 설비에 대해서는 대상기간 동안의 교체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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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진보에 따른 가격 하락을 고려한다. 

(1) 건설비용

건설비용은 마이크로그리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식 (1)과 같이 건설단가(원/kW)와 신재생에너지 용량

(kW)을 곱하여 산정하며, 특히 ESS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하

여 기대수명이 짧으므로, 교체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고려한다. 

 
  



 ∙                           (1)

여기서,  : 건설비용(원),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 신재생

에너지의 수, : 전원의 건설단가(원/kW), : 

전원의 용량(kW) 

(2) 운영비용

일반적으로 발전소 운영비용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지급수수

료,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소요되는 운영

비는 식 (2)와 같이 e기 건설비용에 해당연도의 에너지원별 운

영비의 평균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여기서,  : 해당연도의 운영비(원),  : 해당연도

의 i전원의 운영비

2.2 편익요소 모델링

편익요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시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2015)”에서 제시한 용량요금 및 전력량요금

을 고려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REC 

요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4)”에 따른 탄소배출권 요금을 적용하고, “한전관리 도서발전

소 종합판매원가”에 따른 디젤발전원기의 대체효과를 고려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요금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요금은 발전설비의 건설비 보상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전력회사)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요금을 말하며, 식 (3)과 같이 용량단가에 신재생에너지의 입찰 

가능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여기서,  : 해당연도의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요금(원), 

 : 해당연도의 용량단가(원/kWh), : 입찰가능

용량(kWh)

(2)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받는 전력판

매 요금으로서, 식 (4)와 같이 시간대 별 전력거래단가와 시간대 

별 전력판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4)

여기서,  : 해당연도의 총 전력량요금(원),  : 시

간대 별 전력거래단가(원/kWh),  : 시간대 별 전

력판매량(kWh) 

(3) 신재생에너지의 REC 요금

이 요금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비례하여 발전사업자가 받는 인센티브 

요금으로서, 해당연도의 REC 단가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식 (5)와 같이 산정된다. 여기서,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용량, 설치장소 등에 따라 결정된다. 

  
  



 ∙ ∙            (5)

여기서,  : 해당연도의 REC 요금(원),  : 해당

연도의 전원의 REC 단가(원/MWh), : 전원의 발전

량(MWh), : 전원의 REC 가중치

(4) 탄소배출권 요금

탄소배출권 요금은 정해진 온실가스 허용량에 대하여 절감

시킨 온실가스양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요금이며, 탄소배출량(tCO2)과 온실가스 감축분(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단가를 곱하여 식 (6), 식 (7)과 같이 산

정된다[7].

   
  



 ∙                   (6)

   ∙ ∙ ∙∙
           (7)

여기서,  :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 요금(원),  : 시

간대 별 탄소배출량(ton),  : 시간대 별 온실가

스 감축분(CER) 단가(원/ton), : 신재생에너지의 발

전량(kWh),  : 연료소비율(L/kWh), : 탄소배출계

수(경유:0.837), : 석유환산계수(경유:0.842), : 이

산화탄소분자량(44), :탄소원자량(12)

(5) 디젤발전기의 대체효과

디젤발전기의 대체효과는 전력회사가 기존의 디젤발전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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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력회사 측면의 경제성평가 알고리즘

Fig. 1 Economic evaluation algorithm for power utility

영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편

익이며, 식 (8)과 같이 디젤발전기의 발전단가와 발전량의 곱으로 

산정된다. 

   
  



 ∙                     (8)

여기서,  : 해당연도의 디젤발전기 대체효과(원),  : 

시간대 별 발전단가(원/kWh),  : 시간대 별 발전

량(kWh)

3.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평가 알고리즘

3.1 현재가치 환산법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과 편익의 요소는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로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식 (9)와 같이, 미래의 가치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환산법(present worth method)을 이용하여 비용과 편

익 요소를 산정한다.









                             (9)

  여기서,  : 현재가치, : 기간, : 할인율,  : 현금흐름

3.2 운용주체별 경제성평가 알고리즘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 경제성평가는 전력공급을 어느 주

체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전력회사와 발전사업자 측면에서의 각각의 도서지역

용 마이크로그리드 경제성 평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전력회사 측면

전력회사가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는 경우, 경제성평가는 비

용과 편익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연도를 산

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투

자자금을 모두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전력회사 

측면에서의 경제성평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먼저, 경제성평가 

요소로서는 평가기간,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전력회사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요소로 분산전원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적용하고, 편익요소로는 디젤발전기의 대체효과와 

REC 판매비를 고려한다. 이들 값들은 평가기간동안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차익을 산정한다.

주어진 분산전원의 용량에 대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작은 경우

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연도(Y)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

고,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조건이 되면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

성이 발생하므로 해당연도를 출력한다. 다음에는 분산전원의 용

량(DG)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켜 상기의 과정을 반복하고, 분산

전원의 용량이 설정한 최댓값이 되면 과정을 종료한다. 따라서 

상기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전력회사 측면에서 분산전원의 도입용

량에 따른 투자비 회수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2) 발전사업자 측면

발전사업자가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는 경우, 경제성평가는 

비용과 편익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투자비용에 대한 편익을 산정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SMP의 가중치에 의한 전

력량요금이 편익의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SMP의 가중치에 따른 수익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먼저, 경제성평가 요소로서는 평가기간,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발전사업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요소

로 분산전원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고려하고, 편익요소로는 

용량요금, REC 요금, 탄소배출권 요금 그리고 SMP 가중치에 따

른 전력량요금을 고려한다. 이들 값들은 평가기간동안 현재가치

로 환산하여 차익을 산정한다.

주어진 분산전원의 용량에 대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작은 경우

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SMP 가중치(WF)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켜 나가고,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조건이 되면 마이크로그리

드의 경제성이 발생하므로 해당하는 SMP의 가중치와 수익률을 

출력한다. 다음에는 분산전원의 용량(DG)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

시켜 상기의 과정을 반복하고, 분산전원의 용량이 설정한 최댓값

이 되면 과정을 종료한다. 따라서 상기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발

전사업자 측면에서 분산전원의 도입용량에 따른 마이크로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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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전사업자 측면의 경제성평가 알고리즘

Fig. 2 Economic evaluation algorithm for independent power 

producer 

의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에 해당하는 SMP 가중치와 수

익률을 산정할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4.1 경제성평가 조건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 경제성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파도를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가파도의 

최대전력은 250(kW), 부하율은 52(%), 연간부하량은 1,139 

(MWh)으로 적용하였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은 태양광발전

(PV), 풍력발전(WT) 그리고 E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표 1과 같다[8-9].

Capacity

(kW)

Construction cost

(thousand 

won/kW)

Utilization 

rate

(%)

Life 

cycle

(year)

PV(kW) 144 1,500 13 20

WT(kW) 500 1,200 23 20

ESS(kWh) 1000 1,500 · 10

표    1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Table 1 Configuration of micro-grid

한편,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

에서 차입하는 이자율은 4.5(%), 대출기간은 15년, 물가상승률은 

3(%), 할인율은 5(%)로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성 평가기간은 20

년이며, 대상기간 동안의 설비 교체와 기술진보에 따른 가격 하

락 요소 등을 고려하였다. 

4.2 전력회사 측면의 경제성 평가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을 위한 e기 건설비는 20년간 원금과 이

자를 포함한 일정액을 매년 상환해 나가는 원리균등상환방식을 

이용하였다. 한편, ESS의 수명은 리튬이온전지를 대상으로 10년

으로 상정하고, 10년 후에 발생하는 ESS의 설치단가는 기준연도

의 절반 가격을 적용하고, 차입금은 10년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영비는 총 건설비

에 운전유지비율을 곱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한편, 디젤발전기의 e기연도 연료비는 가파도의 발전단가

(1,159원/kWh)를 기준으로 하였고, 유가의 상승률은 국제에너지

기구(IEA)에서 제시한 유가전망 데이터를 e기부터 5년간 적용하

고, 나머지 경제성 평가기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10]. 또한, 태양광의 REC 요금은 2015년 평균 REC 

판매단가를 10년간 적용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의 평가기간에는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REC 가중치는 1.2를 적용하

였다. 풍력의 REC 요금은 육상풍력 발전단가 저감 하락률에 따

라 e기 10년 동안의 REC 판매단가를 이용하고, 그 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활용하였으며, REC 가중치는 1.5를 적용하였다[11].

상기의 경제성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그림 1의 경제성평가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젤발전기를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마이크로그리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간 편익과 비용

을 산정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에서와 같

이, e기연도부터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게 되어 전력회사 측면에

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가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파도의 디젤발전기의 발전단가가 워낙 고

가이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림 3 전력회사 측면의 경제성평가 분석

Fig. 3 Economic evaluation analysis for power utility

 

한편, 표 2는 경제성평가기간(20년) 동안의 연도별 편익과 비

용을 나타낸 것으로, 전력회사가 기존 도서지역에 디젤발전기를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면 상

당한 금액의 순이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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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sts benefits year costs benefits

2016 252.5 1466.0 2026 237.3 1973.6 

2017 250.8 1650.5 2027 236.0 1913.1  

2018 249.1 1861.7 2028 234.7 1854.5

2019 247.4 2103.3  2029 233.5 1797.7

2020 245.9 2379.6  2030 232.4 1742.6  

2021 244.3 2306.5  2031 231.2 1689.3  

2022 242.8 2235.6  2032 230.1 1637.6  

2023 241.4 2167.0  2033 229.1 1587.5  

2024 240.0 2100.5  2034 228.0 1538.9  

2025 238.6 2036.1  2035 227.0 1491.8  

2026 237.3 1973.6  2036 226.0 1446.2  

표    2 전력회사 측면에서의 경제성평가

Table 2 Economic evaluation results for power utility

(Unit: million won)

4.3 발전사업자 측면의 경제성 평가

마이크로그리드 건설을 위한 e기 건설비는 15년간 원금과 이

자를 포함한 일정액을 매년 상환해 나가는 원리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하였다. 한편, ESS의 수명은 리튬이온전지를 대상으로 10년

(약 5000사이클)을 상정하고, 10년 후에 발생하는 ESS의 설치단

가는 기준연도의 절반 가격을 적용하고, 차입금은 7년간 균등하

게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영비

는 총 건설비에 운전유지비율을 곱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상기의 조건에 따라 경제성 평가기간 동안의 비용(원

금, 이자, 운영비)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표 3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표    3 발전사업자 측면의 비용 산정 내역

Table 3 Cost evaluation for independent power producer

Evaluation 
year

Costs(thousand won) Present 
value

(thousand 
won)

Principal Interest
Operating 

cost

20 4,044,179 978,179 1,209,023 4,193,271 

한편, 마이크로그리드의 편익 요소는 용량요금 및 전력량 요

금, REC 요금, 탄소배출권 요금이 있다. 먼저, 용량요금 단가는 

2015년 민간발전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금액인 9.45(원/kWh)를 

적용하였고, 전력량 요금은 e기연도부터 10년 동안은 SMP의 전

망치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SMP를 적용하였다. 또한, 태양광의 REC 요금은 2015년 평균 

REC 판매단가를 10년간 적용하였고, 나머지 10년 동안의 평가기

간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으며, REC 가중치는 1.2를 적용하

였다. 한편, 풍력의 REC 요금은 e기 10년 동안에는 육상풍력 발

전단가 하락률에 따른 REC 판매단가를 고려하였고, 그 후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REC 가중치는 1.5로 상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탄소배출권 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대하여 

tCO2값으로 환산하고, CER가격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상기의 조

건에 따라 경제성 평가기간 동안의 편익(용량요금, 전력량 요금, 

REC 요금, 탄소배출권 요금)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발전사업자 측면의 편익 산정 내역

Table 4 Benefit evaluation for independent power producer

Evaluation 
year

Benefits(thousand won) Present 
value

(thousand 
won)

Capacity 
charging

kWh 
charging

REC 
charging

CERs 
charging

20 215,271 2,648,505 2,830,584 165,766 3,676,298 

표 3과 표 4와 같이, 총 비용은 4,193,271천원이고 총 편익은 

3,676,298천원이 산정되므로, 전체기간중의 수익률은 13% 정도가 

되어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와 표 5의 내역을 연도별 현재가치로 나타내면 그림 4

와 같은데, 이 그림에서 11연도 째에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

은 ESS 교체주기에 의한 것이며, 17연도 이후에는 비용이 급격

히 하락하는데, 이것은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고 운영비만 발생하

기 때문이다. 

그림 4 연도별 현재가치 산정내역(가중치=1)

Fig. 4 Present value results(weighting factor=1)

표    5 전력량 요금(SMP) 가중치에 따른 수익률 산정

Table 5 Benefit rate according to weighting factor of SMP

SMP weighting factor
Benefits

(thousand won)

Benefit rate

(%)

1 3,676,298 -12

1.30 4,194,870 0

1.67 4,819,202 15

2 5,382,126 28

3 7,087,953 6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에 

기존의 SMP를 바탕으로 한 전력량요금을 적용하면, 발전사업자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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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MP의 가중치

를 변동시켜 편익의 요소를 산정하면 표 5와 같다. 이 표에서와 

같이 SMP 가중치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면 편익이 상승하여 수익

률이 오르게 되고, SMP 가중치가 1.30이면 비용과 편익이 일치

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마이크

로그리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SMP에 최소한 1.3 이상의 

가중치를 제공해야만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서지역용 마이크로그리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서 전력회사측면과 발전사업자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력회사가 기존 도서지역에 디젤발전기를 대체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면 상당한 금액의 

순이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파도와 같이 육지에

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일수록 디젤발전기의 발전단가

가 상승하므로 경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에 기존의 SMP를 바탕으로 

한 전력량요금을 적용하면, 발전사업자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SMP가중치를 일정하게 증가

시키면 편익이 상승하여 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SMP 가중치

가 일정한 값이 되면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마이크로그

리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SMP에 일정한 가중치를 

제공해야만 경제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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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 석 (Dae-Seok Rho)

1964년 2월 21일생. 1985년 고려대학교 전기

공학과 졸업. 1987년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97년 일본 북해도 대학교 대학

원 전기공학과 졸업(박사). 1987년~1998년 

한국전기연구소 연구원/선임연구원. 1999년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

부 정교수로 재직. 

<관심분야> 전력/배전계통, 분산전원, 전력품

질 해석, 전기저장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