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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Evalu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of Remote MicroGrid

According to Design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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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til now, it has been for choosing most economic result to be generally used for designing remote MicroGrid 

(MG) system. It is able to make economic benefit by reducing operation cost, but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will be 

minimum.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get an effect by renewable energy because economic feasibility is an only 

consideration. Therefore, various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design objectives should be are diversified to design proper 

remote MG system. In this paper, remote MG system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design objectives, and they are 

analysed through case study based on economic evaluation. In addition, economic feasibility for each type is analysed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design result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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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

지 시스템 구성 중 가장 경제적인 설계 결과를 채택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이러한 방법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전 대비 운영비

를 절감하여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1,2]. 

그러나 경제성만을 고려하게 되면 최소한의 신재생에너지만이 적

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전보다 경제적 이득은 취할 수 있으나, 신재생에

너지로 인한 그외의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 

최근 파리협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응이 활성화되고 저탄소경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이 강조되는 현재의 추세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3,4].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설계시 단순히 경제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외의 요소들(탄

소절감, 신재생에너지 투입률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설계목

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단순히 가장 경제적으

로 유리한 설계 결과를 채택하게 되더라도, 이는 향후 시장경제, 

정책 상황 등에 따라서 최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설계

목표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설계된 독립형 마이크로그

리드 시스템들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대해 설계목

표에 따라 설계 타입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경제성 평가 기반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장경제 상황, 대상도서 

특성 및 REC 등의 다양한 변동요소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가지 타입을 비교분석하였다.

2. 설계목표에 따른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2.1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와 신재생에너지, 디젤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독립 전력계통을 의미한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서는 BESS의 인버터(Grid Forming 

Inverter)가 정전압/정주파수 운전을 수행하게 된다. BESS의 인

버터가 충 · 방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출력변동 및 부하

변동에 응동하고, 계통의 전압/주파수를 제어하며 운전하는 형태

이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적용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는 그

림 1과 같다[5].

2.2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설계 타입 비교

기본적으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설계시 BESS 및 

신재생에너지의 최적 조합(용량, 수량)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가장 경제적인 결과를 채택할 수도 있고,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는 결과를 채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합 형태에 매우 다양

한 결과들이 존재하며, 시스템 설계자의 목표에 따라 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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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적용 전

(b)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적용 후

그림 1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구조

Fig. 1 Configuration of remote MicroGrid system

구분 에너지 자립형 하이브리드형

운전방안

(디젤발전기 운전형태)

디젤발전기

상시 OFF

(비상시 보조)

디젤발전기

상시 ON

(상시 전원)

설계목표
• 에너지 자립

• 탄소배출 최소화
• 경제성 확보

배터리 용량 큼(부조일 고려) 작음

신재생 발전량 비율

(탄소배출 감축량)
높음 낮음

표   1 운전방안 및 설계 목표에 따른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타입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types of remote MicroGrid 

according to operation plans and design objectives

구  분 현  황

발전설비(디젤발전기) 450kW(150kW × 3대)

부하
 • 평균 : 124kW

 • 최대 : 305kW

평균 풍속 5.5m/s

평균 일사량 3.68kWh/m2/day

표    2 분석대상 도서 현황

Table 2 Data of objective island of analysis

가 결정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설계시에

는 운전방안에 따라 설계 목표를 수립하게 되며, 두 가지 타입

(에너지 자립형 &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에 두 

타입에 대해 비교하여 정리하였다[6-8].

에너지 자립형은 상시에 디젤발전기를 운전하지 않고 BESS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의 비율을 높여 디젤발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이브리드형은 디젤발전기를 상시 운전하되 BESS와 신재생에

너지를 동시에 운전하여 기존대비 COE(Cost of Energy, 전력공

급단가)를 최대한 감축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자립형은 디젤발전기를 상시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부

조일(기상조건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 BESS에 저장된 에너지만으로도 전력공

급이 가능토록 설계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매우 크다. 또한 

전체 발전설비 용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

문에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반대로 하이브리드형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디젤발전기가 상시로 운전하

며 경제성 확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

고 배터리의 용량은 매우 작다.

3.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에너지 자립형과 하이브리드형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도서지역의 독립계통 중 하나를 

선정하여 각 타입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3.1 HOMER

본 연구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이크로그리드 엔지니어링 툴인 HOMER(Hybrid Optimization 

Model for Multiple Energy Resources)를 이용하였다. HOMER

는 디젤발전기, 신재생에너지, BESS, 연료전지 등 다양한 요소기

기들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계통연계형,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모

두 모델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비용데이터, 기기별 속성, 기

후조건, 부하데이터 등을 입력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뒤 순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최적의 조합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이다. 경

제성 비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율, 탄소배출 규제 등의 

다양한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9].

3.2 타입별 경제성 평가 결과분석

경제성 평가시 배터리의 종류는 리튬이온으로 선정하였고, 신

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도서의 현황은 표 2와 같다[10].

여기서 에너지 자립형 설계시 최소 신재생발전량 비율은 70%

로 산정하였고, 부조일을 1일로 하여 식 (1)과 같이 배터리 용량

을 3,000kWh로 산정하였다. 이는 평균부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충된 배터리만으로 24시간동안 부하전력공급이 가능한 

용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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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 자립형 하이브리드형

BESS
 •배터리 : 3,000kWh

 •인버터 : 500kW

 •배터리 : 500kWh

 •인버터 : 250kW

풍력 200kW 100kW

태양광 480kW 120kW

표    3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결과

Table 3 Design results of remote MicroGrid

구분 구축 전 에너지 자립형 하이브리드형

COE [원/kWh] 920 983 (△63) 850 (▽70)

B/C ratio - 0.62 1.43

투자회수 - 회수불가 12년

e기투자비[백만원] - 5,038 1,660

운영비[백만원] 930 679 (▽251) 740 (▽190)

표    4 경제성 평가 결과

Table 4 Result of economic evaluation

괄호 안은 구축 전 대비 증감을 나타냄

그림 2 타입 간 편익-비용 비율(현가) 흐름

Fig. 2 Flow of B/C ratio for types

         ×   × ≒              (1) 

위 조건(최소 신재생발전량 비율, 배터리 용량)을 만족시키는 

조합 중 COE가 최소인 결과를 에너지 자립형의 설계 결과로 결

정하였다. 하이브리드형의 경우 위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조합 

중 COE가 최소인 결과를 설계 결과로 결정하였다. 각 타입별 설

계결과(BESS, 신재생 조합)는 표 3과 같다.

두 타입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참고

적으로 본 경제성 평가에서의 연간 발생 편익은 독립형 마이크

로그리드 구축 전 대비 연간운영비의 절감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경제적인 편익 발

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감되는 운영비를 편익으로 볼 수 

있다.

구분 구축 전
에너지

자립형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비율 [%] - 74.4 31.8

연료 소모량 [kL/년] 343 83 (▽260) 222 (▽121)

CO2 배출량 [ton/년] 906 218 (▽688) 585 (▽321)

연료 소모량(CO2 배출량)

감축 비율 [%]
- 76 35

표    5 신재생에너지 비율 및 연료 소모량 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fuel 

consumption

※ 괄호 안은 구축 전 대비 증감을 나타냄

표 5는 각 타입별로 설계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율 및 

연료소모량(CO2 배출량) 감축량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 결과, 연간 발생하는 편익은 하이브리드형에 비해 

에너지 자립형이 더 크지만 e기투자비가 매우 과다하여 경제성

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의 경우 편

익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e기투자비가 크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성 측면에서 에너지 자립형은 적합한 타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형 적용시에는 신재생발전량 비율이 높은 

만큼 하이브리드형에 비해 연료소모량 및 CO2 배출량을 2배 이

상 감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의 경우 경제

성 확보 측면에서는 에너지 자립형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나, 만약 이외의 설계목표(탄소배출량 제약, 신재생에너지 비

율 등)가 추가된다면 적합한 설계 타입으로 선정될 수 없다. 결

국 설계목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타입의 적합성이 달라

지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민감도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변동에 따라 각 타입별로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시장/경제 요소(디젤연료비, 배

터리 시장가격), 대상도서의 특성(평균 풍속 및 부하) 및 REC를 

변동요소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타입별 COE를 계산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참고적으로 본 민감도 분석에서는 각 타입별로 표 3의 조합 

결과를 고정시키고 COE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변동

요소에 따라 계산된 COE는 모두 같은 설계결과에 대한 계산결과

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조합결과에서 산출된 값이다.

4.1 시장/경제 요소에 따른 분석

4.1.1 디젤연료비

디젤연료비는 디젤발전기의 연간운영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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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젤연료비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Fig. 3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fuel price
그림 4 배터리 시장가격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Fig. 4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battery 

price

그림 5 평균 풍속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Fig. 5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average 

wind speed

한 요소이다. 디젤연료비에 따른 각 타입별 민감도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참고적으로 분석 대상 도서의 현 디젤연료비는 

약 900원/L이다.

에너지 자립형은 전체 발전량 중 디젤발전기 발전량이 차지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기 때문에 디젤연료비에 의한 경제

성 변동이 크지 않다. 에너지 자립형이 경제성을 확보(구축 전보

다 COE가 작은 경우)하기 위해서는 연료비가 약 1,100원/L 이상

으로 증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형

의 경우 연료비와 관계없이 구축 전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대해 에너지 자립형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

리하다.

4.1.2 배터리 시장가격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e기투자비를 결정하는 요소기기들의 

시장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배터리의 가격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e기투자비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

기 때문에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4는 배터리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각 타입별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가로축

은 현재가격 대비 백분율값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자립형은 배터리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배터리 가

격에 따라 경제성이 크게 변동하게 된다. 에너지 자립형이 경제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배터리 가격 대비 약 

65% 이하로 하락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젤연료비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

드형의 경우 배터리 가격과 관계없이 구축 전 대비 경제성을 확

보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대해 에너지 자립형에 비해 경제성

이 우수하다.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더라도 에너지 자립

형에 비해 하이브리드형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 대상도서의 특성에 따른 분석

4.2.1 평균 풍속

대상도서의 기후 조건(풍속, 일사량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

전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의 설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5는 대상도서의 평

균 풍속에 따른 각 타입별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에너지 자립형의 경우 평균 풍속

에 따라 상대적으로 COE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풍속이 높아질수록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COE가 감축된다. 그

러나 평균 풍속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도 구축 전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형이 경제적

으로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하이브리드형의 경

우 평균 풍속이 낮은 범위에서 설계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어 

COE가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4.2.2 평균 부하

대상도서의 계통 규모, 즉 부하 크기에 따라서도 시스템 경제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타입별로 평균부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도서의 평균부하 대비 80∼120%의 범위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과 같이 부하 크기에 따라 COE가 감축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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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하 크기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Fig. 6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average 

load

그림 7 REC 가중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Fig. 7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REC 

weighting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해 비슷한 경향성을 띄기 때문에 

부하 크기에 따라서 각 타입간의 경제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는 않음을 알 수 있다.

4.3 REC에 따른 분석

지금까지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발생 

편익을 연간 감축되는 운영비만 고려하였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REC 적용을 

고려하였다. 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REC로 환산하여 수익

이 발생하다고 가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림 7은 

REC 가중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REC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REC 가중치가 없더라도

(가중치 = 1) 연간운영비 감축에 의해 에너지 자립형도 경제성 확

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중치의 증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

율이 높은 에너지 자립형의 COE가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형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설계목표에 

따라 두 가지 타입(에너지 자립형,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하였

고, 이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타입별 설계결과의 적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시스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각 타입별 COE를 

계산하여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시장경제 상황 및 대상도서의 특성 등의 

요소들은 에너지 자립형의 경제성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형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EC와 같이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에너지 자립형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으면서

도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 결과는 대상도서의 규모, 형태, 시장상황, 정책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향성은 차이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설계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

대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설계목표의 다양화, 구체화 등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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