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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slanded operation of a microgrid can ensure the reliable operation of the system when a large accident occurs in 

the main grid. However, because the generation capability of a microgrid is typically limited, a microgrid operator should take 

islanded operation risk into account in scheduling its generation resources. To address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two unit commitment formulations based on the islanding scenario that reflect the expected and worst-case values 

of the islanded operation risk. An optimal resource scheduling strategy is obtained for the microgrid operator by solving these 

optimization probl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investigated by numeric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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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배전 레벨에서 소형 디젤발전기, 태양광 발전, ESS 등 다

양한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or, 이하 DG)들이 도입되면서,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통운영자(System Operator, 

이하 SO)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DG 및 제어 

가능한 수요 등의 서브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계통운영의 단

위로써,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계통운영 기술은 다수의 DG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상위 SO의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 마이크로그리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위 계통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독립

운전을 통해 독자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내 수요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2]. 이러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기능은 전

통적인 전력계통에서는 불가능했던 기능으로,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4]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내 다양한 장비들을 모델링하

고, 독립운전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델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5]에서는 독립운전 중인 마이크로그

리드가 상위 계통과 안정적으로 동기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에 대

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마이크로그리드 독립운전과 관련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을 하나의 상정

사고(contingency)로 바라보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마이크로

그리드가 새롭게 정의된 “독립운전”이라는 상정사고가 발생한 후

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방안 및 대비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독립운전이라는 상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전기 기

동정지 계획(Unit Commitment, 이하 UC)와 같은 계통운영계획

에 이를 반영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 발전자원의 스케쥴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연구들도 있어 왔다. 예를 들어, 

[6]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독립운전 발생의 위험(risk)를 분석하

여, 이를 바탕으로 발전출력 및 예비력의 스케쥴을 결정해 마이

크로그리드의 일간 에너지 공급비용의 기댓값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7]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UC문제를 마이크로그리드의 

모든 독립운전 시나리오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면서 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정식화 하였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7]의 연구 결과를 확장 진행한 연구로

써, [7]에서 제시된 독립운전 정식화 모형의 오류를 개선하고 목

적함수에 독립운전 발생비용 분석을 추가하였다. 즉, 통상적인 확

률론적 UC(Stochastic UC)를 기반으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

전비용을 반영한 최적 스케쥴링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모

형에 독립운전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발전계획 수정 전략을 반

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가 자신의 발전자원을 운

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2. 마이크로그리드 독립운전 시나리오를

반영한 UC 문제의 정식화

2.1 선행연구 비교분석

마이크로그리드 내 발전자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률론적 

UC의 형태로 마이크로그리드 내 발전자원의 스케쥴링 문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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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8]와 같이 주로 신

재생 발전자원의 출력 변동 시나리오에 대해 마이크로그리드의 

발전자원 스케쥴링 문제를 확률론적 UC문제로 정식화하였다. 하

지만, [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렇게 고려되는 확률론적 모형

에 독립운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7]은 독

립운전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 스케쥴링 연구의 좋은 초기연구

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7]에서는 N-1 상정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발생시간에 대한 확률론적 시

나리오 모형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확률론적 UC문제를 정

식화 하였다. 하지만, [7]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

제점이 존재한다.

① 발전자원 스케쥴 수립 시 독립운전 발생비용에 대한 고려 

미비

② 수립된 발전자원 스케쥴에 대한 독립운전 발생 시 에너지

공급 가능성(feasibility) 확인의 오류

본 논문은 위의 두 가지 문제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결과적으로 위 문제들을 해결하여 [7]의 연구결과를 개선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①에 대해 본 논문은 [6]의 

연구와 같이 독립운전 발생 시 마이크로그리드에 추가적으로 발

생하는 비용을 2.2에서 소개하는 정식의 목적함수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②와 관하여 [7]에서 독립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정식

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보이고 2.2에서 이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2.2 대상문제의 정식화 I – 기댓값 최소화 

본 논문의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발생 모형은 [7]의 

 criterion을 따르기로 한다. 여기서   는 UC 스케쥴을 계

획하는 전체 대상기간의 길이이며, 는 대상기간 중 독립운전이 

발생하는 기간의 길이이다. 이 독립운전 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시나리오 를 생성할 수 있으며, 모

든 독립운전 시나리오 발생에 따른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공급비

용의 기댓값을 UC문제의 목적함수로 할 경우 시나리오 의 발

생확률 와 해당 시나리오에서의 에너지공급비용 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in
∈

 ·
 

 
  (1)

여기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공급비용 는 전통적인 UC와 유

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상위계통과의 전력거래 및 독립운전 시 

필요할 수 있는 부하차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위 함수의 결정변수들은 독립운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나

리오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갖는다.

<수급균형 제약조건>





 

  
 ∀      (3)

<전력거래용량 제약조건>


max≤

 ≤
max ∀        (4)

<발전기출력 제약조건>


min ≤

 ≤
max ∀∈∀  (5)

<발전기 증감발율 제약조건>


 

 ≤ ∀∈∀ (6)

 ≤
 

 ∀∈∀  (7)

<발전기 최소 기동/정지시간 제약조건>


 

 ≤ ∀∈∀  (8)


 

  
 

 ∀∈∀ (9)

  
  

∈ 


 ≤ ∀∈ (10)

where    ≤ ≤ 


  
∈ 

 ≤ ∀∈     (11)

where    ≤ ≤ 


<ESS출력 제약조건>


 ≤

 ·
max

 ·
min ∀∈ (12)


 ·

min
 ·

max≤
 ∀∈ (13)

  ≤ ∀∈∀   (14)

  ∀∈        (15)

<ESS저장용량 제약조건>


min≤ ≤

max ∀∈∀ (16)

<ESS 경계 제약조건>

  ∀∈       (17)

<ESS 충/방전 상태전환횟수 제약조건>

 ≥  ∀∈   (18)

 ≥  ∀∈ (19)




 ≤ ∀∈     (20)

위에서 <ESS 경계 제약조건>은 대상기간의 시작과 끝점에서 

ESS의 저장에너지양이 동일해야 함을 가정한 것으로, 인벤토리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ESS 충/방전 상

태전환횟수 제약조건>은 ESS의 사용수명을 위해 스케쥴 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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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충/방전의 상태전환을  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처럼   에서의 제약조건은 [9]의 일반적인 UC문제

의 제약조건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독립운전이 발생하는 ≠인 시나리오의 결정변수

들은 독립운전 발생에 대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대응전략 및 물리

적 한계를 반영하는 제약조건들을 갖게 된다. 즉, 마이크로그리드 

SO는 독립운전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

상운전상태(   시나리오)에서 수립한 발전자원들의 스케쥴을 

변경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제약조건으로 인해 정상운

전상태에서 결정한 발전기의 기동정지 상태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 SO는 발전자원의 기동

정지는 유지하며 출력량만을 조정하여 독립운전에 대응할 수 있

다. 이는 마치 전통적인 전력계통 운영에서 하루 전 UC를 통해 

일간 스케쥴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일 경제급전을 수행하

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ESS와 같은 전력전자 설비의 경우 급작

스러운 지령에도 운전상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운영방식

은 해당 설비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고려해야할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력전자 설비의 물리

적 특성이 운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큰 연구적 

가치가 있지만, 독립운전의 발생 비용을 UC스케쥴 레벨에서 반영

하는 본 연구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번 논문에서 관련 내용

을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립운

전이 발생한 경우 모든 발전자원들은 출력량만을 조정할 수 있다

고 가정한다. 이처럼, 시나리오 에서 마이크로그리드 SO의 독립

운전 발생에 대한 대응전략을 결정변수들의 제약조건 형태로 정

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수급균형 조건>





 

  
 ∀ (21)

<수요차단 조건>

≤
≤ ∀     (22)

<발전기 on/off 및 ESS 충/방전 상태유지 조건>


  

 ∀∈∀ (23)


 

 ∀∈∀       (24)


 

 ∀∈∀     (25)

<전력거래 용량제약 조건>


 

 for   (26)


  for  ≤ ≤  (27)


max≤

 ≤
max for    (28)

<발전기 출력제약 조건>


 

 ∀∈   (29)


min ≤

 ≤
max ∀∈ ≥ (30)

<ESS 출력제약 조건>


 

 ∀∈  (31)


 ≤

 ·
max

 ·
min

for ∀∈ ≥

(32)


 ·

min
 ·

max≤


for ∀∈ ≥

(33)

위 수식 (26), (29), (31)을 통해, 제안된 정식 모형에서 각 발

전자원은 독립운전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까지는 정상운전상태

에서 결정한 출력량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7]의 정식화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약조건으로, 

독립운전 발생 시 에너지공급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보면 독립운전 발생이란 사건은 상정

사고로써, 마이크로그리드 SO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해당 

시나리오를 대비해 기 결정된 스케쥴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에는 (26), (29), (31)와 같은 

제약조건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상운전상태에서 결정한  시점 

이전의 출력량도 변경하며 독립운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에너

지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는 마치 마이크로그리드 

SO가 독립운전이 언제 발생할지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로 운전

을 하는 것이거나, 혹은 독립운전이 발생하면 자신이 과거에 수

행한 의사결정을 변경하여 현재의 사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7]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발전자원의 스케쥴이 

주어진 모든 독립운전 시나리오에 대해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류이다.

수식 (28), (30), (32), (33)을 통해 독립운전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운전상태에서 수립

한 발전자원들의 스케쥴을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립운전이 발생하면 더 이상 상위 계통과 에너지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7)의 조건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자원의 운전상태는 갑자기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수

식 (23), (24), (2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발전자원들은 독립운전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시나리오   에서 결정한 기동상태를 유

지한다.

2.3 대상문제의 정식화 I –기댓값 최소화 

2.1에서 모든 독립운전 시나리오 발생에 따른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공급비용의 기댓값을 UC문제의 목적함수로 하는 정식화 

모형 및 운영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2.1의 정식화 모형의 경

우 독립운전 시나리오 의 발생확률 의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계통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사례가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독립운

전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시나

리오의 발생확률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거나, 개별시나리오들의 

발생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 파급효과(비용)가 큰 경우 [10]와 같

이 모든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를 최대로 개선하는 운영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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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2.1의 정식화 모형에 적용하면, UC문

제의 목적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min ·
 

 
·  (34)

where  max 
 

 
 

위 (34) 수식의 과 는 각각 독립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에너지공급비용과 모든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의 에너

지공급비용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이처럼 목적함수가 (1) 수

식에서 (34)로 변경된 점을 제외하면, 결정변수들에 대한 다른 제

약조건식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34)는 항이 모

든 시나리오 중 최댓값을 갖는 경우라는 비선형성을 갖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수식과 같이 잉여 변수(slack variable)

를 추가하여 목적함수를 (35)로 변경하고 (36), (37)의 제약조건

을 추가하면, (34) 수식이 의도한 바와 동일한 최적 해를 찾을 

수 있다.

<잉여변수가 추가된 목적함수2>

min ·
 

 
·  (35)

<잉여변수의 제약조건>

 ≥ (36)

 ≥
 

 
 ∀∈ (37)

3.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조건

UC 스케쥴의 대상 기간은 1일이며, 하루는 시간당 수요값 24개

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요값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독립운전 

사건 역시 1시간 단위로 발생하며, 본 시뮬레이션 파트에서는 하

루 1회, 1시간의 독립운전 시나리오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리고 독립운전이 나타나는 24개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즉, 독립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의 확률  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한 UC스케쥴 방

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한 스케쥴 방법과 다른 스케쥴 

방법의 에너지 공급비용을 비교하였다. 5가지 스케쥴 방법은 아래

와 같다.

Method I  : 독립운전 고려하지 않는 일반 UC방법

Method II : 독립운전 대비 내부예비용량 크기유지 방법

Method III : [7]에서 제안한 스케쥴 방법

Method IV : 2.1에서 제안한 기댓값 최소화 방법

Method V : 2.2에서 제안한 최악 케이스 최소화 방법

    (  &  로 가정)

Method II에서 언급된 내부예비용량 는 독립운전 발생 시 

순수 내부 발전자원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잉여 발전용량을 말한

다. 즉, 기동된 내부 발전자원의 최대출력량과 스케쥴 된 발전자

원의 출력량의 차이의 합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38)과 같다. (38)의  값을 크게 유지할수록 마이크로그리드 

SO는 독립운전이 발생한 경우 값비싼 부하차단을 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Method II에서 는 5MW로 가정한다.

 
∈


max·

 
 


∈


max·

 
 

(38)

발전기, ESS의 특성정보 및 마이크로그리드의 내부부하 정보, 

마이크로그리드-상위계통 간 전력거래 가격정보는 [6]과 [7]을 

참고하였으며 다음 표 1-3와 같다. 또한, 상위 계통으로부터 공

급가능한 전력용량은 5MW로 가정한다. 그리고 부하차단 가격 

  로 가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세팅된 최적화 문

제는 상용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FICO사의 Xpress-mp를 이용하

여 해결하였다.

표    1 수요 및 시장정보 [단위: MW, $/MWh]

Table 1 Demand and market data

시간 1 2 3 4 5 6

수요 11.03 10.38 9.97 9.73 9.76 10.16

가격 29.74 27.54 26.32 25.64 25.65 27.15

시간 7 8 9 10 11 12

수요 11.03 11.96 12.61 13.30 13.92 14.48

가격 29.44 30.79 34.97 38.52 43.33 46.3

시간 13 14 15 16 17 18

수요 14.69 14.94 14.99 15 14.92 14.56

가격 48 51.4 52.83 53.91 50.83 48.8

시간 19 20 21 22 23 24

수요 14.25 13.84 13.67 13.37 12.47 11.33

가격 43.09 39.26 38.65 37.43 32.21 30.56

표    2 발전기 특성정보

Table 2 Generator characteristics

발전기 

NO.

가격계수
[$/MWh]

출력범위

[MW]

최소기동/

정지[h]

증감발율
[MW/h]

G1 27.7 1-5 3 2

G2 35.1 1-4 3 2

G3 65.6 0.5-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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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상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Method IV의 발전자

원 스케쥴 [단위: MW]

Table 5 Generation schedule of a microgrid based on 

Method IV for    scenario [MW]

시간 1 2 3 4 5 6

G1 5 4.38 3.97 5 5 4.13

G2 1.03 1 1 2.23 1.26 1.03

G3 0 0 0 0.5 0.5 0

ESS 0 0 0 -3 -2 0

시장구매 5 5 5 5 5 5

시간 7 8 9 10 11 12

G1 5 5 5 5 5 5

G2 1.96 1.96 2.11 4 4 4

G3 0 0 0.5 0.5 0.5 0.5

ESS 0 0 0 0 0 0

시장구매 4.06 5 5 3.80 4.42 4.98

시간 13 14 15 16 17 18

G1 5 5 5 5 5 5

G2 4 4 4 4 4 4

G3 0.5 0.5 0.5 0.5 0.5 0.5

ESS 0.19 0.84 3 3 0.42 0.26

시장구매 5 4.60 2.49 2.5 5 4.80

시간 19 20 21 22 23 24

G1 5 5 5 5 5 5

G2 4 4 4 4 4 2

G3 0.5 0.5 0.5 0.5 0.5 0.5

ESS 0 0 0 0 -2.03 -0.67

시장구매 4.75 4.34 4.17 3.87 5 4.5

표    3 ESS 특성정보

Table 3 ESS characteristics

배터리

용량
[MWh]

충/방전

출력범위

[MW]

최대

충/방전

전환횟수

SOC 

운영범위

[%]

시작-끝

경계조건

[MWh]

10 -3 ∼ 3 3 0-100 5

표   4 UC전략별 독립운전 시나리오 발생에 따른 마이크로그리

드의 일간 에너지공급비용

Table 4 Daily operating cost of a microgrid based on each 

UC strategy

정상상황

운영비용[$]

독립운전

기대비용[$]

독립운전

최대비용[$]

M-I 10,030 10,504 12,569

M-II 10,258 10,455 11,278

M-III 10,235 10,468 11,327

M-IV 10,386 10,398 10,572

M-V 10,433 10,437 10,523

3.2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표 4은 3.1의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계산한 각 UC전략별 독립

운전 발생에 따른 마이크로그리드의 일간 에너지공급비용을 나타

낸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Method I의 경우 독립운전 시나리오에 따른 기대비용이나 최악

케이스의 비용이 가장 크다. Method II의 경우 일정크기의 내부

예비용량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해 어느 정도 독립운전에 대비

하였기 때문에, Method I에 비해서는 독립운전 발생에 따른 추

가비용이 감소하였지만, 독립운전 발생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Method IV, V보다는 더 큰 비용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7]의 Method III의 경

우 정식화 오류로 실제 독립운전 시나리오 상황이 발생했을 때, 

[7]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부하차단을 수행하게 되어 

Method IV, V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독립운전 기대비용에 대해서 

Method IV은 Method I, II, III, V에 비해 각각 1.02%, 0.55%, 

0.67%, 0.38% 효과적이며, 독립운전 최대비용에 대해서 Method 

V는 Method I, II, III, IV에 비해 각각 19.44%, 7.17%, 7.64%, 

0.47% 효과적이다. 독립운전의 발생확률과 독립운전 발생에 따라 

필요한 수요차단의 비용이 커진다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독립운전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상황에서의 운영비

용은 Method I의 경우가 가장 낮은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 

Method I의 경우 독립운전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 5에서는 정상상황에서 Method IV의 발전자원 스

케쥴을 확인할 수 있다. 표를 통해, 마이크로그리드가 자신이 보

유한 발전기의 단가보다 상위계통에서의 구매단가가 저렴함에도 

독립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비싼 G3발전기를 기동시켜 최소출력

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SS 역시 독립운전이 발

생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오후 시간을 위해 오전 시

간에 충전을 한 뒤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7]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립운전의 발생을 시

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 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UC 스케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7]에

서 제시된 방법론의 오류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독립운전 발생

으로 인한 에너지공급비용의 기댓값을 최소화하거나, 모든 시나

리오 중 최악의 경우를 최소화하는 두 가지 운영전략을 UC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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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식화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뒤 두 가지 방법을 

포함한 다섯 가지 UC스케쥴링 방법에 대해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영비용을 비교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독립운전이라는 

상정사고의 발생모델이 정확히 주어진다면, 마이크로그리드는 

Method IV이나 V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간 에너지공급비

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SO는 독립운전이라는 상

정사고의 발생을 고려하여 최적의 발전자원 스케쥴 및 상위계통

과의 전력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방

법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첫째로, 독립운전 발생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모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론적으로 제시된 

본 논문의 정식화 모형은 활용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독립운전이 발생한 경우 마이크로그리드 SO의 운영전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S와 같은 전력전

자 설비는 충/방전 상태의 변경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독립운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 정의(Nomenclature)

<인덱스>

 시나리오 (∈ )

 발전자원 (발전기 ∈, ESS ∈)

 시간 

<상수>

 독립운전 시나리오 발생확률

 마이크로그리드 – 상위 계통과의 전력거래 가격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수요 차단 가격

 발전비용 함수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수요값

 발전기 최소 기동 제한시간

 발전기 최소 정지 제한시간

 발전기 증발율 제한

 발전기 감발율 제한

 ESS 충/방전 상태전환 제한횟수

<변수>

 발전기 기동/정지 상태 (on:1 / off:0)

 발전기 기동명령 여부 

(기동명령 유(有):1 / 기동명령 무(無):0)

 발전기 정지명령 여부

(정지명령 유(有):1 / 정지명령 무(無):0)

 ESS 방전 상태 (방전 중: 1 / 방전 X: 0)

 ESS 충전 상태 (충전 중: 1 / 충전 X: 0)

 ESS 충/방전 상태전환 횟수

 ESS 저장 에너지량

 발전자원의 출력량 (발전기, ESS)

 마이크로그리드 - 상위 계통과의 전력거래량

(구매:    / 판매:  )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수요 차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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