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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공급측 자원과 수요측 자원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 반응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운
영 기술이 요구되며, 추후 마이크로그리드의 실 시스템에 많은 도입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TOU(Time-of-use)와 DLC(Direct load
control)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수리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 분야
에서 공급측 자원과 수요측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IT기술을 이용한 운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에너지 자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
여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프로그램이 소규모 전력 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그리드
내 수요 반응에 기반한 운영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수요 반응에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은 기존의 단방향성 공급 형태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성 공급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피크 구간의 수요를
조절하여 시스템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포함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수
요 반응 프로그램인 TOU(Time-of-use)와 DLC(Direct load control)를
이용한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운영
계획은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의 핵심기
술인 최적화에 기반한 수리적 모델을 정식화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수리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본
논문에서 이용한 TOU와 DLC 프로그램이 마이크로그리드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2.1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는 그림 1과 같이 분산전원, 분산저장장치, 그리고 부하
로 구성되어 신재생 전원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전력망이다. 마이크로
그리드 내 열병합 발전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과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요 반응 제도를 통하여 에너지 자원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에 수요 반응 제도를 적용하
기 위하여 전력부하는 고정 부하(Fixed load), 이동부하(Shiftable load)
조정부하(Adjustable load)로 분류되며 각 부하는 부하 특성에 따라 수
요 반응 제도에 적용가능하다.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2.2 수요 반응
수요 반응이란 시간대별 다른 에너지 가격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에
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격 기반의 수요 반응 프로그램
(Price-based options)과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
도하는 인센티브 기반 수요반응 프로그램(Incentive-based programs)이
있다[3].
가격 기반의 수요 반응 프로그램 중 TOU(Time-of-use)요금제는 시
간대별, 요일별 등 소비특성에 따라 사전에 가격과 시간 구간을 책정하
며, RTP(Real-time pricing)는 실시간 요금제 그리고 CPP(Critical peak
pricing)는 RTP와 TOU의 혼합형으로 특정 피크기간에 높은 요금을 적
용함으로써 피크 구간의 전력 감소를 유도하는 요금제이다. 또한, 인센
티브 기반 수요 반응 프로그램으로 주거용,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소규
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DLC(Direct load control) 프로그램과 산업
용,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Interruptible/curtailable
service(I/C), Demand Bidding/buyback programs 등이 있다.

3. 마이크로그리드 최적 운영 수리적 모델
 
  3.1 목적 함수
제시된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운영 수리적 모델은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1)과 같이 단계별로 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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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가능한 부하의 경우, 전력 수요가 낮은 구간으로의 이동을 장려
하고 특정 피크 구간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페널티를 부과하여 매
시간별 다른 전력 거래가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식 (2)와 같이 수립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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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약 조건
조정된 전력 수요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설비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
으며, 이는 식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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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가능한 전력 부하는 식 (4)와 (5)의 구간별 이동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수요 반응에 의하여 변경된 이동 부하는 식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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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와 DLC를 이용한 수요 반응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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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한 전력 부하는 식 (7)에 의하여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
정될 수 있으며 수요 반응에 의하여 변경된 조정 부하는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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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기는 식 (9)와 같이 열전비에 의하여 열과 전력을 생산하
며, 열에너지 부하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식 (10)과 같이 충족된다.

                  
    (9)

  ∙ (10)

전력 저장장치는 충/방전 손실을 고려하여 전력저장장치의 충전상태
에 따라 충/방전이 가능하다[4].

3. 시뮬레이션

  3.1 운영 조건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운영을 위한 수리적 모
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 디젤발전기와 열병
합 발전(열전비: 0.85)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사전에 수
요자측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크 구간에 한하여 부하 감축이 요
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부하 조정 가격을 산정한다. 부하 조정 가
격을 포함한 전력 거래 가격 및 에너지 설비 생산 비용은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그림 2> 전력 거래 가격 및 에너지 설비 생산 비용

  3.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은 전력 부하에 대하여 수요 반응을 고려한 후 변경된 전력 부
하량을 기반하여 최적화된 전력 부문을 나타낸 것이다. 전력 거래 가격
이 높으면서 부하량이 높은 구간을 위하여 전력 거래 가격이 낮은 구간
3, 4에서는 잉여 전력을 전력 저장장치로 충전하고 전력 거래 가격이 높
은 구간 11-17, 20의 잉여 전력은 계통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최적화된 전력 부문

그림 4는 열에너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설
비들의 최적화된 출력량을 나타낸 것이다. 구간 14-16에서는 판매 가격
이 높은 구간으로 폐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잉여 전기 에너지에 대
한 판매 이익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 최적화된 열에너지 부문

 그림 5는 마이크로그리드에 TOU와 DLC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변경된 부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동 가능한 부하
(Shiftable load)는 TOU를 통하여 (a)의 경우에는 피크 전력이
구간 1-7, 22-24로 이동되고 (b)의 경우에는 구간 1-8, 21-24로
이동함으로써 매시간 다른 전력 거래 가격에 반응하여 피크 시
간대 전력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조정 가능한 부
하(Controllable load)는 DLC를 통하여 수요측 참여자의 의사
(customer offer)에 의하여 미리 제시된 가격에 의하여 피크 구
간에 한하여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전력 부하 1 (주택) (b) 전력 부하 2 (복합 상가)
<그림 5> DR 고려 시 변경된 부하량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포함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수
요 반응 프로그램인 TOU(Time-of-use)와 DLC(Direct load control)를
이용하여 부하를 경제적으로 조정하고, 수요 반응 결과에 기반하여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안된 최적 운영 계획의 수리적 모델의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크 구간대에 전력 부하를
시간대별 전력 거래 가격에 반응하여 경제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에너지
생산 비용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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