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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도서지역이나 산간
지역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첨두 부하를 삭감하여 공급지장을 감수하더라도
투자 재원을 줄여 전기 공급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HOME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첨두 부하 삭감을 고려하는 가상발전기 개념을 도입하
고 발전기의 고장정지율을 고려한 감도 분석을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의 각 설비별 기대 적정 규모를 구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1. 서    론

전 세계 인구 중 19%에 달하는 13억명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39%에
달하는 27억 명은 전기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1] 전기혜택을 받
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기존계
통과 연계가 어려운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지
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전망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와 수용가 단위별로 전기를 공급하는 off-grid 구축 사업 등이 있다. 국
내 기업 금호이앤지에서는 미얀마에 ESS, EMS 융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착수하였다.[2] 또한 이튼은 아프리카에 5MW 태양광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지원한다.[3]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사업들은 24시간 전력을 공급하여 신뢰도가 높
은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이 지역
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기를 다 공급해준다고 해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한
지역에 전기를 다 공급해주기 보다는 정전을 감수하더라도 투자 재원을
낮추고 여러 지역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전기의 오남용
을 막고 필요한 곳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의 가치를 향상시
킨다.
마이크로그리드는 부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하의 변동률이 커서
공급에 지장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부하를 막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관리가 있다. 수요관
리는 크게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으로 구분되는데 마이크로그리드에는 이
미 부하관리 중에 하나인 부하이동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하고 있
다. 그리고 효율향상은 고효율 기기를 도입해야 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
에 개발도상국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도 공급 초기부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첨두
부하를 삭감하는 부하관리를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HOM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하관리 중 첨두 부하
삭감을 고려하는 가상발전기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발
전기의 고장정지율을 고려하여 감도 분석을 통한 마이크로그리드 각 설
비별 기대 적정규모를 구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2. 마이크로그리드에서의 부하관리

<그림 1> 적정 설비 용량

우리나라 정전비용의 경우 2002년을 기준으로 공급지장이 1시간 지속

될 경우 공급지장비가 농업용 수용가는 63,140∼784,809[원/kW], 산업용
수용가는 2,619∼7,077,791[원/kWh]이므로 농업용 수용가는 공급지장비
가 낮은 편이다.[4]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용 수용가이기 때문에 산업용 수용가가 많은 선진국의 공급지장비
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 <그
림 1>과 같이 어느 정도의 공급지장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비싼 투자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부하관리 중에 하나인 첨두 부하 삭감을
통해 필요한 공급 자원의 설비용량을 줄여 투자 재원을 줄일 수 있다.

3. 가상발전기를 도입한 첨두 부하 삭감 및 적정 규모 산정 방법론

  3.1 현재 HOMER 프로그램의 부하관리 및 공급지장 관련
HOMER 프로그램에서 공급지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은 ‘Shortage
penalty[$/kWh]’와 ‘Maximum annual capacity shortage(%)’가 있다. 또
한 부하 이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Deferrable load’가 있다.
‘shortage penalty[$/kWh]’는 부하와 공급전력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다. 이 비용은 공급지장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을 0[$/kWh]로 한다고 하여도 공급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환산
해서 나오는 비용은 0[$]이다. 그러므로 첨두 부하 삭감을 고려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Other O&M‘ 비용과 같이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급지장비를 알 수가 없다.
‘Maximum annual capacity shortage(%)’는 1년 동안의 총 공급지장
전력량과 총 사용전력량의 비율이며 이것은 사용전력량에 대한 공급지
장전력량의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율을 100%라고 입력하여
도 공급지장전력량은 0[kWh]가 될 수 있다. 그래서 ‘Maximum annual
capacity shortage(%)’는 부하관리로 인해 삭감된 부하의 양을 정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Deferrable load’는 HOMER 프로그램에서 부하 이동을 위해 양수 발
전 등과 같이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설정
을 할 수 있다. 첨두 부하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듯 HOMER 프로그램은 부하관리에 대해서 부하 이동에 대한 입
력은 있지만 공급지장비를 기준으로 첨두 부하 삭감 등의 입력 방법이
없어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연료비가
kWh 당 공급지장비를 갖는 발전기로 하여 부하관리로 첨두 부하를 삭
감하는 것을 고려한 가상 발전기의 개념을 도입한다.

  3.2 가상발전기의 도입

<그림 2> 가상발전기 개념도 <그림 3> 공급지장비가 낮은 경우

가상발전기는 실제로 있는 발전기가 아니라 공급지장비를 계산하기
위해 가상으로 도입한 발전기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모든 비용(초기투자
비용, 교체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은 0[$]으로 한다. 그리고 발전기의 용
량은 부하 삭감을 공급지장전력량으로 하여 연료비로 산출하기 위해 부
하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기의 용량을 설정한다. 하지만
HOMER 프로그램에서는 가상발전기의 용량을 크게 하면 고정발전원가
(fixed generation cost)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지장비를 제대로 구할 수

첨두 부하 삭감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자원의 적정 규모 산정에 대한 연구

이유석*, 윤석민*, 김성은*, 황성욱** 김정훈*

홍익대학교*, 한전 전력연구원**

A Study on the Appropriate Configuration of Energy Resources for Micro grid Considering Peak Cut

*You-Seok Lee, *Seok-Min Youn, *Seong-Eun Kim, **Sung-Wook Hwang, *Jung-Hoon Kim
*Hongik University, **KEPCO Research Institute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538 -

가 없다. 그래서 가상발전기의 용량은 연료비가 드는 발전기의 고정발전
원가와 비슷하게 용량을 잡는다. 연료비는 <그림 2>와 같이 가상발전기
가 가장 마지막에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가장 비싼 발전기의 연료비 보
다 비싸게 설정한다. 이 때 가상발전기의 연료비[$/kWh]는 공급지장비
[$/kWh]가 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그리드에서는 공급지장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장 비싼 발전기의 연료비[$/kWh]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경제적으
로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
는 <그림 3>과 같다.

  3.2 첨두 부하 삭감량 및 공급지장비 산정
첨두 부하 삭감량은 가상 발전기가 운전하면서 생산한 전력량으로 구
한다. 또한 공급지장비는 지속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 시간별
공급지장비[$/kW]로 산출하여 사용한다. 여기에 공급지장 지속 시간과
지속 시간별 공급지장비[$/kW]를 알고 있다면 [$/kWh]의 단위로 바뀌
게 되어 이는 연료비[$/kWh]와 같은 단위가 되기 때문에 공급지장비는
가상발전기의 연료비로 구할 수 있다.

  3.3 적정규모 산정
공급지장비[$/kWh]에 따라 첨두 부하 삭감량은 가상발전기가 생산한
전력량이 되고, 연료비는 공급지장비가 된다.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의해 나온 설비들의 용량은 적정 규모로 산정된다.

4. 감도분석을 통한 공급지장비 및 적정규모 산정 방법론

  4.1 기대 첨두 부하 삭감량 및 기대 공급지장비 산정
가상발전기의 연료비[$/kWh]를 변화시키면서 감도를 분석한다. 이때
발전기의 고장정지율을 고려하여 기대 첨두 부하 삭감량과 기대 공급지
장비를 산정한다.
발전기의 개수가 많지 않는 디젤 발전기의 경우 고장정지율을 고려하
여 모든 발전기의 운전상태 조합을 구해 각 운전상태의 공급지장비와
확률을 이용하여 기대 공급지장비를 산정할 수 있다.
PV의 경우 발전기의 개수를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의의 kW 단
위를 개수로 정의하고, 풍력 발전기의 경우는 발전기의 개수가 많기 때
문에 계산 과정을 줄이기 위해 [7]에서 사용한 모멘트법을 이용하여 기
대 부하 삭감량과 기대 공급지장비를 산정한다.

  4.2 기대 적정 규모 산정
4.1과 마찬가지로 가상발전기의 연료비[$/kWh]를 변화시키면서 각 운
전상태의 가능용량과 확률을 이용하여 각 설비의 기대 적정 규모를 산
정할 수 있다. PV와 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도 계산 과정을 줄이기 위해
모멘트법을 이용하여 기대 적정 규모를 산정한다.

5. 사 례 연 구

  5.1 입력자료

  5.1.1 공급측 입력
사례연구 지역과 같은 국가에서 사용된 입력자료로서 비용 입력, 자원
입력, 기타 입력 자료는 HOMER 프로그램의 샘플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디젤 발전기는 이미 있으므로 실제 사례지역의 비용[6]을 고려하
였고, 디젤 발전기의 용량은 2대 모두 163kW로 한다. 그리고 공급지장
비용은 본 논문에서는 가상발전기를 가지고 도입하였기 때문에 0$ 으로
가정한다. 이 사례연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장이 날 확률이 높은
디젤발전기의 경우를 기준으로 디젤발전기의 고장정지율에 대해서만 고
려한다.

* 디젤발전기의 설비비용은 1972$이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0$로 하였고 교체는
가능하다.

 5.1.2 부하측 입력
후진국의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축 목적은 24시간 전기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에게 24시간동안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24시
간 동안 전기를 공급해준다는 조건 하에 부하 곡선을 추정한 [5]에서의
샘플지역 부하곡선을 그대로 사용한다.

  5.2 시뮬레이션 결과 및 관계식 추정
가상발전소의 연료비(공급지장비)를 변화시키면서 디젤발전기의 고장
정지율을 고려하여 설비별 기대 부하 삭감량, 기대 공급지장비, 기대 적
정 규모는 <표 3>과 같다. 공급지장비가 작을수록 적정 규모가 작아지
기 때문에 투자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료비
($/kWh) 0.0182 0.0546 0.091 0.1274 0.1638 0.2002

첨두부하삭
감량(kWh) 376271 376271 324516 47489 40692 35708

총공급지장비
($) 2755990 3087866 2942845 555620 524398 572948

디젤(kW) 326 326 326 326 326 326

PV(kW) 19.8 19.8 59.6 60 60 35

풍력발전기
(개) 12.01 12.01 13.01 15 13.02 15.28

축전지 200 200 200.8 320 320 258.8

컨버터 160 160 180.4 259.8 240 222.2

<표 3> 디젤발전기의 고장정지율에 의한 기대량

이를 각 설비에 대해서 기대 적정 규모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 첨두 부하 삭감에 따른 기대 적정 규모 변화그래프

이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설비 관계식

PV   

풍력 발전기   

축전지   

컨버터   

<표 4> 첨두 부하 삭감에 따른 관계식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OMER에서 첨두 부하 삭감을 통해 가상발전기를 이
용하여 공급지장비와 적정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발전기의 돌발 사고
를 고려하여 기대 공급지장비와 기대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또한 감도분석을 통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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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종류 용량(kW) 고장정지율(p.u)

디젤 발전기(1개) 163 0.1

<표 3> 발전기의 용량 단위별 고장정지율

설비비용
[$/kW]

교체비용
[$/kW]

연료비
[$/kWh] 유지보수비용

디젤발전기 0* 250 0.1092 0.01$/hr

PV 6900 6900 50$/year

풍력 발전기 70000 43000 350$/year

컨버터 1250 1250 100$/year

축전기 1200 1100 50$/year

<표 1> 발전기 및 컨버터, 축전지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