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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중앙 전력과 단절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발전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블랙아웃을 방지

하고 디젤 발전기의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예측

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된 후보 계획의 평가 시 ESS의 SOC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신

재생 발전량 예측의 오류에 대비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SOC 유지를 고려한 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이 기존의 

예측 제어 기반 최적화 방안에 비해 블랙아웃을 방지하면서도 디젤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Isolated Microgrid), 최적화 (Optimization), ESS (Energy Storage System), SOC 

(State of Charge)

I. Introduction

중앙 전력과 단절되어 있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풍력, 태양광

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한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심하다. 그리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량의 예측을 통해 디젤 발전기의 발전량

을 조절하고, 전력 버퍼의 역할을 하는 ESS의 SOC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전력 생산으로 인한 덤프로드나 전력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막아야 한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후보 디젤 발전 계획을 생성하면서 

계획 평가 시 디젤 발전 비용과 ESS의 SOC 수준 유지에 따른 

비용을 부여하여 운영 계획을 최적화하였다.

II. Related Works

기존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대상으로 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력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디젤 발전기의 

발전량을 결정하였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정확한 전력 수급 예측이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2], 현실 상황에서는 

전력 수급의 예측에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측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갱신하거나 [3], 디젤 발전 시 블랙아웃 

방지를 위해 전력수급 예측에 마진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4].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력 수급의 예측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갱신하더라도 예측의 오차가 커지는 경우 블랙아웃의 

위험성은 존재하며, 전력 수급 예측에 마진을 주는 경우 전력 낭비가 

심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디젤 발전의 낭비를 막으면서도 예측의 

오차가 커질 때 ESS가 일정한 수준의 SOC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 디젤 발전계획 평가 시 ESS의 SOC 수준 유지에 대한 제약이 

반영되어야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운영계획 수립과정은 ALG1과 같이 예측데이터를 통한 전력 수급 

예측, 전력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한 디젤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그리고 반복적 재 계획을 통한 계획 갱신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과정에

서는 ESS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ESS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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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 및 전력수요 데이터로 전력 수급 예측

   - 신재생 발전량: 과거  부터의 기상 관

측 정보와 까지의 기상예보 이용

   - 전력수요: 과거 의 부터의 전력 수요 

예측 이용

   - 전력 수급 예측에는 k-NN 알고리즘 적용

2. 전력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디젤 발전계획 수

립

   -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후보해 생성

   - 후보해는  까지의 단위시간별 디젤 발

전량 정보로 구성됨 (0~1로 정규화됨)

   - 생성된 후보해는 식 (1)을 이용하여 평가 

       (1)

     · : 평가값, DTC : 디젤발전비용, 

      BLOC : blackout Cost, 

      ESSVC : ESS변동에 따른 비용

3. 반복적 재 계획

ALG 1.System overview 

IV. Experiment Result

제안 방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가사도를 대상으로 Table 1과 

같은 설비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004년 8월 첫째 

주 기상데이터와, 가사도의 평균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OPENEI의 

전력 수요 데이터를 가공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ESS SOC 유지 제약인 ESSVC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운영 계획 수립 시 파라미터와 결과는 각각 Table 

2, 3과 같다.

설비 규모 대

디젤발전기 출력 125kw 3기

풍력발전기 출력 250kw 4기

ESS 최대용량 1000kwh

Table 1. Facility Scale

Parameter Value

계획 수립 Horizon 12h

재 계획 간격 10min

단위 시간 1min

Table 2. Main Parameter

방안 Blackout Cost

제안 방안 0kwh 98,721원/h

비교 방안 8kwh 99,451원/h

Table 3. Experimental Result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ESS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ESS감소량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부여하였다. ESS 수준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Blackout

을 회피하였으며, 이는 향후에 발전 규모 감축으로 인한 설비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발전 규모와 운영 

파라미터의 조정을 통한 제안 방안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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