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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optimal electricity power operation compared with different meta heuristic 

methods in of micro-grid. We also evaluate operation price using the selected optimization 

method based on subsidy system of DERs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The meta-heuristic 

methods show that the averaged electricity load are reduced 6,066 kWh per month (▼9.45%) 

and electricity price are saved 778,000 KRW per month (▼11.78%) compared to original 

operation method without DERs. Among them, the MILP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method shows not only outperformed optimization performance but also can reduce operation 

price of 2% compared with other methods. We then evaluate the operation price applying 

subsidy system of DERs based on MILP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2,207,000 KRW per 

month (▼30.31%) of total operation price can saved by using MILPS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with subsidy) compared with MILP method for a month. Finally, MILPS method 

can reduce price savings of 3,037,000 KRW (▼37.45%) compared with the original operation 

method for a month.

주요어 : 메타 휴리스틱 기법, 분산자원, 최적 전력운영, 국내 전력요금제, 마이크로그리드

Keywords: Meta heuristic metho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Optimized operation, 
Electricity price system, Micro-Grid

서 론

최근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수요-분산자

원 연계운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Kim, 2014). 정부는 태양광(PV, photovoltaics), 풍

력(WT, windturbine)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할인요금제도 등의 정책을 수립을 통해 수요-분

산자원을 연계한 전력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원의 지리적, 기상적 요인 

등에 의한 불안정한 출력특성으로 인해 전력수급품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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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간헐적인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을 활용한 전력 수급균형 유지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치적 모델,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의 최적설계와 이를 연계한 전력운영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로 Na and Kim (2019)는 확률적 

기법(COPT, Capacity Outage Probability Table)을 이용하여 전력손실을 고려한 풍력 및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의 최적 용량 및 위치를 제안하였다. Lee et al. (2018)은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의 최적 설계 용량을 제안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용량(100 kW 기준) 대비 평균 2.88배의 용량(288 kW)이 산

정되었다. 마이크로그리드 내 구성요소의 설계 최적화뿐만 아니라 분산-수요자원을 연계한 

최적전력운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hang and Kang (2017)은 마이크로그리드 

내 전력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예측을 고려한 국내 전력요금제 기반으로 분산형 전원

(PV, ESS)의 최적제어 및 운영 기법을 제시하였다. 

국외의 경우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의 최적설계, 그리드 운전 최적화 및 전력요

금제 기반의 경제성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Cen et al. (2018)은 실제 마이크로그리드 내 

분산자원(PV, ESS)을 활용하여 각 분산자원의 시간별 최적운영 스케줄을 수립하였으며 이

를 통한 전력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Banaei and Rezaee (2018)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 다양한 분산자원(PV, WT, 그리고 ESS)의 최적용량설계와 

Fuzzy기법을 기반으로 3단계의 전력운영비용 최적화 모델을 개발을 통해 전력 에너지 및 비

용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개별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의 최적설계, 

전력요금제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운전 최적화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리드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최적화 기법의 성능비교를 통한 적정한 기법 선정이 선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마이크로그리드를 대상으로 세 가지 메타 휴리스틱 기법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Genetic Algorithm, Pattern Search)의 성능 비교분석

을 통한 그리드의 시간별 최적 전력운영 기법을 제시하고, 선정된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국내 

분산자원 요금할인제도 기반의 운영비용 절감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적전력운영 개요

수요-분산자원 자료특성

미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4년 주기로 CBECS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를 실시하고 있으며 5백만 개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특성 및 에너지 사용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EIA, 2015). 본 연구에서는 

CBECS를 기반으로 초소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 중소형 규모의 표준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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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건물을 선정하였으며, 건물 위치는 인천지역으로 가정하였다. 대상건물은 연면적 4,982 

㎡의 지상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물 내 HVAC 시스템은 VAV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 재실 

및 HVAC 스케줄, 조명/재실부하는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Standard 90.1 기준(ASHRAE, 2016)에 근거하여 설정하였

으며, 이외 건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앞서 구성된 건물을 대상으로 연구기간을 선정하

기 위해 사전에 월별 전력소비량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하절기 중 8월의 평균 전력소비

량(주중 기준)이 64,198 kWh로 가장 높았다. Figure 1은 대상건물의 월별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8월의 일별 평균 전력소비량 및 최대 전력소비량(주중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일별 평균 

전력소비량과 일별 최대 전력소비량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으며 외기온도와도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이에 세 가지 최적화 기법의 성능비교 기간은 8월 내 일별 평균 전력소비량과 일

별 최대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day 9(최대 부하일)를 적용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시 1개월 

간 전력소비량 정보 및 분산자원 정보를 활용하였다.

Table 2는 대상건물에 연계되는 분산자원(PV, ESS)의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각 분산자원

은 건물의 전력소비 규모와 분산자원 설치비용, 그리고 기존 분산자원 최적용량 산정연구

(Lee et al., 2018)를 고려하여 PV (50 kW), ESS (100 kW)로 선정하였다. 각 분산자원의 기

본적인 운영의 경우 PV는 가장 맑은 날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순시활용, ESS는 수명을 고려

한 잔존 용량구간(SOC, State of Charge) 및 순간 충/방전 비율을 적용하여 시간별 ESS 충/방

전 스케줄에 따른 각 최적화 기법별 마이크로그리드의 최적 전력운영 스케줄을 수립하였다.

Table 1. Set conditions for commercial building based on CBECS

Component Conditions

Location Incheon, Korea

Building type Commercial building

Total floor area 4,982 ㎡

Number of floors 1F / 3F

Zones 15 zones

Occupancy schedule 06:00 ~ 21:00

HVAC system

Air-loop VAV (No Reheat Coil)

Cooling DX coil (2 speed)

Heating Central heating coil

Primary system energy source Electricity, Gas (Heating)

Set temperature
Cooling 24℃

Heating 20℃

HVAC schedule

Summer (Jun~Aug) Always on

Non-summer

(Jan~May, Sep~Dec)

Conditioned – 6~21 (h),

Non-conditioned – 0~6 / 21~24 (h)

Winter (Jan~Feb, Dec) Always on

Non-winter (Mar~Nov)
Conditioned – 6~21 (h),

Non-conditioned – 0~6 / 21~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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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ily electricity consumption and outdoor air temperature of weekdays in August

Table 2. Characteristics for PV generation system and ESS

Component Description

PV

Orientation South

Installation type Fixed

Rated power 50 kW

Module efficiency 20%

ESS

Rated power 100 kW

SOC (State of Charge) -10 kW /90 kW (10%/90%)

Charging/discharging power rate 40 kW (40%)

국내 전력요금제도

국내 전력요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각 건물용도에 따라 계

시별 차등요금제(TOU, Time-of-Use)가 적용되고 있다. 그 중 산업용, 일반용, 그리고 교육용 

건물에 대해서는 선택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전력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Table 3은 국내 일

반용 건물의 전력요금표(일반용 전력(갑)Ⅱ-고압A)를 나타낸 것으로 대상건물은 계약전력 

300 kW 미만(180 kW)으로 일반용 전력(갑) 전기요금에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하절기 내 

시간별 소비량 절감에 유리한 ‘고압A-선택Ⅱ’ 요금제를 선정하였다.

Table 3. TOU electricity price system in summer season for commercial building

Contract power 

price (KRW/kW)
Peak type Hours

Electricity Price 

(KRW/kWh)

High 

voltage 

A-Ⅱ

8,230

Off-peak 23:00 - 09:00 57.4

Mid-peak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108.6

On-peak
10:00 – 12:00

13:00 – 17:0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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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2017)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ESS를 설치하고 일반용·산

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분산자원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Table 4는 신재생에너지(PV) 와 ESS를 연계할 경우 요금할인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PV는 자가소비로 가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발전량(kWh)*전력판매단가(150원

/kWh))의 50%의 추가 할인혜택 대상이며 상기 할인금액에 2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ESS

를 적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경부하 구간의 전력량 요금에 대해 50% 할인, 최대부하 구간에 

전력소비 감소를 통해 3배의 기본요금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ESS 비중이 계약전력 대

비 10% 이상으로 상기 전력 할인금액에 1.2배의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상기 요금할인특성은 

주로 경부하 구간의 ESS 충전, 최대부하 구간의 ESS 최대방전을 통한 전력운영 비용절감전

략이 유리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산자원을 통한 최대부하 절감전략

(Peak-cut mode)을 바탕으로 시간별 전력운영 스케줄을 구성하였다.

Table 4. Discounted price system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Category Discounted price rate

PV
more than 10% of ESS capacity

(compared contract power)

Generation power * Price * 0.5 + 

Generation power * Price * 0.5* 0.2

ESS
Off-peak time Electricity price (off-peak time) * 0.5 * 1.2

On-peak time (saving peak load) Peak load saving * contract price * 3 *1.2 

최적화 기법

초소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전력운영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세 가

지 메타 휴리스틱 기법(MOAs, Meta-heuristic Optimization Algorithms)을 적용하였다. 메타 휴리

스틱 기법은 특정문제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복잡한 조건에서 최적해 탐색성능이 뛰어나며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Pattern Search (PS), Genetic Algorithm (G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nt Colony Optimization (ACO), Simulate Annealing (SA), 

Cross-Entropy (CE) 등의 다양한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Shaheen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메타 휴리스틱 기법 중 최적해 탐색방법이 각기 다른 MILP, GA, 그리고 PS

의 세 가지 메타휴리스틱 기법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MILP 기법은 의사결정변수를 기반으로 여러 선형 제한조건을 충족하면서 가변 요소 사이

에 일차 방정식이 성립될 경우 실수해/정수해의 최적해를 탐색하며 최적화 속도가 빠르고 효

율이 높다(Lotero et al., 2016). MILP 기법과 달리 GA기법은 생물의 진화과정을 기반으로 

세대(generation)를 증가시키면서 진화과정을 되풀이한다. 이 경험적인 최적해 탐색 과정을 

통해 비교적 학습회수 및 소요시간이 많은 특성이 나타난다(Qiu et al., 2015). 마지막으로 PS

는 초기점(initial point)를 중심으로 주어진 제한 조건에서 격자간격(mesh)을 따라 패턴을 반

복하며 최적해를 찾아가는 기법이다. 특정 공간상에서 최적해를 탐색함으로써 결과해석이 

용이하며 비연속적이고 미분이 어려운 문제해결에 용이하다(Sah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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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세 가지 메타 휴리스틱 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의사결정변수, 목적함수, 제

한조건 및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각 기법은 의사결정변수를 기반으로 제한

조건, 경계조건 내 최적해를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ESS의 충/방전 스케줄에 따른 전

력을 구성하여 의사결정변수는 ESS의 비가동/가동 여부를 나타낸다. 제한조건은 크게 최소

소비량이 0 이상, ESS의 잔존용량(전 구간)과 해당 구간의 ESS 충/방전 스케줄의 합은 ESS

의 잔존용량(해당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조건의 경우 ESS의 최대/최소 순간 충/방전

량, ESS의 최대/최소 잔존용량(해당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상기 조건에 따라 각 기법을 구성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기법의 최적화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Table 5. Set conditions for different three meta-heuristic optimization algorithms

Conditions

Decision variable 0 – on (ESS), 1- off (ESS)

Objective function min (cost) = cost * (Electricity consumption - PV generation + ESS schedule) 

Constraint
1) Electricity consumption – PV generation + ESS schedule ≥ 0

2) SOC of ESS = SOC (before time) + ESS schedule

Boundary
1) -40 kW ≤ ESS schedule ≤ +40 kW

2) +10 kW ≤ SOC of ESS ≤ +90 kW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최적운영 전략 

수요-분산자원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시간별 전력 최적 전력운영 스케줄을 수립하기 위해 

세 가지 메타 휴리스틱 기법에 대해 정식화하였다. 공통적으로 다양한 제약조건 내 전력운영비용

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PV는 순시활용으로 주로 ESS의 충/방전 스케줄에 따른 전략을 식 

(1)~(6)과 같이 수립하였다. 식 (1)은 의사결정변수로 ESS의 비가동(  ), 가동(  )을 나

타낸 것이고 식 (2)인 목적함수를 기준으로 식 (3)~(6)의 제약조건 내 각 부하구간별 전력소비량

( ), PV생산량(  ), 그리고 시간별 ESS 충/방전량( )으로 구성하여 최소비용(min)이 

도출된다. 식 (3)은 최소부하가 0 이상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식 (4)는 ESS의 시간별 잔존용량

( )을 수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식 (5), (6)은 각각 와   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1)

min               

    

(2)

    ≥  (3)

      (4)

  ≤  ≤  (5)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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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사결정변수, 목적함수, 그리고 제약조건을 활용하여 세 가지 최적화 기법에 대한 시간

별 전력운영 최적화 성능 비교분석 및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최적화 기법 성능비교

시간별 최적화 성능

본 절에서는 TOU 전력요금을 기반으로 3가지 최적화 기법 간의 시간별 전력운영 최적성

능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전력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계시별 요금제에 따른 운영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매시간별로 사용되는 전력량요금만

을 비교하였다. Figure 2 는 세 가지 메타 휴리스틱 기법을 활용한 최적화 전/후 시간별 전력

소비량, ESS 충/방전 특성, 그리고 각 부하구간별 부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경부하 구

간에 대해 공통적으로 ESS의 충전을 통해 중간부하 및 최대부하 구간을 대비하고 중간부하 

구간에서는 ESS의 충/방전, 최대부하 구간은 ESS의 최대방전을 통해 부하를 감소시키는 

a) hourly electricity load

b) Schedule and SOC of ESS on hourly interval

c) Hourly electricity load distribution 

Figure 2. Optimized electricity load for peak day with different meta heurist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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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나타났다. 특히, MILP는 다른 기법에 비해 중간부하 구간에서 시간별 ESS의 방전을 

최소화하고 최대부하 구간에서 ESS의 최대방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Figure 3과 Table 6은 각 최적화 기법의 학습회수별 비용 최적화 과정 및 성능을 나타낸 것으

로 MILP 기법은 가장 짧은 시간에 최적해에 도달하는 동시에 0.205794초의 최적화 소요시

간, 9번의 학습, 그리고 264,000원의 전력요금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효과적이었다. GA 기법

은 Figure 3과 같이 최적화 초기점(Initial)에서의 비용은 낮으나 기법 특성상 최적해를 탐색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PS 기법은 MILP 기법에 비해 학습회수 대비 소요시간

이 짧은 특성을 나타냈으나 최적해 탐색성능은 다소 저하되었다. 

Table 6. Performance evaluation for different optimization algorithms

Methods
Original 

price (￦)

Optimized price (￦)
Time (sec) Iterations

Best Initial Mean

MILP

302,600

264,000 270,500 267,400 0.205794 9

GA 265,300 265,400 265,300 96.289206 456

PS 264,900 275,400 267,100 0.245424 68

Figure 3. Convergence curves of three meta heuristic optimization methods with electricity 

price varied

최적화 기법별 경제성 분석

각기 다른 일별 전력소비량, PV 생산량에 따른 각 최적화 기법별 전력량 요금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1개월 간 전력량 요금을 검토하였다. Table 7은 각 최적화 기법별 1개월 간(주중 23

일)의 전력량 요금을 나타낸 것으로 최적화 기법 적용 시 분산자원을 연계하지 않은 기존 전

력소비량(Original) 대비 평균 6,066 kWh (9.4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였으며, 평균 778

천원(11.78%)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각 최적화 기법별 성능결과, 부하 측면에서 1개월 

간 유사한 절감특성이 나타났으나 MILP기법은 운영비용 측면에서 다른 기법 대비 최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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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추가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MILP 기법 적용 시 중간부하 구간의 ESS 방전

을 최소화하고 최대부하 구간 내 ESS 최대방전 전략수립을 통해 비용절감에 효과적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후 MILP기법을 활용하여 분산자원의 요금할인제도 기반의 전력운영비용 절

감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7. Optimized electricity load and price with different optimization methods for 23 days 

in August

Original MILP GA PS

Electricity 

load (kWh)

Off-peak 18,070 18,773 18,892 18,889

Mid-peak 20,993 20,208 18,951 19,346

On-peak 25,135 19,147 20,609 20,512

Total 64,198 58,129 58,134 58,133

Electricity 

price

(KRW)

Off-peak 1,037,000 1,077,000 1,084,000 1,084,000

Mid-peak 2,279,000 2,194,000 2,058,000 2,101,000

On-peak 3,295,000 2,510,000 2,701,000 2,689,000

Total 6,611,000 5,781,000 5,843,000 5,874,000

분산자원 요금할인제도 기반 운영비용 개선안

최적 기법 선정

본 절에서는 선정된 MILP 기법을 기반으로 분산자원의 할인요금제도 적용 시 1개월 간 마

이크로그리드 운영 전체 전력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을 평가하였다. 식 (7)은 앞서 정의

한 Table 4를 기반으로 정식화한 비용 최적화 함수를 나타낸 것으로 크게 기본요금( )

과 시간대별 전력량요금(     ), 신재생에너지 요금할인( ), 그리고 ESS운

영을 통한 경부하 /최대부하 구간에서의 전력량요금할인( /)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외 제약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해당 수식을 바탕으로 1개월 간 전력운영비용

을 산출하였다.

min               (7)

Figure 4는 선정된 MILP 기법을 기반으로 분산자원의 할인요금제도 적용 시 최대부하일

의 시간별 전력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MILP기법과 분산자원 할인요금 적용안(MILPS, 

Mixed-integer Linear Programming with subsidy)은 공통적으로 분산자원을 연계하지 않은 

전력소비량(Original) 대비 최대부하 구간에서의 부하 감소특성이 뚜렷하며 중간부하 구간 

내 부하특성은 각기 달랐다. MILPS 기법은 MILP 기법에 비해 중간부하 구간에서의 부하를 

높이고 최대부하 구간에서의 부하를 감소시켜 비용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후 

MILPS 기법을 활용하여 장기간 그리드 운영 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1개월 간 전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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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였다. Table 8은 1개월 간 전력소비량 및 운영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MILPS기법은 

MILP 기법 대비 최대부하일과 동일하게 경부하 구간의 부하 특성은 유사하나 중간부하 구간

의 전력소비량이 높고 최대부하 구간의 부하가 더 낮은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분산자원의 요

금할인제도를 통해 최대부하 구간 내 전력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

해 MILPS 기법의 1개월 간 전력요금(5,072천원)은 기존 전력소비량(Original)의 전력요금

(8,108천원) 대비 37.45%의 비용 절감효율이 도출되었으며, MILP기법의 전력비용(7,278천

원)에 비해 30.31%의 비용절감이 가능하였다.

Figure 4. Optimized hourly schedule of electricity load for peak load day with different methods 

based on discounted DERs price system 

Table 8. Optimization performance for electricity consumption and price with MILP method 

for 23 days in August based on discounted price system of DERs

Category Original MILP MILPS

Electricity 

consumption

(kWh)

Off-peak 18,069 18,773 18,773

Mid-peak 20,993 20,208 21,311

On-peak 25,135 19,147 18,926

Total 64,198 58,129 59,010

Electricity 

price

(KRW)

Price (contract power)  1,497,000 

Price (use)

Off-peak  1,037,000  1,077,000 1,077,000

Mid-peak  2,279,000  2,194,000  2,314,000 

On-peak  3,295,000  2,510,000  2,481,000 

Discount

price

(PV, ESS)

PV generation - -  1,347,000 

ESS
Off-peak - -  431,000

On-peak - -  519,000 

Total 8,108,000 7,278,000 5,072,000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마이크로그리드를 대상으로 세 가지 메타 휴리스틱 기법(MILP, 

GA, PS)의 성능비교를 통해 수요-분산자원 연계형 최적전력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선정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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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국내 분산자원의 요금할인제도를 고려한 전력소비량 및 비용 절감 개

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 가지 최적화 기법의 성능비교 결과, MILP 기법은 다른 최적화 

기법에 비해 최적해 탐색 시간이 짧고 최적의 성능을 나타냈으며, 장기간(1개월 간)에서의 경

제성 측면에서도 다른 기법 대비 최대 90천원의 전력운영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이후 

MILP 기법을 기반으로 분산자원의 요금할인을 고려한 1개월 간 전력운영비용 절감안을 수

립하였다. 분산자원의 요금할인을 고려한 절감안 (MILPS)의 전력운영비용은 기존 MILP 기

법 대비 30.31%의 절감효율이 도출되었고 분산자원을 연계하지 않은 기존안(Original) 전력

운영비용에 비해 37.45%의 절감성능이 나타났다. MILPS 기법은 경부하/중간부하 구간의 

ESS 충전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높이고 최대부하 구간에서는 ESS의 최대방전을 통해 전력소

비량을 감소시키는 특성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상기 결과를 통해 그리드 설계단계에서 효율적인 전력 및 운영비용을 위해 최적화 기법의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시행되는 분산자원의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효과적

인 최적 전력운영기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메타 휴리스틱 기법 이외 다양한 최적화 기

법을 적용하여 그리드 간 특성에 적합한 기법을 탐색하고 분산-수요자원의 예측을 고려한 단

기/중기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운영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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