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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세계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DER(Distributed Energy Resources : 분산형 독립전원)의 역
할이 대두되고 있다.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대학교의 캠퍼스를 하나
이상의 DER로 선정하여 피크 시 교내 전기수요의 일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캠퍼스 마이
크로그리드 성공사례를 보여주었고, 이후 많은 캠퍼스에서 캠퍼스 마이
크로그리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에 필요한 DER을 구성하기 전 캠퍼스 내의 건물별, 계절별 전력수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1)

1. 서    론

21세기에 사는 인류사회에서 전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전력수
급의 안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게다가 전력의 특성
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의 ESS로는
많은 양의 전력 저장이 곤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ER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생산된 전력과
ESS시스템을 포괄하는 자급자족형 시스템을 뜻한다. 캠퍼스 마이크로그
리드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대학교에 접목시킨 것으로 캠퍼스를
DER의 역할을 주어 피크 수요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도입하기에 앞서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내의 전력수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2. 가천대학교 캠퍼스 전력수요 특성분석

  2.1 건물별 전력수요 현황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21개 건물 가운
데 뚜렷한 수요특징을 가진 6개의 건물을 선정하였다. 해당 건물들은
IT대학(새롬관), 미술대학(창조1,2관), 기숙사(제 1 기숙사), 경상대학(웅
지관), 대학본부(가천관), 비전타워A동(비전타워A)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각 건물별 특징을 살펴보면, IT대학의 경우 PC사용량이 타 건물에 비해
월등히 많고, IT관련 대학원 연구실 및 화학생명공학 실험실이 밀집해
있다. 기숙사는 5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84개의 방으로 이루어
져있다. 미술대학의 경우 강의실과 소규모 크기의 학생식당이 위치하고
있다. 경상대학은 강의실만 있는 건물이며, 대학본부의 경우 1개의 체육
관과 중형크기의 학생식당 그리고 총장실을 포함한 대학 내의 모든 운
영에 필요한 행정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간은 강의실이 차
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타워A동의 경우 건물전체가 유리로 뒤덮
여 있고, 대형학생 식당과 다수의 상가, 강의실 및 웨딩홀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별 전력사용 현황 (단위 : kWh/월)

건물명
월평균
전력사용량

연간
최대사용량(월)

연간
최소사용량(월)

IT대학 140,586 156,404(1월) 119,729(10월)

미술대학 57,540 77,201(12월) 34,865(2월)

기숙사 48,171 61,866(12월) 35,651(2월)

경상대학 62,056 86,900(12월) 51,380(8월)

대학본부 194,343 323,637(12월) 118,540(5월)

비전타워A동 262,637 324,815(12월) 219,713(8월)

<표 1> 건물별 전력사용 현황

1) 본 연구는 IoT 기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실증사업(산업통상자원부/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2015)에 의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2.1.1 건물별 전력수요 특성분석
특성분석을 위해 1년을 1,2학기(1학기 : 3,5,6월, 2학기 : 9,10,11,12월)

와 여름, 겨울 방학(여름 : 7,8월, 겨울 : 1,2월)으로 구분하였다. 4월 데
이터는 일부가 누락된 관계로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특성분석은 건
물 자체 내의 1년간 평균사용량을 월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타 건물
대비 사용량으로 한번 더 분석하였다.

1) IT대학
IT대학의 경우 학기 중에 해당하는 3~6월, 9월~12월보다 6,7월 1,12
월에 전력사용량이 높았다. 특히, 방학 첫 달인 7월과 1월에 전력량이
많아진 이유는 여름과 겨울이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계절학기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가천대학교의 경우 방학 2개월 중 첫 1
개월은 계절 학기를 시행한다. 그리고 계절학기 과목 중 상당수가 컴퓨
터 관련과목으로 IT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강의실별 컴퓨터와 냉
방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로 인해 6개
건물 총 전력사용량의 18.5%를 차지한다.
2) 미술대학
다음으로 미술대학의 경우, IT대학과는 다르게 방학기간 전력사용량
은 학기 중에 비해 88%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술대
학은 특별한 계절학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기 중 야간작업이 많은 것
으로 조사되어, 학기 중 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6개 건물
사용량 중 평균 7.5%의 전력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2014년 건물별 월간 전력사용 비중

3) 기숙사
기숙사의 전력수요는 여름방학에 유난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숙사 지원자들이 대부분 반기(4개월)나 학기(6개월) 단위로 계
약을 하며, 2학기를 마치면 대부분 퇴사를 하기 때문인 걸로 파악되었
다. 아무래도 기숙사는 한정적인 인원이 사용하는 건물이기에 6개 건물
가운데 제일 낮은 수요인 6.4%를 차지했다.
4) 경상대학
경상대학의 전력수요는 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12월과 1월은 난방 수요가 증가하여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의실 사용의 비중이 높아,
전체 수요는 8.2%정도에 그친다.
5) 대학본부
대학본부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평이한 양
상을 띄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과 상관없이 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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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들의 전력수요가 지속되어 전체 수요의 24.9%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유독 12월과 1월의 전력사용량이 많은데 이는 준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동절기로서 실내온도 유지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6) 비전타워A동
상가동을 보유하고 있는 비전타워A의 경우 방학기간 평일에는 상가
동의 전력수요가 크고, 주말에는 웨딩홀로 인한 전력수요가 높아져 전
체적으로 제일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건물로 조사되었다. 전체 건물 수
요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나, 계절의 영향을 제일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계절별 전력수요 현황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전력 사용분을 교육용(을)로 정산하
고 있다. 교육용(을) 요금의 평균요금2)은 <표 2>와 같다. 2014년 기준
1년간 전력사용량은 겨울철인 12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1,975,390kWh를 사용하였고 1년 전체 사용량의 1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력요금은 222,747,850원으로 전체 요금의 12.0%에
달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7월 여름철에는 전체 사용량의 9.1%에 해당하
는 1,508,982kWh를 사용하였으나 전력요금은 10.9%에 달하는
201,978,930원을 지불하였다.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한 달은 4월로, 6.8%
에 해당하는 1,133,331kWh를 소비하였다.

교육용(을) 전력량 평균요금(원/kWh) 및 시간대

시간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월, 9~10월)

겨울철
(11~2월)

경부하 46.8 46.8 50.7

중간부하 90.9 61.1 89.3

최대부하 155.3 81.3 127.1

<표 2> 교육용(을) 전력량 평균요금 및 시간대별 구분

<그림 3> 2014년 가천대학교 전체 전력사용 요금 현황 

  2.2.1 계절별 전력수요 특성분석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12월에는 7월에 비해 124.6%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하였으나, 요금부분에서는 109.3% 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요금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경부하와 중간
부하 시 평균요금은 봄·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미미하지만 최대부

2) 고압A,B에 속해있는 선택Ⅰ,Ⅱ 평균값이다.

하 시에는 1kWh당 약 28원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에 기반 하여, 7월 달의 전력사용량 중 최대부하에 해당하는 시
간대에 많은 전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여름철
의 경우 10:00~12:00 보다 13:00~17:00의 평균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보
았을 때 13:00~17:00의 시간에 더 많은 전력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여름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하는 냉방부하인데, 피크 수요
시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전기요
금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대학교의 캠퍼스가 DER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
요분석과 용량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설계의 첫 걸음인 전력수요 특성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천대학교의 미술대학과 경상대학은 건물에서 강의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여름, 겨울철 피크 전력 사용량이 낮았다. 미술대학의
경우 하계·동계 피크 시 평균이하의 전력 소비패턴을 보여주었고, 경
상대학은 하계 피크 시에만 평균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였다.
2) 대학본부의 경우 12월에 평균 대비 67%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였다.
이는 준공 후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시행착
오를 겪은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동절기부터는 전력소모량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3) 비전타워A동은 상가 비중이 큰 건물로, 피크 수요 시 학교차원에서
수요반응을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건물 특징을 살
려 조명 및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다면 수요반응의 가능성이 큰
건물이라 판단된다.
4) IT대학 및 기숙사는 수요반응의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종 연구실들이 위치한 IT대학의 경우 학교의 의지와 관계없이 24시
간 운영됨으로 수요반응을 위한 제어가 어려우며, 기숙사 역시 학생
들이 주 사용자임으로, 전력사용량 제어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교내 전기부하를 분석하여 수요반응자원을 고려한다면
DER 설계를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
한민국의 모든 캠퍼스가 마이크로그리드로 인한 DER화 된다면 국내 피
크 부하 시 계통의 부담을 많이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사례를 본받아 국내캠퍼스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가천대학교, “전력수급일보”, 2014-2015
[2] 한국전력, “한글 전기요금표”, 2013
[3] 한국전력, “미래창조발전전략에 따른 12대 전략기술”, 2012

<그림 2> 2014년 전체 전력수요 대비 건물별 사용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