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CES(Community Energy System)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에너지 생산/공급 및 소비가 일정 지역에 구역화하여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중 구역전기사업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너

지공급(CES) 시설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마이크로그리

드 시스템 기술이다.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을 위하여 CES 시설 

환경을 기반으로 신재생발전, ESS 등 분산자원을 추가하고, 내

부 전력시스템 개선 및 신규 에너지 서비스 인프라가 추가로 구

축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제공

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Ⅰ. 서 론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COP21 회의를 계기

로 탄소배출 저감은 국제협약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에서 2030년까지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

스를 37%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1][2][3]. 이러

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이 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분산자원의 활용이 크

게 증대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일반적으로 다

양한 분산 에너지원을 경제적으로 조합하여 소규모 단위로 에

너지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력망기술을 일컫는다[4].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지역적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

용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정전 없이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로서 최근에 에너지신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

러,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일정구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전력 

생상/공급, 저장, 소비 등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된 지역적 그

리드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에너지 생산/공급 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가 밀집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Community 

Energy System) 기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최근에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에 대해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에너지공급 시설을 활용한 

CES 마이크로그리드기술이다.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시설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별도 법안에 의해 집단에너지사업[5]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집

단에너지사업 중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동

시에 생산하여 전력거래소 시장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

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커뮤니티에너

지공급)의 시설을 활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기술로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한편, 이러한 분산자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분야는 에

너지 기술에 ICT 분야의 신기술로 다루어지고 있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하여 고도화된 모니터

링 및 제어/관리 측면의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에너지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아울러 운영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다양한 에너

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시설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기술 배경 및 필요성

1.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기술 개요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기술은 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

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설비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가 

밀집된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을 말한

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열병합 발전시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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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설비를 활용하여 열과 전기를 통합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전기 만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존의 발전시스템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이와 더불어 온실가

스 배출 저감의 특성을 갖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6].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8월 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통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사업 중 별도로 전력

거래소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정 구역을 전기를 직접 판

매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

다. 본고에서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시설이라 함은 집단에

너지사업법에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가 

밀집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발

전시설과 공급 설비, 전기사업법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전력

을 판매하기 위해 활용되는 배전 설비 등을 의미한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과 같이 주로 

에너지 소비가 밀집된 일반 소비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

으로 하여 CES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CES 마이크로그리드 추진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는 크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포함한 발

전지역과 소비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력소비의 경우 전체 전력 소비의 40% 정도를 수도권에

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전력 자급

율이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발

전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해 주기 위한 원거리 전력전송이 필

요하며, 이로 인해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와 같은 국민적 갈등

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을 고려할 때,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S 설비를 통한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과 더불어 구역화된 전력 생산, 공급 및 

소비가 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원거리 전력전송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분산자원 확대 정책

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화된 전력 그리드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

책환경을 고려할 때 CES 설비를 기반으로 분산자원을 추가로 

구축하고 전력시스템 측면의 일부 개선을 통하여 마이크로그리

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면 그 의미가 크다 하겠

다. 이러한 배경에서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CES 기술의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연료로 활용하는 가스요금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기요금과의 체계 차이로 인하여 CES 사업자들은 경

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는 2010년~2014년 5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

를 제외한 10개의 CES 사업자의 누적 적자가 3,300억에 이르는 

기존 공급시설 CES 공급시설

• 난방/냉방/전기 100GWh 씩 공급 기준
- 전기와 열을 별도 생산하여 공급 (저효율 구조)
- 총 에너지 사용량 601.6 GWh 대비 56% 손실

• 난방/냉방/전기 100GWh 씩 공급 기준
- 가스 기반 전기/열 통합생산 (CHP), 신재생 에너지 활용
- 총 에너지 사용량 308.2 GWh 대비 손실 미미

그림 1.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에너지 생산 사례

• 서울 상암, 가락, 동남권, 
고양 삼송

• 159.53MW+857.1Gcal

한국지역난방공사

• 광명역세권, 소하, 신촌
• 46MW+108.4Gcal

㈜삼천리

• 대전 학하
• 26.1MW+165.8Gcal

㈜충남도시가스

• 아산 탕정
• 7.3MW+44.3Gcal

제일모직㈜

• 부산 정관
• 100.3MW+147.2Gcal

부산정관에너지㈜

• 대구 혁신도시
• 9MW+44.1Gcal

대성에너지㈜

출처) 201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범례

• 천안 청수
• 16.9MW+52Gcal

㈜중부도시가스

•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 9MW+31.1Gcal

대성산업㈜

• 서울 사당
• 2MW+17.1Gcal

㈜GIMCO

• 사업장
• 설치용량

수도권

• 사업장
• 설치용량

수도권 외

• 양주 고읍
• 21MW+101.4Gcal

티피피㈜

그림 2. 국내 커뮤니티에너지공급 사업 현황[5]

CES 사업 활성화 추진

•에너지소비밀집지역(수도권)에서의열병합
발전(CHP)이용구역형 CES 사업활성화 -
전기및열에너지통합생산, 공급

• 수도권 전력집중: 국내 수요의 40%
• 서울시 전력자급률: 3% 수준

수도권 전력자급 확대 필요
•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국민갈등 발생
• 원거리 전송 송전설비 유지비용 증가

송배전 설비 신규구축 회피

마이크로그리드 필요

• SG분야에너지신산업의핵심기술
• DR 서비스통한전력시스템안정성확보
• xEMS, AMI를통한소비자서비스강화

신재생 분산자원 확대 정책

• 기업체수 485개, 매출액 10조원
• 태양광, 풍력이매출 75%, 종사자 67% 차지

(2014년통계)

그림 3.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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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어 CES 사업자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8][9]. 따라서, 이러한 CES 사업 추진

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관

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CES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10]. 이에 따라 추진되게 된 것이 CES 마

이크로그리드 사업으로 C열병합 발전시설, 구역 전기사업의 지

역 배전망 등의 CES 시설 환경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추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공급, 소비, 저

장, 시장참여 등 ICT 기술을 융합하여 지역적인 그리드로 동작

할 수 있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Ⅲ.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1.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CES 시설(열 및 전기 발전설비, 지역 공급을 

위한 열 및 전기 배전/배관 시설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장에서는 현재 국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사

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CES 시설

을 기반으로, 아래 기술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CES 마

이크로그리드 로서의 기능 및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독립운전/계통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운전 관리를 위한 전

력시스템 개선

• 분산자원 환경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자원 추가 구축 

및 전력 안정화/효율화 운영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 분산자원 에너지 운영정보 모니터링 및 제어/관리를 위한 

분산자원 연동 네트워크 기술

• CES 마이크로그리드 단지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포함 통합 

에너지 미터링 인프라

• CES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서비스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이한 CES 마이크로그리드 통합운영시스템 기술

• 안전하고 정보관리 및 시스템 제어/관리를 위한 스마트그

리드 보안 적용 기술

• 에너지 생산, 소비, 시장 및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CES 마

이크로그리드 최적 운영을 위한 초적 운전 알고리즘 기술 

• CES 마이크로그리드 환경하에서의 ICT 기술 기반의 에너

지 관리 및 시장참여 응용 서비스

2. CES 마이크로그리드 단지 현황 

국책 연구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단지는 ‘A’사의 서울 사당지역에 위치한  CES 사업단지이다. 해

당 단지는 ‘A’사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 시설

을 활용하여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여 3 개의 아파트 단지 약 

3,000 세대의 가구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 및 판매하

고 있는 단지이다.  

해당 CES 마이크로그리드 단지에서 사업자는 전력 공급 측

면에서는 총 6대의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Power) 

설비를 활용하여 약 2MW의 전력을 생산하여 3개 아파트 단지

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열에너지 측면에서는 열병합 발

전 설비 외에도 별도의 온수 보일러를 구비하여 약 17Gcal의 열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설비 측면에

서는 전체 3개 아파트 단지 간의 전력 배전선로는 22.9kVac의 

전력선을 통하여 공급되며, 각 단지에서 변압기를 통하여 감압

커뮤니티 에너지 공급 시설

전력

열

정보

집단 주거 단지

커뮤니티 분배(열, 전기)

분산전원
독립/계통연계

AMI인프라 DER 미터링•제어 네트워크

CES-MG 운영 플랫폼

BM 검증 및
사업화

마이크로그리드운영플랫폼보급

스마트홈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전원중개거래서비스

CES-MG 최적운전서비스

열추종 운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SG
보안기술
적용

DER 및DERC 관리시스템 수요반응및VPP 서비스

그림 4.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념도

사당CES

신동아4단지
912세대

신동아5단지
333세대

극동아파트
1,550세대

지 역 극동아파트 신동아4단지 신동아5단지(분양) 신동아5단지(임대) 합계

건설사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공급세대수(호) 1,550 912 223 110 2,795

그림 5. CES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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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단지 내부의 일반 소비자 또는 공용부의 전력 소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CES 마이크로그리드 단지는 별도의 인력에 의하여 시스템 이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CES 설비에 대한 운전일지를 작

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에너지 정보 및 한전/

전력거래소로부터 확보되는 전력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

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그림 7>은 에너지 운

영에 대한 일례이며, 일반적으로 열병합 발전시설의 특성 상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온도가 낮은 계절에 전력생산이 증

가하여 한전/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수급이 줄어들고, 반대로 

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이 증가한다.

3.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본 절에서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한 주요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1 전력시스템 개선: 독립운전/계통연계 MG 운영

CES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단지는 전력공급/전력소, 

시스템 설비 능력의 특성 및 열병합 발전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전 전력계통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는 열공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겨울철에는 자체 전력

공급량이 전력소비량을 충족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공급이 

적게 필요한 여름철에는 전력공급량이 전력소비량에 크게 부족

한 상항이다. 아울러, 자체 시설만으로는 실시간 전력 수급의 균

형(balance)를 제어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 특성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을 위한 시스템 운영은 1개 단지를 선정하여 독립운전을 위해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전력시스템 개

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아래 <그림 8>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다. 시스템 설비를 활용하여 1개 단지

그림 6. CES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단지 에너지 공급 개념도

표 1. CES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위한 CES 설비 현황

구분 구성 총량

발전

시설

열병합

발전기

가스엔진 340kW x 3대

가스엔진 327kW x 3대
2,001kW

열원

시설

열병합

발전기

가스엔진 507Mcal x 3대

가스엔진 462Mcal x 3대
2.9Gcal

온수

보일러

5.5Gcal x 1대

3.5Gcal x 2대

1.7Gcal x 1대

14.2Gcal

공급

시설

난방용

온수펌프
64.5~295m2/h x 15대

열배관 986m(80~250mm) x 2열

변전설비
승압용: 1,500KVA x 1대

승압용: 1,750KVA x 1대

송배전

설비
배전선로: 22.9KV60mm2  (4.7km)

그림 7. CES 마이크로그리드 단지 에너지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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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독립/계통연계 MG 운영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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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독립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실증사업의 메인 서비

스 시연 공간인 1개의 동에 대해서는 독립운전 및 계통 연계 운전

이 무순단 절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그

림 8>은 CES 마이크로그리드 독립운전/계통연계 운전 지원을 위

한 시스템 개선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무순단 절체 지원을 위

해 별도의 CVCF(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방식

으로 운영되는 인버터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3.2 신재생에너지 및 ESS 분산자원 시스템 환경 구축

탄소배출 저감 전력자원의 확보,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의 제

공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한한 분산자원 환경을 구축하

였다. 예산, 단지 현황 및 목표 에너지 서비스를 고려하여 약 

50k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 중이며, 아울러 피크 저감 활

용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약 270kWh의 

규모로 에너지저장장치가 구축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

우 아파트 단지의 내부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아파트 옥상에 구

축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아파트 지하에 별도의 공간

을 마련하여 구축을 진행 중이다.

3.3 에너지 정보 통합 미터링 인프라

CES 마이크로그리드 세부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 기반 에너

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지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현황에 대

한 모니터링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단지 세대를 대상으로 온수, 수도, 열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에 

대한 통합 미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각 세대의 에너지 소비 정보

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공유

를 통하여 별도 아파트단지 에너지 소비 비용 정산에도 활용하

고 있다. 이러한 기능 및 소비자를 위한 추가 에너지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네트워크 기술 활용을 활용하여 에너지 미터기에

서 수집되는 정보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에 수집되

어 빅데이터 DB에 저장 및 처리되고 있다. CES 마이크로그리

드 운영시스템은 수집된 에너지 정보, 에너지 운영정보, 에너지 

시장 정보 등을 종합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에너지 정보 서비

스를 계획하고 있다.  

3.4 CES MG 소비자 대상 IoT 에너지 정보 서비스

CES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

지 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를 기반

으로 세대 내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세대에 일괄 조명 제어 장치와 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모니터

링/제어 장치를 구축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세내 내에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에너지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제어가 이루어

지고, 외부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모니터링 정보 전달되고 세대의 일반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일괄 조명 및 열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CES 

사업자가 별도의 에너지 정보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3.5 CES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

CES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기능을 

504동(임대동)

신동아5단지
(독립운전대상지역)

[지하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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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유지하에설치공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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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ESS 분산자원설치

모니터링/제어네트워크설치

독립운전 EMS 운영

[CHP, 300 kW x3]

신동아4단지

[EMS]

그림 9. 시스템 구축: 전력계통 개선 및 분산자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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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85, TCP/IP 기반검침인프라

(전력량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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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ES 마이크로그리드 통합 미터링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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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ES 마이크로그리드 IoT 에너지 홈 인프라

MAY·2017 | 65

주제 |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시설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제공하기 위한 CES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운영

관리 플랫폼 기술로 CES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

성 요소에 대한 운영 정보 수집/모니터링, 최적화 운영을 위한 

처리,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CES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은 <그림 1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보안성을 갖는 외부 정보 수집 및 제어/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에너지 모니터링/진단, 전력 피크저감 및 

절감 정책관리,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관리 코어 서비

스 기능 및 마이크로그리드 EMS 플랫폼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

는 응용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13>은 CES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한 정보 제공 화면으로 통합관리, 최적제어 분

석, 모니터링 및 경영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서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수급 관리, 전력피크관리, 수요반응 서비스, 전

력시장 중개거래 서비스, 소규모 분산자원 관리 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로서의 가능성 확인을 계획하고 있다.

3.6 CES 마이크로그리드 보안 기술

CES 마이크로그리드에 보안 기능을 위해 시스템 보안, 에너

지 정보 및 사용자 보안 관리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또는 마이크로그리드 보안 표준/가이드라인과 IT 기반 

보안 서버 및 IoT 보안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할 보안 항목 

선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TR-04.0002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보안 가이드라인

•KSGF-011-2 마이크로그리드용 공통 플랫폼 보안 요구사항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IoT 디바이스 보안인증 기반 연구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암호∙인증 기술 이용 안내서 등 

이를 바탕으로 <그림 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CES 마이

크로그리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보안 기능이 제

공된다. 

•기기 인증

•VPN/SSL, IPSec, SSL/TLS 및 암호화

•서버 간 접근제어

•사용자 인증, ID/PassWord, 접근/권한 제한

•서버/서비스 별 접근 권한 

•개인정보 보호 등

그림 12. CES MG 운영시스템 구조

그림 13. CES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 GUI

그림 14. CES 마이크로그리드 보안 기술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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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고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분산전원과 더불어 다양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및 에너지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마이크

로그리드 기술을 하나로 기술로 보여줄 수 있는 CES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

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커뮤니티에너지공급(CES) 시

설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자원을 추가 구성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CES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그 동안 사

업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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