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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전력기기의 사용량증가에 따른 전력량 부족으로 전력공급확보에 필요한 인원, 자재, 
비용 등의 부족과 발전연료비용의 상승, 전력발전에 따른 CO2배출량증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Demand Response System)을 제안한다. 전력관리 시스템은 전력사용자와 전력사업자와
의 협력을 통해 전력확보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전력절감 이벤트,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분석 등의 기능
을 통하여 전력수요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더 나아가 전력소비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전력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최근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하여 전력산업분야에서는 에
너지자원의 효율향상과 이산화탄소 억제에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인 에너지 자원관리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왔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문제와 동계전기기기사용량
의 급증으로 인한 전력확보에 따른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수요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력수요
관리 프로그램(Demand Response Program)으로 전력수급
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압전력사용자의 부하이동, 
부하감축 등의 효과를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에 존재
하는 다양한 수요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
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9]

  ․ 현재 경제성 있는 전기의 저장방법이 실용화되지 않
았기 때문에 전기의 수요와 공급은 실시간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 전력계통운영 조건이 일별, 시간대별로 다르게 변하
며, 특히 수요량의 변화는 정확히 예측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수요변
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 현상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계통의 안정성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산업군에 속하는 전력소비자의 요금제는 
TOU(Time of Uses)를 적용하여 계절과 하루 3구분 시간
대를 기준으로 운영중이다. 이는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고비용 연료에 의한 발전량 증대로 발전연료 비용이 
증가하며, 고비용 발전기 가동시 수요자원의 수요조절에 

의한 발전비용 감소 및 요금절감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
다. 현행 수요관리는 전력예비력 확보를 위해서 수요급등 
당일에 시행하므로 피크관리 및 전력계통 신뢰도 안정측
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시장가격 급등일의 가격 완화효과
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예측수요를 결정
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전력수요관리를 시행하여 예측수
요를 낮춤으로써 전력시장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ing)을 완화시켜 전력사업자의 전력생산에 따른 생산, 
공급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력사용자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양방향 정보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의 효율
적인 운영과 에너지절감 및 전력생산, 공급 절감 등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 관련연구에서 기존의 수요관리에 
제안한 방법, 제도들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요관리 방
법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시스템 운영시점을 고려하여 시
스템을 데이터 획득부터 활용에 따른 시스템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설계에 따라 전력관리자, 전력사용자 시스템 
구축 방법을 설명하고, 결론에서 연구결과와 향후연구과제
에 대해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현재 많은 국가의 전력수요는 전력공급을 초과하고 있으
며,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
설해야 하지만 전력사업자의 경제적, 수익적 측면에서 인
프라 구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에는 Demand Response
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Customer-oriented DR로 
변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
는 DR(Demand Response)서비스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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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emand Response 프로그램

 2.1.1 Time-based 프로그램
  요금제(TOU, RTP, CPP)와 같은 경제적 시그널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반응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며 
경제적 관점(Economy-driven) DR프로그램이라 부른다.
  ․ Time-of-use(TOU)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로서 통상적

으로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요금은 시간대별 평균 
전력생산 및 수송비용을 반영하여 정해지며 시간과 계
절별로 구분하고 사전에 정해진다. 대규모 산업용 및 
상업용 부하에 대하여 사용되며 서로 다른 시간대별 
누적전력사용 계량기를 필요로 한다.

  ․ Real-time pricing(RTP) : 전력사용자에 대한 전력가
격이 도매전력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변동되
는 요금제이다. 일반적으로 RTP 가격은 고객에게 하루 
전 혹은 한시간전 단위로 알려준다.

  ․ Critical Peak Pricing(CPP) :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
대에 대하여 전력사업자가 높은 전력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필요시 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CPP는 전
력회사가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전력가격이 급격히 높아졌
을 때 시행된다. CPP 요금은 TOU 혹은 이와 유사한 
종류의 시간별 차등요금제와 병행하여 시행되며 1년 
중 제한된 일수 혹은 시간동안만 사전공지에 의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CPP사용자들은 CPP가 적용되
지 않은 기간(non-CPP) 동안에는 전력요금 할인을 받
는다. 

 2.1.2 Incentive-based 프로그램
 전력사업자(SO, LSE, ESP, Retailer) 요구에 의한 소비자
의 수요반응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며, 신뢰도 관점
(Reliability-driven)DR로써 예비력 급락, 가격급등시 시행
하며 수요절감량에 따라 지원금(Incentive)을 제공한다.
  ․ Direct load control :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전력회사가 사전공지에 의하여 원격으로 사용자들의 
설비(에어컨, 온수기 등)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그 대신

에 사용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비용(Incentive)을 보상받
는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들이 차단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지원금 지
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 Interruptible/curtailable(I/C) service : 전력수급 비상
시 전력사업자가 사전에 설정한 수준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데 참여효과로 사용자에게 전력요금을 할인하거
나 bill credit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줄이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전력수급 
비상시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전력가격을 범칙금으로 
부과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제어시킨다.

  ․ Demand Bidding/Buyback Program : 대규모 사용자들
이 도매시장에 입찰하도록 하고 차단되었으면 하는 전
력가격에서 부하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전력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수준에서 사용자들은 얼마만
한 부하를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
도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 Emergency Demand Response Program : 전력공급 
신뢰도가 위협을 받을 때 참여자의 줄인 전력량에 대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력량을 줄이지 
않은 참여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부
과할지 않을 수도 있다.

  ․ Capacity Market Program :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
한 경우 참여자의 약정된 전력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일반적으로 참여자는 하루 전에 통지를 받게 된
다. 인센티브는 용량시장 가격으로 정해지는 사전예약 
비용과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했을 경우 줄인 부
하에 대한 에너지 비용으로 구성된다. 

  ․ Ancillary Services Market Program : ISO/RTO가 운
용하는 전력시장에서 감소가능한 수요자원을 운용예비
력 자원으로 사용자가 입찰하는 제도이다. 사용자의 입
찰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대기자원으로서의 시장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부하차단이 필요하여 ISO/RTO가 이를 
사용했을 경우 현물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다.

2.2 국내의 Demand Response 프로그램 현황

 수요관리는 크게 전력사업자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
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전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관리 프로그램으로 국한되므로 현 국내의 전력사업
자의 수요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수요관
리 프로그램은 크게 하계부하관리와 효율향상, 심야전력
제도가 있다. 하계부하관리 프로그램은 지정기간 수요조
정제도,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직접부하제어제도, 비상
절전지원제도, 최대전력관리장치, 축냉설비, 건물냉낭방
기기 원격관리, 빙축열 쇼게이스 등이 있으며, 효율향상 
프로그램은 고효율전동기, 고효율펌프,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조명, 고효율LED 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심야전력
제도 등이 있다. [10]
 하계부하관리란 여름철 최대수요를 억제하여 피크시간
대 전력공급설비를 축소하고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기 
가동을 감소시키는 수요관리 유형이다. 예전의 부하관리 
프로그램은 전력사업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시행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전에서 고객에게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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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용가가 한전에게 협조해 줌으로써 시행되는 전력
사업자와 수용가의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부하관리는 한전의 매출감소를 초래하므로 필요없
는 사업이라 인식할 수 있지만 피크억제를 통한 전력설
비 건설회피를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적으로 유익한 사업
이며, 한전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전력수요가 높을 때 시간대별로 수요를 충족시키
는 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설정되는 
SMP(System Marginal Price)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므
로 결국 전력구매비용감소를 유도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7~8 ), CBL 30% 3 kW

CBL 10% 3 kW 

14-16 30 20%

(23 ~ 09 )
, 

(On-Off)

2.3 CBL 연구

 일반적인 Demand Response 프로그램에서 전력수요절감량
(Demand Reduction)을 판단하기 위해 전력사용의 일반적인 
사용형태와 DR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증감이 이루어졌다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점은 Demand Curtailment 
Period의 Actual Load 측정값과의 차이로 산출되며, Demand 
Curtailment Period 후 전력수요절감에 대한 정산과 절감이
행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전력소비
자의 대표적인 수요패턴을 나타내므로, 사용자기준부하(CBL) 
모델의 정확성이 입증되어야 수요관리 시범운영 결과 평가
시 혼란과 신뢰성 저하 방지를 위해 표준화된 기준부하 산
정방법이 필요하다. [2]

 (그림 2)는 수요절감 기간동안 CBL과 실제 사용량에 대
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동
안의 전력사용량의 표본은 CBL이고, CBL은 현시점에서 
이전 10일중 영업일(business day)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약사항으로는 주말(weekend day),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의 비대상선택일(abnormal days) DR시행일을 제외한
다. "Load"는 현재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며 이벤트 시점을 
"Load with DR" 구간으로 했을시 ""는 CBL대비 전력사
용량의 증가를 나타내며, 이벤트 시행일에 따른 전력사용비
가 적은 구간의 부하이동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는 이
벤트기간동안의 전력량 감소를 나타내며, 전력사용비용이 
높은 구간과 절감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금의 크기를 포
함하고 있다.

3. 시스템 설계

 DR 시스템은 자동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16만 
기기에서 데이터를 16개 지역에서 관리되는 AMR서버와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15분 Load Profile)을 수집하는 통
합 AMR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적용한다.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획득 모듈, 데이터 처리모듈, 지
식서비스 모듈로 구성되며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부여된 ID에서 여러 가지 이기종간의 전력정보
에 대한 통합 모듈, 또한 역으로 모자계기로 인한 분리
모듈, 데이터 저장모듈, 원천(resource)데이터를(15분단
위), 일, 월, 년으로, 데이터 이상치, 데이터누락 가공 모
듈, 이벤트 처리 모듈 CBL생성 모듈, 이벤트 결과 모듈
로 설계, 구현 하였다.

  3.1 데이터 전처리

 일반 대용량전력사용자의 전력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전
자식 전력량계는 15분 단위의 전력사용정보를 해당 지역
의 수집서버(AMR Server)에 전송하며, 실시간으로 정보
를 통합 수집서버(Integration AMR Server)로 전송한다. 
원천데이터(resource data)를 전송, 획득과정은 (그림 4)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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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기 전송매체, 수집서버, 그리고 통합수집서버로 
전송획득에서 데이터누락, 이상치, 중복 등의 문제발생가
능성을 고려하여 전력데이터 획득방법을 실시간수집시간
(현재 t시점) 모듈과 데이터 획득 범위확장 모듈로 3시간 
이전시점(t-3시점)으로 갱신하여 현재시점 이전 12개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데이터 정확성을 높였
다.

3.2 기능설계
 Demand Response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획득, 데이터 
가공, 이벤트 처리 세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3.1.1 데이터 획득 모듈(MDMS)
(그림4)에서 전력량계의 모뎀에서 AMR서버를 통하여 통
합 AMR서버로 데이터를 획득하여 데이터를 시스템에 맞
도록 merge 저장한다.

3.2.2 데이터 가공 모듈(MDAS)
 획득한 15분 데이터를 패턴, 예측, 등의 분석에 가능하
도록 전력사용량정보, 사용자정보, 통신 정보등을 변환 
저장한다.

3.2.3 CBL 모듈
 사용자의 전력사용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3, 5, 8, 10 
day[9]등의 여러 가지 CBL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논
문에서는 8-days에 관한 CBL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공식
은 다음과 같다. 
 ․ CBL적용 days 선택:

   

 ․ 선택days의 평균값 계산:

   
 

 ․ 선택 10일중 AverageCB를 기준으로 최대값2 , 최소값
2 제외시킨다.

 × 

  ×





시스템에 적용한 CBL알고리즘은 다음 <표 5>와 같다.

Algorithm 8-CBLExtraction  
Input : 15ms load profile data
output : Customer Baseline Load data 
Begin
for (int i=0 < i.lookbackday <i++){
acceptdayList = daysSum + temp[i]
 if (i=>1){ get hashmap.data}
acceptday.get(i)
return lookbackday
else (i=abnormal days){ i day++}
else (i=Prior event days){ i day++}
} daysAvg = daysSum/period;
sort acceptday lowDay highDay(- 20%highdays , -20%lowdays)
accept daysAverage 60% days
end

3.2.4 이벤트 처리 모듈(MDEP)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이벤트 설정시 고려할 사항들과 
이벤트 제약조건, 진행, 완료후 결과보고에 대한 정보를 
산출, 저장한다.

3.3 데이터스키마 설계
 전력데이터를 발생하는 사용자와 이를 수용하여 데이터
를 수집, 가공, 정보제공에 따른 과정을 고려한 데이터베
이스스키마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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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현

 Demand Response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저장, 데이터분
석,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통신을 위한 관리자 서버로 구
성하였으며, 시스템 운영 환경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4.1 시스템 구성요소
 
전력사업자와 전력사용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음 <표 7>과 같이 구성하였다.

4.2 이벤트 처리절차

 전력사업자는 이벤트 설정에서 완료까지의 각 단계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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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전력공급, 생산, 관리차원에서 적정지원금
(Incentuve), 전력절감시간, 절감요청량, 등의 부하운영계
획을 세우고, 전력사용자에게 사전통보(SMS, e-mail)한다. 
참여자는 이정보에 따라 부하운영계획(EVENT)에 참여여
부를 선택하며, 참여후 발생 절감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
급받는다. 처리절차는 최종으로 이력정보를 저장 활용한
다.

4.3 시스템 기능 구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하운영을 계획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하운영 계획에 
따른 예측을 위한 전력사용 가상 시뮬레이션 기능과 전
력사업자의 이벤트 설계 진행시 DR이벤트에 관한 CBL정
보, 이벤트 정보 등의 기능으로 구현하였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전력사용자 부하절
감, 부하이동관리,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제안, 
구현하였다. 전력사업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
으며, 이전에는 단방향(1-way)이었던 정보를 양방향
(2-way) 취득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취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과 나아가 탄소
절감의 효과를 기대해본다.
 향후 연구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Demand Response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수용가를 선정 시범운영함으로
써 시스템 테스트와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절감, 이산화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전력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최적 CBL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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