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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냉방장치의 사용증가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
고, 이로 인해 전력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
는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이 진행 중이며, 스마트 그리드의 일환으로 실
시간 요금제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하제어 등의 수요관리를
통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적절한 부하제어는 사용자의 만
족도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주자의 쾌적도를 해치
지 않는 조건에서 수용가에게 전기요금절감을 유도하는 냉방 시스템의
최적 부하제어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서    론

최근 여름철 냉방 장치의 사용증가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해마
다 반복적인 전력수급 문제가 야기되고 최대전력사용량이 갱신되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일부 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 등의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지속
적인 전기요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수요관리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이 진행 중이며, 스마트 그리드의 일환으로 시간대
별로 요금이 가변되는 실시간 요금제(RTP)의 적용을 통해 적극적인 전
력수요 관리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실시간 요금제는 전력요금 변동성
이 높아 위험성이 있으나, 수요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전력 소비자의
경제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요금제이다.[1][2]
국제 에너지 기구는 냉방 시스템의 최적 부하제어는 효율을 높여 에
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3] 하지만 최대수요전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적 부하제어는 요금절감을 위해 냉방 시스템의 과도한
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수요전력의 증가로 기본요금에 대한
요금적용전력에 영향을 미쳐 총 전기요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더욱이 최적 부하제어를 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실내온도
에 대해 쾌적함을 느낌과 동시에 전력 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야 한다. 또한 일반용 수용가는 주택용 수용가에 비해 구성비와 연도별
증감률이 높아 최적 부하제어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시간
요금제하에서 TOU요금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수용가와 달리 일반용 수
용가는 실시간 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최대수요전력과 거주자의 쾌적도를 고려하여 냉방 시스템의
최적 부하제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최대수요전력 영향 요금 모델링
본 논문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최대수요전력 영
향 요금을 모델링하였다. 이는 실제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단
지 최적 부하제어를 실시함에 있어서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영향을 반영
하기 위한 요금이다. 최대수요전력 영향 요금은 식(1)과 같다.

cos   (1)

여기서,
cos : 최대수요전력 영향 요금 [원]

 : 최대수요전력 []

 : 최대수요전력 영향 요금 단가 [원]

 : 하루 기준 기본요금 단가 [원]

 : TOU 기반의 시간대별 가중치
 : 최대수요전력 발생 시각

TOU 요금제의 부하 시간대별 단가를 기반으로 가중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계통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최적 부하제어의 결과, 요금
절감의 효과가 없어 고객측면에서 이점이 없다하더라도 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실내 쾌적도 모델링
본 논문에서 실내온도에 대한 거주자의 쾌적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ISO-7730에서 규정한 PMV(Predicted Mean Vote)를 사용하였다. PMV
는 온열 환경에 있어서 쾌적성을 평가 및 표현하는 단일 척도 지표로,
+3(Hot), +2(Warm), +1(Slightly warm), 0(Neutral), -1(Slightly
cool), -2(Cool), -3(Cold)으로 7단계의 수치로 정량화하여 나타낸
다. PMV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식은 식(2)와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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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V는 0에 근접한 값을 가질수록 쾌적함을 느끼며, 0에서 멀
어질수록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PMV| 값이 0.5 이
내로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현재 실내온도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PMV| 값을 0.5로 제약하여 최적
부하제어를 실시하며, 쾌적함을 만족하는 조건에서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최적 설정온도를 산출하게 된다.[5]

  2.3 최적화 기반 최적 부하제어 방법
식(3)은 제안하는 최적 부하제어를 위한 최적화 함수이다. 제안된 최
적화 함수식은 식(4)~식(6)의 제약 조건하에서, 실시간 요금제 환경에서
일반용 수용가의 최소한의 전기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대별 최적의
냉방기기 설정온도를 결정한다.

Minimize Cost :


  



  cos (3)

Subject to :
≤  ≤  (4)

≤ ≤ (5)

≤ (6)

여기서,
  : 부하 전력 사용량 []

  

  : 비-제어부하 전력 사용량 []

  : 에어컨 전력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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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실외온도, 에어컨 설정온도 [℃]

 : 건물의 열 시간계수 [ , 0.93]
 : 주택의 열전도율 [℃, 1.93]

 : 에어컨의 성능계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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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요금 단가 [원]

 : 최대수요전력 영향고려 계수 [0.5]

본 논문에서 사용된 계수들은 실제 제품의 에어컨 성능계수를 사용하였
으며, 그 외의 계수는 참고문헌[6]의 수치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된 최적 부하제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3가지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표 1> 기본 시뮬레이션 조건

제어방식
기존 방법

(사례 1)

최적 부하제어 방법

선행연구 방법

(사례 2)

제안된 방법

(사례 3)

특징

⦁설정온도
23°C 고정

⦁요금절감
없음

⦁PMV 고려(0.5)
⦁설정온도 가변
⦁사용량요금절감

⦁PMV 고려(0.5)
⦁설정온도 가변
⦁최대수요전력고려
(Peak 감소)

⦁총 전기요금절감
하루에 대한 최적 부하제어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그림 1은 각 사례별로 23일에 대한 에어컨 설정온도의 비교이며, 그림 2
는 에어컨 설정온도가 적용된 부하 전력 사용량이다.

<그림 1> 일간 에어컨 설정온도 비교

<그림 2> 일간 부하 전력 사용량 비교

사례 1과 달리 사례 2 ,3은 실시간 요금에 반응하여 최적 부하제어를
하였으며, 사례 3은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에 부하 전력 사
용량이 평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전기요금을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그림 3은 8월
전체에 대한 일별 사용량 요금을 보여주며, 그림 4는 일별 최대수요전력
을 보여준다.

<그림 3> 부하 전력 사용량 비교

<그림 4> 최대수요전력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방법인 사례 1을 기준으로 사례 2와 3은 거
주자의 쾌적함을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서 전기요금절감의 효과를 얻었
다. 하지만 사례 2는 사례 1에 비해 최대수요전력이 상당히 증가하였으
며, 이에 요금적용전력이 변경되어 한 달에 대한 전기요금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 2의 최적 부하제어 방법은 최소의
전기요금을 유도할 수 없다. 반면에 사례 3의 경우 최대수요전력의 영향
을 고려하여 최적 부하제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대수요전력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고, 결론적으로 사용량 요금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최대
수요전력이 줄었기 때문에 최소의 한 달 전기요금이 산출될 것이다.
표 2는 각 사례별로 한 달 총 사용량 요금, 요금적용전력(최대수요전
력), 한 달 전기요금과 요금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2> 시뮬레이션 결과

제어방식
기존 방법

(사례 1)

최적 부하제어 방법

선행연구 방법

(사례 2)

제안된 방법

(사례 3)

총 사용량요금[원] 2,375,005 2,363,675 2,366,324

요금적용전력[kW] 44.8 48.6 43.5

한 달 전기요금[원] 2,696,512 2,712,038 2,657,565

요금 변화율[%] 기준 0.83 -1.44

요금 변화율[%] 기준 -2.01

제안된 최적 부하제어 방법은 기존 사례 1의 방법에 비해 1.44% 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다. 또한 사용량요금은 절감하였으나 최대수요전력의
증가로 한 달 전기요금이 0.83% 증가했던 사례 2의 경우보다는 2.01%
의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냉방 시스템
의 최적 부하제어를 제안하였다. 실시간 요금제 하에서, 이를 통해 공급
자와 소비자 양측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실시간 요금
제를 적용받는 일반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최대수요전력과 거주자의 쾌
적도를 고려하여 최적 부하제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최적 부하제어는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상당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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