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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의 목 은 력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 최소화를 하
는 DR(Demand Response) 로그램의 설계이다. 이는 DR자원을 입찰 
받는 환경에서 시장의 가격을 고려하여 DR자원의 투입량과 그 보상
을 결정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한 수요 감축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수요증가 상(Payback) 상을 고려하 다. payback 상을 고
려하지 않고 DR 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당장의 피크를 이기 해 많
은 DR자원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당장의 피크는 없어지지만 
추후의 증가하는 수요에 의해 제2의 피크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증가하
는 상이 생긴다. 따라서 Payback은 DR 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요한 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payback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 최소화하는 DR 로그램을 구
하 다. 
  

1. 서    론

  재 증가하는 력 수요를 충당하기 해 발 력만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  입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수요를 효
과 으로 조 하여 수 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DR(Demand Response)를 통해 력 피크를 이거나 비상시에 활용하
는 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DR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공 자입장에
서 비용최소, 이익최 의 문제로 근하 다[1],[2],[3],[4],[5]. 본 논문에
서는 DR자원 활용의 큰 목   하나인 시장가격 안정에 을 두어 
소비자입장에서 효과 인 DR자원의 활용을 목 으로 한다. 입찰을 통한 
DR자원 로그램에서 소비자의 비용 감을 최 화하기 해 얼마만큼
의 DR자원을 투입하고  그 보상비용을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서술하
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DR 자원으로 투입으로 어든 수요에 해 일종
의 발 력으로만 생각하 다. 그러나 어든 수요로 인해 손실한 부분을 
보상받기 해 수요 감축이 이루어지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수요가 
증가하는 상이 있다. 이런 상을 payback이라고 말한다. 본 논문에서 
이런 payback 상을 고려를 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최소화라는 문제
를 근하고 있다.  

2. 본    론

  2.1 입찰 기반 DR
  입찰기반의 수요반응 로그램에서 운 자는 수요반응의 최  투입량
(차단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수요 차단량
을 결정할 때 주로 공 자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운 비용  
생산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이익 최 화가 많이 연구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의 상시 활용 목 은 시장가격의 안정
에 있다는 에 을 두어 수요반응의 보상  비 시장가격 안정의 
효율을 최 으로 하는 결정 을 찾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수요자원의 
투입으로 인해 시장의 력 가격하락에 을 두어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가격의 안정을 추구하 다. 한 수요자원 투입으로 인한 보상비용
을 소비자가 지불함으로 시스템운 자 입장에서 손실 없이 DR 자원을 
활용한다.
  그림 1(a)는 DR자원 입찰 시장에서 참여 가능한 DR자원의 량과 보상
비용을 입찰하는 그래 이다. 그림 1(b)는 력시장에서 DR자원이 투입
되기 후의 시장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 - DR자원의 낙찰량

∙ - DR자원의 낙찰가격

∙  - DR자원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력 체 수요

∙  -  DR자원이 사용된 경우의 력 체 수요

∙  - DR자원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력가격

∙  - DR자원이 사용된 경우의 력가격 

 

<그림 1> DR자원 입찰과 전력시장에서 전력 가격 결정
 

  그림1(b)에서 S 선은 상되는 력시장에서 력 공  곡선을 의미
한다. DR자원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DR자원의 보상비용은 

 ×가 된다. 즉, B 부분의 면 이 된다. DR자원 투입으로 인
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은 시장가격은 하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

들은 DR자원의 투입 에는   의 높은 가격으로 력을 구입

하여야 하지만 DR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의 낮은 가격으로 
력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DR자원이 투입되기 에 소비자들

이 력 구입하기 한 체 비용은    ×  이고 DR
자원 투입 후 소비자들이 력을 구입하기 해 사용하는 체 비용은 

  ×  이다. 즉, DR을  실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       ×   의 비용 만큼을 
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되는 비용은 그림 1(b)의 A부분의 
면 과 같다.

  따라서 비용 감효과를 최 화하는 목 으로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목 함수

      ×            

          ×      ×          (1)

  수식의 목 함수는 DR을 실행함으로 소비자들이 력 구매 들어가는 
비용을 최 한으로 이는데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DR
투입 보상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력 구매비용의 감소
하는 부분(DR자원 투입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DR자원의 보상비용(DR
자원 투입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차이를 최 화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극 화 하는 것이다. 

  2.2 Payback[4], [5], [6]
  Payback은 수요 감 이후에 발생하는 수요의 증가 상을 말한다. 
를 들어, 하계 피크시에 피크를 이기 해 에어컨을 가동을 이는 
DR을 실행했을 경우 에어컨 가동을 이는 시간동안 올라가는 실내온
도 때문에 DR이 끝난 후 에어컨을 더욱 가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수
요차단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력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손실을 보충하기 해 수요차단 후에 기존의 상되는 사용 력보
다 더욱 사용하게 되는 상이다. Payback 상은 기존의 DR에서 많이 
반 되지 못하 다. 따라서 DR 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피크를 억제에는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7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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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MWh)
4000 4500 4300 3900 3700 3500 3000

성공했으나 측하지 못한 제2의 피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 인 DR 로그램설
계를 해 Payback 상을 고려하 다. 
  Payback 상은 수식 으로 근하기보다는 통계 인 근으로 이루
어진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수요의 증가 상을 분석하고 앞으로 변화
를 측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Payback 모델
을 바탕으로 DR 로그램 실행에 용하 다.   

3. 사례 연구

  시장에서 력 가격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을 감
안하여 지수 함수로 가정을 하 고 수요자원의 입찰은 각기 다른 입찰
량과 입찰 가격을 가지는 참여 수용가가 있다고 가정하 다. 

<그림 2> DR자원 입찰과 전력시장 가격 곡선

  그림 2(a)는 DR 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수요자원 입찰을 나
타낸 그래 이다. x축은 수요자원의 입찰량이고 y축은 입찰가격으로 낮
은 순으로  입찰을 나타냈다. 그림2(b)는 실시간 력시장에서 수요
에 따른 시장 가격의 변화를 측한 것이다. 
  그리고 Payback을 몇 가지 형태로 고려하 다.

Case Ⅰ - Payback이 없을 경우
Case Ⅱ - Payback이 [α=0.5, β=0.3, γ=0.2]인 경우
Case Ⅲ - Payback이 [α=0.7, β=0.2, γ=0.1]인 경우
Case Ⅳ - Payback이 [α=0.3, β=0.2, γ=0.1]인 경우

  α, β, γ는 t시에 수요 감축이 발생했을 경우, 감축한 수요에 의해 t+1, 
t+2, t+3시에 증가하는 감축수요 비 증가비율이다. 를 들어, Case Ⅰ
의 경우 t시에 100MWh의 수요 감축이 있었다면, t+1, t+2, t+3시에 각
각50MWh, 30MWh, 20MWh의 수요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4개의 case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력 사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DR 로그램을 목 으로 시뮬 이션을 실행하 다. 시뮬 이션은 12시에
서 18시까지 시행하 고 DR 로그램은 12시에서15까지만 실행한다고 
가정했다. 즉, 12~15시까지 DR 로그램에 따른 수요 감축을 하는데 
payback을 고려하여 18까지의 비용최소화를 목 으로 하 다. 수요 감
축이 없는 경우 12시에서 18까지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전력 수요

  <표 2> 시간에 따른 수요관리량

Case Ⅰ Case Ⅱ Case Ⅲ Case Ⅳ

제어량(MWh)
(t=12)

464.9 0 0 180.4

제어량(MWh)
(t=13)

745.3 356.8 325.1 573.3

제어량(MWh)
(t=14)

626.3 400.4 414.9 561.1

제어량(MWh)
(t=15)

416.1 257.2 257.1 374.3

  표2는 각 Case에 따른 DR 로그램의 결과이다. Case Ⅰ의 경우 
payback이 없으므로 각 시간별로 비용 감을 최 화할 수 있는 수요
감을 하 고 반 으로 많은 수요 감축이 발생한다. 그러나 CaseⅡ, 
CaseⅢ의 경우 높은 비율의 payback이 있으므로 한 시 에서 수요 감
축은 다른 시간에서 향을 다는 을 고려되어 CaseⅠ에 비해 다소 
은 수요 감축이 발생한다. CaseⅣ의 경우는 낮은 비율의 payback이 

존재하기 때문에 CaseⅡ, CaseⅢ보다는 많은 수요 감축을 하고 CaseⅠ
보다는 작은 량의 수요 감축이 발생한다.   
  <표 3> DR 실행에 따른 성과

Case Ⅰ Case Ⅱ Case Ⅲ Case Ⅳ

성과($) 30,287,000 9,813,900 8,554,800 17,506,000

Payback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성과($)

0 -619,020 -2,894,800 15,617,000

  표3은 각 Case에서 DR에 따른 성과와 각 Case에서 payback을 고려
하지 않고 DR을 했을 경우 성과를 보여 다. payback이 없는 CaseⅠ은 
payback이 있는 다른 Case에 비해 높은 비용 감을 가진다. 그러나 
CaseⅡ, CaseⅢ, CaseⅣ의 각 payback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
려하지 않고 DR 로그램을 할 경우 오히려 비용손실을 유발한다. Case
Ⅱ, CaseⅢ의 payback을 무시한 경우 각각 $619,020, $2,894,800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Case Ⅳ의 payback을 무시한 경우 낮은 편이기 때문
에 비용 감이 발생하지만 payback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비교  낮은 
비용 감을 얻게 된다. 즉, 실제로 발생하는 payback을 고려함으로써 효
과 인 DR 로그램이 이루어 질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R자원의 입찰시장환경하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비
용최소화를 하는 DR 로그램 방안을 제안하 다. 그리고 payback 상
을 고려하여 수요 감축 후 증가하는 수요를 반 하여 비용최소화를 
용하 다. 결과 으로 payback 상을 무시하고  DR을 실행하 을 경
우에 오히려 DR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시장가격이 높아지고 
제2의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DR자원의 활용을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와 
같이 payback 상을 고려하지 않고 실행되는 DR 로그램은 오히려 
력시장  력 산업의 악 향을 래할 수 있다. DR 로그램을 설계하
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수요 감축 후 수요증가 상은 반드시 반 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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