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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소비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연료가격의 증가
와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고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최근 소비
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수
용가의 전기 사용료 절감 측면에서 수요반응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수
용가의 부하패턴을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요반응인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에 따라 부하 사용패턴을 재조정함으로써 오는 전기 사용료 감소량
과 부하율을 계산하였다.

1.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꾸준하게 전력 사용
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어컨 등의 하계 냉방기기와 전열기 등의 동계 난방기기 사용의 증가
로 최근 몇 년 간 하계와 동계를 중심으로 전력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최근 화석연료 가격 증가, 환경문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그리
고 고압 케이블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으로 인하여 새로
운 발전 설비나 송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자는 여러 가지 수요반응 프
로그램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추가
발전설비투자를 줄이고, 피크부하를 낮추고 기저부하를 높임으로써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
는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수요반응과 수요관리 프로그램은 전기사용료
절감과 함께 전력공급자로부터 인센티브를 취함으로써 전기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해 전기사용료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1] [2].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수용가의 부하
패턴을 분석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수요반응 중에서도 현재 우
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를 적용해 산업
체 수용가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설비를 가동시키는 것을 통해 가장 큰
편익(가장 적은 전기 사용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
다. 또한 이렇게 부하 패턴을 재조정함으로써 전력 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분석해보았다.

2. 본    론

  2.1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이란 전력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하조정을 해왔던 전통적인
수요관리 프로그램과 달리 전력 소비자가 경제가치에 의해서 스스로 판
단해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수요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전력 사용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가격기반 수요반응이 있다. 가
격기반 수요반응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
별요금제(TOU)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피크일을 지정해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최대피크요금제(CPP, Critical Peak Price), 지정된 시간없이
실시간 전력수급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실시간 요금제(RTP,
Real Time Price) 등 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와 최
대피크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와
계절 구분은 표 1에 따른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전력수급 상황악화 시에 수요삭감에 따른 인센
티브를 받게 되는 인센티브기반 수요반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
기간,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계시별 요금제 시간 및 계절 구분

여름철(6∼8월) 봄가을철(3∼5,9∼10월) 겨울철(11∼2월)

경부하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2.2 상관계수를 통한 그룹화 및 부하율
먼저 부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분전반에서 각각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측정 장비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부하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이고 경부하시간대 사용량을 늘리는 것
으로 전력 사용료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수용가의 여러 가지 특징
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하를 이전시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먼저 수용가의 각 분전반에서 사용되는 부하들의 연관성을 분
석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하간의 연관성
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그룹화를
한 후 각각의 그룹에서 부하이전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산업체의 운영시간 등이나 제조업의 경우 공정에서의 기상 조건 제
약 및 부하이전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부하이전 가능성을 보아
야 한다.

  2.2.1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는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1에서 1
까지의 값을 가지고 -1일 때는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1일 때
는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두 변량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두 변량    ⋯   ,    ⋯ 의 상관계수의 수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변량의 개수, 는 의 평균, 는 의 평균이다. 와
는 각각 와 의 분산이고, 는 와 의 공분산을 뜻한

다. 일반적으로 이 0.7∼1이면 강한 상관관계, 0.3∼0.7이면 뚜렷한
상관관계, 0.1∼0.3이면 약한 상관관계 0∼0.1이면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고 볼 수 있다.

2.2.2 부하율
부하율이란 평균부하를 최대부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평균부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된 전력량을 그 기간으로 나눈 값이고, 최대부하
는 그 기간 안에서의 최대 전력을 뜻한다.

부하율최대부하
평균부하

≤ (2)

부하율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전원 설비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부하율을 높
여 발전 및 송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력수급의 안정화와 전
력시스템의 안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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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DR을 통한 사용료 절감 계산
그림 1의 위쪽 그래프는 어느 수용가에서 각 분전반에서 각 부하별로
하루 동안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한 것이고 그림 1의 아래쪽 그래프는
각 분전반의 전력을 합산한 것으로 하루 동안 수용가에서 사용 하는 총
전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업체의 계약전력은 1200kW이고 한
전에서 산업용 고압A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상영업일을 기준
으로 부하 패턴이 일 단위로 순환성을 띄고 있다. 최대 부하는 오후 2시
경에 나타나는 905.2kW이고 평균부하는 427.72kW으로 부하율은 0.4725
이다. 부하 1과 5는 수용가 시설의 사무와 고객들의 이용에 관련된 부하
이고, 부하 2-4는 제품 공정에 필요한 부하들이다.

<그림 1> 수용가 전력량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하루를 기준으로 계절별로 부하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주로 냉난방 부하가
집중되는 동계와 하계에 주로 전력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계와 하
계의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요금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부하이전 전 사용량과 요금 

여름,봄가을 사용량(kWh) 요금 (천원/일) 부하율

경부하 2869.3 여름철 봄가을철

0.4725

중간부하 3516.1
1,232.47 822.04

최대부하 3879.8

겨울 사용량(kWh) 요금(천원/일)

경부하 2869.3

1,113.85중간부하 4595.7

최대부하 2800.1

2.3.1 상관계수를 통한 그룹화
각 부하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통해서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 각
부하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용가의 각 부하 간 상관계수

상관계수 부하1 부하2 부하3 부하4 부하5

부하1 1 0 -0.104 -0.096 0.915

부하2 0 1 0 0 0

부하3 -0.104 0 1 0.969 0.057

부하4 -0.096 0 0.969 1 0.063

부하5 0.915 0 0.057 0.063 1

부하 1, 5는 서로의 상관계수 0.915로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므로 그룹 1로 설정하고 부하 2는 다른 부하들과 상관계수가 0.1이하
로 유사성이 없어 그룹 2로 설정한다. 부하 3, 4는 상관계수가 0.969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그룹 3으로 설정 한다.

  2.3.2 부하이전
부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하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그룹 1의
부하 1과 부하 5는 사무와 관련된 부하로 직원들과 고객들의 활동 시간
대를 고려할 때 다른 시간대로 부하를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 부하 2와
부하 3, 4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이지만 부하 2의 소비 패턴을 보
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부하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추
측할 수 있다. 그룹 3의 부하 3, 4는 다른 시간대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부하이전을 시행하였다. 그림 2의 첫 번째
그래프는 여름철과 봄가을철에 부하이전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다. 최대
부하 시간대인 10시∼12시와 13시∼17시에 운영되는 부하를 경부하 시
간대와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겼다. 그림 2의 두 번째 그래프는 겨울철의

부하이전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 최대부하 시간대인 10시∼12시와 17
시∼20시에 사용하는 부하를 다른 시간대로 옮겼다. 그림 2의 세 번째
그래프는 부하이전 전과 부하이전 후 여름, 봄가을철, 겨울철의 그래프
를 비교 한 것으로 부하이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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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하이전 후의 데이터

 <표 4> 부하이전 후 사용량과 요금 

여름,봄가을 사용량(kWh) 요금 (천원/일) 부하율

경부하 3362.3 여름철 봄가을철

0.6361중간부하 3714.8 1,158.00
(-74.83)

794.75
(-27.29)최대부하 3188.1

겨울 사용량(kWh) 요금(천원/일) 부하율

경부하 3368.3
1,068.60
(-45.25)

0.4725중간부하 4583.0

최대부하 2319.9

부하이전 이후 사용량과 요금을 계산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2와 비
교할 때 여름철은 약 74,838원/일, 봄가을 철은 27,286원/일, 겨울철에는
45,246원/일이 절약된다. 부하율은 여름철에는 0.6361로 부하이전 전보다
0.1636향상되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0.4725로 변화가 없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반응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 하에서 수용가가 부하 사용패턴을 바꿈으로써
전기 사용료가 절감 되는 것을 계산해보았다. 또한 부하율의 변화를 통
해 공급자에게 전력수급 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분석
해 보았다. 부하 패턴을 서로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그룹화 하였고 수
용가의 일정과 특징에 따라 부하이전을 통해 부하 패턴을 바꿔 전기 사
용료를 절감과 부하율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아직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적인 문제로 계시별 요금제와 최대부하 요금제에 머물고 있지만 실
시간 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전력수급 상황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수요반응을 얻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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