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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능형 전력동시부하율 저감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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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predict the overall electric power load, to apply the method of time sharing and to reduce simultaneous 
load factor of electric power when authorized by user entering demand plans and using schedules into the user’s interf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is about smart grid, which reduces electric power load through simultaneous load factor of electric 
power reduction system supervision agent. Also,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is the user interface which 
enables authorized users to enter and send/receive such data as demand plan and using schedul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econd, it is the database server, which collects, classifies, analyzes, saves and manages demand forecast dat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rd, is the simultaneous load factor of electric power control agent, which controls usage of electric power by getting 
control signal, which is intended to reduce the simultaneous load factor of electric power by the use of the time sharing control 
system, form the user interface, which also integrate and compare the data which were gained from the interface and the demand 
forecast data of the certain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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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일반 으로 력 분야는 상업 부문, 가정 부문 등의 
수용가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용가는 업종별  주
거 형태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력 소비 성향이 있으며 

수용가들이 사용하는 기기기들은 정책  수요자의 자

율 인 선택에 따라 고효율 기기들로 차 체되어 가

고 있다[7].
일정 기간 동안의 체 력 계통의 부하를 고려한 력 

수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안정 인 력 수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수요 측에 필요한 

각 수용가에 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리 산재해 

있는 련 변수들을 총 하여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특히 정확한 력부하수요 측  시분할 제어

방법을 용한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을 제어할 인

지  에이 트(Agent)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3, 4, 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재 한국 력공사와 

고객이 직 부하제어에 한 약정을 체결하면 한국 력

공사에서는 력수  비상시 고객과 약정한 상부하를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보한 다음 한국 력

공사에서 직 제어 하고, 한국 력공사와 고객이 이기

로 약정한 력에 부합되면 한국 력공사에서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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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을 지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
식은 한국 력공사와 고객이 직 부하제어에 한 약정

을 체결해야 하고 한국 력공사에서는 력수  비상시 

고객과 약정한 상부하를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

에게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효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
한민국 특허등록 제0739123호에 ｢분석 자료를 리

하는 서버 시스템으로 수요 리 평가를 한 각 기간별, 
부하기기 종류별  수용가 유형별 력수요에 한 기

존의 통계치 데이터를 수집, 분류, 장  리하는 서

버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인증
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하여 DB서버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속수단과, 데이터
베이스 서버를 리하는 통계치 데이터를 기 로 하여 

산정의 기 이 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 력 소비 단 별 

력량  부하에 한 수요의 측치를 제시하는 기  

수요 측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효율 인 기술을 

사용하여 일시 으로 완 히 화될 경우에 상되는 

 잠재량인 최  기술  잠재량과 기기의 내구 연수나 

신규설비의 구입 등과 같은 기술 인 교체가능성을 고려

하여 단계 으로 교체할 경우에 상되는  잠재량인 

단계별 기술  잠재량을 제시했다. 한 재  미래의 

소매 력요 , 재  미래의 발 가격, 환경요소, 공
감소에 의한 비용 효과 인  잠재량인 경제  잠재

량을 통하여 소정 부하를 수요측면 리(DSM : Demand 
Side Management) 기기로 체하 을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각각의 비용 감효과에 한 지수를 제공하는 잠

재량 산정모듈도 나타내었다. 한 체 력의 증분비용 

는 력 공 회사가 력의 추가 공 을 해 소요되

는 비용을 산정하는 회피비용 산정 모듈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기  수요 측모듈, 잠재량 산정모듈  회피
비용 산정모듈 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메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다. 수요 측모듈, 잠
재량 산정모듈  회피비용 산정 모듈의 구동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

는 웹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평가를 한 웹 기반 수요 리 평가 시스템｣에 한 기

술이 게시된바 있다[7].
한, US Patent No(Date) : 07388364(2008.06.17)에 ｢역

변환 장치는 소비자의 기 공 에 직류 어큐뮬 이이터

로부터 공 되고 그것의 출력에 평행하게 연결되게 하

다. 측정기 소비자와 제어 장치의 속회로에서 연결되
고 측정기에 의해 제어 장치가 소비자의 에 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기 네트워크의 교류 류 터미 을 

소개 하고 있다. 여기에 기 컨서머의 피크 부하를 커버
링하기 한 부하 커버링 장치｣에 한 기술이 게시된바 

있다[4].
그리고, US Patent No(Date) : 06680547(2004.01.20)에 

｢라인 압과 재충  가능한 소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부

하에 력을 공 하여 제공되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부하가 하나로 결합될 수 있고 원 선택기 스

치에 의한 라인 압 는 재충  가능한 소스가 각각의 

부하에 커 링 된다. 로그램 가능 제어기는 부하의 력 
요구에 기 가 된 재충 이 가능한 소스의 사용 형태를 

극 화하기 해 그것의 포지션을 제어하기 한 각각의 

원 선택 스 치에 커 링 된다. 력공유시스템(Power 
Share System)은 지정된 “off-peak” 동안 그것의 재충
이 가능한 소스를 재충 할 수 있고, 정 시간 동안 부하

에 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재충 형 원을 포함하

는 력공유시스템(Power Share System)｣에 한 기술이 
게시된바 있다[3].
그러나 종래의 기술들은 입력된 데이터와 과거 축척 

데이터 등 한정된 데이터만으로 력 피크를 측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출력되는 측 데이터의 오차가 

커 실제로 용하기에는 미흡한 문제 이 있다.
본 연구는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연구로

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서 인증
된 사용자가 희망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용가별, 용도별, 
기기별 수요계획, 기간별 사용계획에 한 데이터를 입
력/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DB서버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와 일정기
간 동안 수요 측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 장  

리한다. 력동시부하율 제어부는 입력/수신된 데이터와 
일정기간 동안 수요 측데이터를 종합, 비교하여 시분할
(Time Sharing) 제어방법으로 력동시부하율을 감하

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어된 력동시부하율을 평탄화하여 력사용량을 폭 

일 수 있도록 한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을 소개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기용량정보, 보정보, 센서
정보, 사용자의 스  정보, 시분할(Time Sharing) 제어
가 가능한 기기정보, 시분할(Time Sharing) 제어가 불가
능한 기기정보, 시분할(Time Sharing) 제어가 부분 으로 

가능한 기기의 정보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된다.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 는 

력동시부하율제어부  선택되는 어느 하나에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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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으로 단말 기기의 성능 에 지가 사용되는 

역의 부하 특성인 용량과 시간 특성(시정수), 운 /정지 
특성, 사용자의 운행 특성, 시기별(년, 계 , 월, 주, 요일, 
시간), 주변 환경(주변온도), 사용자의 계획을 기 로 하여 
부하를 측하게 된다. 이 특성을 기 로 하여 제어 측 

정보를 력동시부하율제어부에 알려 주어 력동시부

하율제어부가 동시 부하율을 감하는데 효율 으로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학습시스템(Learning System)이 설치
되어 있다.

력동시부하율제어부에서 에 지 피크 부하(Energy 
Peak Load)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CAM(Cognitive Agenda Manager) 에이 트(Agent) 기반의 
지능형 모델(Intelligent Model)이 사용된다. CAM(Cognitive 
Agenda Manager) 에이 트(Agent) 기반의 지능형 모형
(Intelligent Model) 안에서 구동되는 알고리즘은, 력수

용 단기 측을 한 마코  체인 알고리즘(Markov Chain 
Algorithm)과, 력 수요 기 측을 한 시분할 알고리

즘(Time Series Algorithm), 자원 할당 알고리즘(Resource 
Allocation Algorithm)이 사용된다.
력 수요 단기 측을 해 마코  체인 알고리즘(Markov 

Chain Algorithm)은 력 수요 측을 하여 조건부 확

률 P{Xt+1 = j | Xt = i}의 Transition Probability이 사용
된다.
변환확률은 i와 j에 하여 P{Xt+1 = j | Xt = i} = 

P{X1 = j | X0 = i}, for all t = 1, 2, …, 이 성립하면 1기
(단계) 변환확률이 안정 이며, 력수요에 한 측을 

한 과거 데이터로부터의 1기, 2기, 3기의 변환확률은

Pij = P{Xt+1 = j | Xt = i}
Pij(n) = P{Xt+n = j | Xt = i}

와 같이 나타내며, n기(단계)에서의 력 수요 측 변환

확률 Pij(n)은 임의의 시  t에 상태 i에서 출발한 시스템
이 n기(시간단 ) 변환 후 상태 j에 있게 될 조건부 확률
이다.

한, 변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

i = 0, 1, …, M
j = 0, 1, …, M
m = 1, 2, …, n-1
n = m+1, m+2, …,

와 같은 Chapman-Kolmogorov Equations이 사용된다.

력 수요 기 측을 한 시분할 알고리즘(Time Series 
Algorithm)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의 결과치를 
측하는 방법으로 ARIMA(n1, n2, n3) Model을 사용한다.
ARIMA Model은, EWMA 모델을 이용하여, 

Y(t) : 측치 X(t) : 실측치
Y(t) = (1-d)X(t-1) + dY(t-1)에서 d가 0.5일 경우 <표 1>과 

같다.

<표 1> d = 0.5일 경우 X(t), Y(t)값

t X(t) Y(t)

1 20 20

2 28 20

3 16 24

4 14 20

5 11 17

6 12 14

7 16 18

8 25 17

자원 할당 알고리즘(Resource Allocation Algorithm)은 
인간이 1차 과제  2차 과제를 수행하기 해 시분할

(Time Sharing) 략을 취할 때 주의자원을 히 배분

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는 자원 할당 알고리즘(Resource Allo-
c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에 지 피크(Energy Peak) 
조정을 수행한다.

<그림 1> Overview Diagram

<그림 1>은 본 연구의 실시 에 따른 Overview Dia-
gram이고 <그림 2>는 실시 에 따른 Overview System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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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verview System Diagram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
말기(100)는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각 개별 기기기 
는 아 트 단지, 빌딩, 상가, 공장단지, 기타 공항ㆍ항만․
터미  등 일정단 의 그룹단지에 설치되어 있다. 데이
터베이스 서버(2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 장 

 리한다. 력동시부하율 제어부(300)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 수신된 데이
터와 일정기간 동안의 수요 측 데이터를 종합 비교하여 

시분할(Time Sharing) 제어방법으로 사용자의 력사용

을 제어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는 냉장고  

에어컨 등과 같은 각 기기기에 직  설치하여 기기

기 자체를 제어할 수도 있고 가정, 건물, 상가, 공장 등과 
같이 일정단 의 그룹단지로 묶어서 제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장고  에어컨 등과 같이 기기기에 사용

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설
치비용이 많이 들고 제어가 불편하므로 유사한 기 에

지를 사용하는 가정단  는 아 트 단지, 빌딩, 상가, 
공장단지 등의 일정단 의 그룹단지로 묶어서 사용자 인

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다. 
즉, 아 트 단지는 여러 세 의 단말 기기기의 형식

과 에 지 사용 방식이 유사하다. 빌딩은 조명  냉난방 
등의 유사한 단말 기기기를 사용하면서 아 트 단지 보

다는 다양한 에 지를 사용하고 있다. 상가는 조명  냉
난방 등의 유사한 단말 기기기를 사용하면서 취  품목

에 따라 열기, 냉동기들을 사용하므로 다양한 기기기
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다. 한, 공장단지와 공항, 항
만, 터미  등의 그룹단지로 묶어서 통합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는 여러 종

류의 정보가 입력될 수 있다. 로 든다면, 각종 기기
기의 기용량정보, 에어컨과 같은 온도를 제어하는 
기기기의 제어를 한 온도 정보, 일기 보 등의 보정

보, 에스컬 이터와 같이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가

하여 제어하는 기기의 센서정보, 사용자가 여행이나 이사
를 갈 경우 등 사용자의 스 쥴을 반 하는 사용자의 스

 정보, 에어컨 등의 냉방용 기기기와 같은 시분할
(Time Sharing) 제어가 가능한 기기정보, 공장시스템과 같은 
시분할(Time Sharing) 제어가 불가능한 기기정보, 시분할
(Time Sharing) 제어가 부분 으로 가능한 기기의 정보 

등 력수요 측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 

입력된 력수요 측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입력과 동시

에 통신망에 의해 DB서버에 장되고 이와 연동하여 
력동시부하율제어부로 송된다. 
인터페이스(Interface) 단말기에 입력된 테이터의 송

방법으로는 유, 무선방식이 있다. 유선방식에는 유선으로 
직  연결하는 방법으로 용 인터넷 선(Internet line)을 
이용하는 방법과 력선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무선방식에는 무선 구조(Wireless Infrastructure)와 
에드 혹 네트워크(Ad-hoc Network),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JigBee) 통신 방법이 있다. 

력동시부하율제어부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와 일정기간 동안
의 수요 측 데이터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시분할(Time 
Sharing) 제어방법을 사용하여 력동시부하율을 감하
게 한다. 
한편,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의 로

는 이동 화와 개인 휴 정보 단말기(PDA), 노트북, 타
블렛 PC, 은행에 설치된 ATM과 같은 장치, 터치스크린
으로 된 단말기 등과 같은 수단이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는 학습시스템

(Learning System(400))이 설치된다. 이 학습시스템(Learning 
System)은 사용자의 계획을 기 로 하여 부하를 측하고 

이 특성을 기 로 하여 다음의 제어 측 정보를 력동시

부하율제어부에 알려 주어 력동시부하율 제어부 가동 

시 부하율을 감하는데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학습시스템(Learning System)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 설치할 수도 있고 는 력동시부하
율제어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 수신된 데이터와 일정기간 동안 수
요 측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 장  리하는 등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에서 모든 분석 자료를 리

하는 서버 시스템으로서 수요 리 평가를 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데이터 수집  리, 데이터 분석 등이 이
루어진다.
한편, 통계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인증된 련 기   

연구소 등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경제   기술  통

계 수치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수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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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너지수급 평가 인지모델(CAM)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그림 3> Electric Simultaneous Load Factor Controller Diagram

<그림 3>은 동시 부하율 컨트롤러(Electric Simultaneous 
Load Factor Controller)의 구성도이다. 동시 부하율 컨트
롤러(Electric Simultaneous Load Factor Controller(3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100)로부터 입
력, 수신된 데이터와 일정기간 동안 수요 측데이터를 

종합, 비교하여 시분할(Time Sharing) 제어방법으로 통제
된다.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 
부터 출력되어 나오는 데이터를 통하여 동시 부하율 컨

트롤러(Electric Simultaneous Load Factor)는 에 지를 

감하도록 통제하게 된다. 
<그림 4>는 에 지수  평가 인지모델(CAM) 시스템

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력동시
부하율 감시스템의 력동시부하율제어부에서 에 지 

피크 부하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CAM(Cognitive Agenda Manager)라는 에이 트(Agent) 기
반의 인지 모델 구조(Architecture)를 사용한다. 

에이 트(Agent)란, 실제 시스템을 표하는 지  객체 
지향 소 트웨어 모듈로서 시스템 상태(Instance Variable) 
와 시스템 행 (Method)를 가지고 있으며 추론 문가 시

스템의 실행모듈로 사용된다. 
CAM은 인간의 인지행 를 측하기 해 제안되었으

며 랫폼-독립 (Platform-independent)이며 인터넷 환경
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객체 지향 언어인 JAVA를 이용하
여 구축된다.
개발 모델을 구성하는 에이 트(Agent)는 6개가 있다. 

(1) 시스템 환경의 정보들로 구성된 인간 기계 시스템
(HMS : Human Machine System) 에이 트(Agent), (2) 시
스템 사용자들의 지각, 행동  인지 차를 나타내는 행  
에이 트(Agent), (3) 평가 안들로 구성된 자원 에이
트(Agent), (4) 실제 사용자 직무들과 력분배 로세스
인 아젠다 에이 트(Agent), (5) 아젠다 에이 트(Agent)를 
구성하고 있는 목표 에이 트(Agent), (6) 기능 에이 트

(Agent). 아젠다 정보를 나타내는 Web based 사용자 인터
페이스와 기타 평가를 한 지원 모듈로 구성된다. 
평가 요소, 의사결정 가설  결과에 한 내용은 지식

기반 리 시스템(KBMS : Knowledge Base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지식기반(KB : 
Knowledge Base)을 JAVA와 연동시켜 화면에 나타낸다. 

CAM(Cognitive Agenda Manager) 에이 트(Agent) 기반
의 인지 모델 안에서 구동되는 알고리즘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개의 력수용 단기 측을 한 마코  체인 

알고리즘(Markov Chain Algorithm)과 력수요 기 측을 
한 시분할 알고리즘(Time Series Algorithm)과 마지막
으로 에 지 자원을 할당하는 알고리즘(Resource Allocation 
Algorithm)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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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mparison of Peak Rate using Electric Simultaneous Load Factor Controller

<그림 5> Resource Allocation Model Diagram

<그림 5>는 자원 할당 알고리즘(Resource Allocation 
Algorithm)을 나타낸 도면이다. 자원 할당 알고리즘(Re-
source Allocation Algorithm)은 인간이 1차 과제  2차 
과제를 수행하기 해 시분할(Time Sharing) 략을 취

할 때 자원을 히 배분하여 사용하고 이때 사용하는 

자원 할당 알고리즘(Resource Allocation Algorithm)을 이용
하여 에 지 피크 통제(Energy Peak Control)를 수행한다. 
이러한 자원할당 모델은 희석이론에 기 하여 정보의 

병목 상을 처리용량의 한계로 모형화한 주의용량이론

으로 제안되었다[2].
2001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인지공학  평가모델에 

한 연구이론[2]에 따르면 주의를 집 하는 데는 인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제한된 주의 용량을 가지

고 있어서 걷는 것과 같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주의 용량이 게 필요한 반면 컴퓨터 게임과 같이 통제

된 과정들은 많은 주의용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의 용량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의미를 더 많

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입력 정보의 선택은 주의용량에 

따라 가변 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 할당 알고리즘(Resource Allocation Algo-

rithm)을 활용하여 력 피크에 한 조정  할당을 제어
하게 된다.  

<그림 6>은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 용시 부하

율 비교도면이다. 2개의 기기기의 기 에 지 소비패

턴이 비슷한 경우 본 연구에 따른 력동시부하율 감

시스템을 사용하여 소비 패턴의 시작을 달리하면 력동

시부하율을 반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림 7>은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과 기존방법을 

비교한 개략도이다. 기 에 지를 필요로 하는 일반의 

단말 기기기는 사용자의 요구나 세 에 의하여 제어기

가 계산하여 제어 출력을 단말 기기기에 주어서 운

하게 된다. 그러나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은, 제어
기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까지는 동일

하나 이 정보가 곧바로 단말 기기기를 운 하게 하지 

않고 동시부하율 감시스템으로 보내면 력동시부하

율 감시스템은 다른 단말기 기기기의 운 정보와 기

타 정보 등을 토 로 계산되어 승인을 받고 실행하는 것

과 같이 제어신호를 수정하여 단말 기기기가 운 되도

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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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mparison Diagram of Traditional Method and 

Electric Simultaneous Load Factor Controller

아래의 <표 2>와 <그림 8>은 12개의 에 지 소비처에서 
기기기를 ON/OFF로 사용할 때를 가정하여 에 지의 

사용을 60분 동안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오 셋

(분)은 기 에 지를 사용하기(ON) 시작하는 시간차를 
보여주며 시스템 동작은 ON(분) 동안 운 하다가 OFF
(분) 동안 정지하게 하 다. 

<표 2> 룸별 에너지 소모량 Data

(단위 : kw)

룸 이름 A B C D E F G H I J K L

ON(분) 3.0 3.0 5.0 3.0 7.0 4.0 9.0 3.0 6.0 9.0 9.0 8.0

OFF(분) 3.0 4.0 5.0 7.0 8.0 3.0 4.0 5.0 2.0 6.0 8.0 2.0

에 지 3.5 4.0 4.0 6.0 3.5 9.0 5.0 7.0 5.0 9.0 8.0 6.0

Offset(분) 0.0 2.0 1.0 2.0 5.0 3.0 4.0 0.0 3.0 2.0 7.0 5.0

<그림 8> 룸별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림 9> 전체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림 9>의 그래 는, 에 설명한 기 에 지 소요

량을 시간 별로 합한 체 에 지 소모량( 랑색 선)과 
그 평균인 체 에 지 평균 소모량(빨강선)을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 그래 에서 60분 동안의 에 지의 평균은 

38.1이고, 최 값(첨두부하)은 62.1이며, 최소값은 19로 
최 값은 평균값의 62.7％나 큰 값이다. 
따라서, 12개 룸의 기기기의 ON/OFF 제어를 시분할

(Time Sharing) 제어 방법으로 통제하여 최 값(첨두부
하)을 평균값까지 낮출 수만 있다면 력설비의 용량이 
62.7％나 감소할 수 있어서 력 설비의 시설비 약과 
력 손실( 력 설비 용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을 일 수 있는 이 이 있으며 평균값까지 기 에 지 

소요량을 일 수는 없지만 평균값에 근 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력동시부하율 감시스템은 인증된 사용자가 희망하

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용가별, 용도별, 기기별 수요계획, 
기간별 사용계획에 한 데이터를 입력/송수신할 수 있도
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와 인터
페이스(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수신된 데이터와 
일정기간 동안 수요 측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 장 

 리하는 DB서버는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수신
된 데이터와 일정기간 동안의 수요 측 데이터를 종합, 
비교하여 시분할(Time Sharing) 제어방법으로 력동시부
하율을 감하도록 한다. 제어신호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단말기로 출력하여 사용자의 력사용을 
제어하는 력동시부하율 제어부는 력동시부하율을 평

화하여 력사용량을 폭 일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가정의 에어컨을 제어하고 싶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에 에어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겠다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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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데이터는 유, 무선 인터넷망을 통하여 DB서버로 
송된다. DB서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말기로부
터 입력된 데이터와 함께 수요 측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 장  리한다. 
그리고 연동하여 력동시부하율제어부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와 일정기간 동안의 수요 측데이터 종합, 비교하여 시
분할(Time Sharing)제어방법으로 력동시부하율 감 제

어신호를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단말기로 보
내어 가정 내의 에어컨을 제어함으로써, 력동시부하율

을 감할 수 있게 한다. 
가정의 에어컨 제어를 를 들어 설명하 으나 아

트 단지, 빌딩, 상가, 공장단지, 공항, 항만, 터미  등도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향후 실험 단
지를 선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

을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리

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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