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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체 수요반응의 결과를 측하는데 필요한 개
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를 해,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결정이 투자결정 문제가 유사함을 보이고, 수요
반응의 결정에 있어서도 투자결정 문제에서 험선호 성향에 따라 수익
과 험 사이에서 개별 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유도할 때는 수요반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력사용
량 조정이 잘못된 결정일 확률을 고려하 고, 험선호 지수라는 라미
터를 정의하여 일반 인 식으로 수요반응 모델을 표 하 다. 마지막으
로, 시뮬 이션을 통해 험선호 지수 R의 값에 따라 수요반응의 력
요  감소 효과와 변동성이 달라짐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모델을 이
용하면 체 수용가의 총 수요반응을 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
과는 수요반응 제도 시행을 한 장비투자 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 
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기존 력망은 모든 력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 으로 설계되었
다. 그러나, 산업이 발 하고 력수요가 증 됨에 따라, 력망의 안정
 운용을 한 수요측의 역할, 즉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 강조

되고 있다. 수요반응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1][2]. 첫째로, 수용가는 력
가격이 비싼 시간 의 력수요를 조정함으로써 력요 을 일 수 있
다. 둘째로, 력수요가 조정되면 피크 력수요가 작아지므로, 력망의 
안정성과 발 의 효율이 증 된다. 마지막으로, 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개선되어 발 역의 독과  시장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반응의 효과를 최 한 달성하기 해서는 수요반응으로 
조정되는 력수요를 일정 수 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요반응은 사회경제  조건, 기상 조건, 기장치 보유 
황, 생활 습  등 추상 인 여러 가지 요소들에 향을 받으므로[3] 

수요반응의 결과를 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험회피라는 기본 인 성향을 고려하여 력요 을 
이고자 하는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체 수요

반응의 결과를 정량 으로 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개별 수요반응 모델의 가정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
다.
∙ 력가격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는다.
∙ 력가격의 통계  정보(평균, 분산)가 개별 수용가에 알려진다.
∙ 재 시 의 력가격이 개별 수용가에 알려진다.
∙ 수요반응 이 과 이후의 총 력사용량은 동일하다.
∙ 개별 수용가는 험을 회피하면서 효용을 최 화하고자 한다.

  스마트그리드의 도입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달에 한 두 번
째와 세 번째 가정은 일반 으로 성립한다. 네 번째 가정에 해서는 수
요반응으로 인해 력사용 계획이 조정되면 효율 등의 변화로 인해 총 
력사용량이 변화될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력사용량 자체에 비해 작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경제분야에서 사용되는 일
반 인 사람의 성향에 한 가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력가격은 한쪽
으로 길게 늘어진 로그정규분포라는 연구를 보면[4] 첫 번째 가정은 
실과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의 목 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미터화된 일반 인 식으로 표 된 모델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간단

한 식으로 표 가능한 상기 가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시뮬 이션
에서 수요반응의 결과를 살펴볼 때는 실제와 유사하게 로그정규분포를 
이용할 것이다.

 

<그림 1> 위험회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수요반응 결정

  2.2 투자결정과 수요반응 결정의 유사성
  력요 을 이고자 하는 개별 수용가의 일반 인 략은 력가격
이 높은 시간 의 력사용을 이고, 가능하다면 력가격이 낮은 시간
로 력사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 다면 얼만큼의 력사용을 이

거나 조정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 를 들어, 특정 시간
에 40kWh의 력사용이 정되어 있고, 해당 시간 의 력가격은 
2000원/kWh이고 다음 시간 의 력가격은 평균이 1000원/kWh이고 분
산이 500인 정규분포라고 하자. 일견 모든 력사용을 다음 시간 로 옮
기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시간 의 력가격은 확률 으로 
결정되므로, 그러한 결정이 잘못될 확률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 생활의 투자결정 문제에 그 로 나타난다. 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하는데 A상품은 확정 으로 5%의 수익이 발생하
고, B상품은 확률 인데 그 값은 60%의 확률로 20% 수익, 40%의 확률
로 0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자. 투자자의 최  결정은 무엇일가? 이 문
제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용되는 최  결정은 없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최 의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최  결정은 투자자의 성향
을 라미터로 하는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수요반응의 력사용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투자 문제와 유
사하게 개별 수용가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험회피 정도를 개별 수용가의 성향으로 생각하여, 개별 수
용가의 수요반응을 험회피 정도를 라미터로 하는 식으로 표 할 수 
있게 된다.

  2.3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
  수요반응에 있어서 수익은 력요  감소액이고, 험은 력요  감
소액의 변동성, 즉 분산 는 표 편차로 볼 수 있다. 시간 t=k인 시
에서의 정된 력사용량을 Q, 력가격은  라 하고, 다음 

시간 t=k+1 시 에서의 력가격  은 평균이 , 표 편차는 인 

정규분포라고 하자. 그리고, 수요반응으로 D만큼의 력사용량을 다음 
시 인  t=k+1로 옳긴다면, 력요  감소액의 기 값은

cos 
 cos  cos  
⋅⋅  ⋅
⋅

             (1) 

 이 되고, 분산은

c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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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조정된 력사용량 D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 값은 커지지만 
그에 따라 분산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험회피 성향이 큰 수용
가는 조정되는 력사용량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고, 험선
호가 큰 수용가는 상 으로 큰 값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와같이 고
험-고수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요반응의 결과와 험회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력사용량 조정의 형태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포물선은 효용함수를 의미하고[5], 험회피 정도가 클수록 가 르게 증
가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력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력을 조정하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
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 
 




              (3)

여기서

 

 
  

 





  

이다. 만일 잘못된 결정일 확률과 반비례하여 력사용량을 조정하는 것
으로 하면,

   

 




  
 




              (4)

이 된다. 여기서  은 력사용량 조정 비율을 의미한다. 식 (3)

은   인 경우에 0.5가 되는데, 력가격이 평균과 같으면 수요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므로,   일 때   이 되고,  ∞일 

때   이 되도록 조정하면, 식 (4)는

  ⋅
 




  
  

                 (5)

이 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수용가의 험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라미터
를 R이라 하면, 식 (5)를 다음과 같이 일반 인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6)

여기서 R은 식 (5)의 을 포함한 값으로서, ≥이다. 이면 
  이므로, 험을 완 히 회피하여 수요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면   이므로, 약간의 가격 변화에도 민

감하게 수요반응이 일어남을 의미하게 된다. 반 로 재시 의 력가
격 가 평균 보다 작은 경우에는 앞선 유도과정과 유사한 방법을 통

해  일정 비율 만큼 력사용을 앞당기는 것으로 해석하여 을

                (7)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개별 수용가의 험선호 지수 R에 따라 수요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이 k=1부터 k=17까지의 3가지 유형의 
수요에 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력가격은 PJM의 2008년 1년 동안의 매시간 력가격 자료를 이용
하 다. 가격분포와 유사하게 평균은 7.2 cents/kWh, 분산은 14.92 인   
로그정규분포를 통한 난수값을 력가격으로 사용하 다. 다음은 시뮬
이션 방법이다.
     10 Iterations:
        100 Iterations:
            (1)Generate random electricity price;
            (2)Compute demand response for each load;
            (3)Compute cost of electricity consumption;
            (4)Compute cost benefit
            (5)Compute mean of cost benefit;
            (6)Compute standard deviation of cost benefit;

  시뮬 이션 결과를 표 1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험선호 지수 R의 
값이 커짐에 따라 력요 의 감소도 커지지만, 표 편차도 같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반응에서도 수익과 험(표 편차) 사이에 
trade-off가 발생하고, 개별 수용가의 결정을 험선호 지수 R이라는 
라미터를 이용하여 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R값에 따른 시행횟수별 전력요금 감소량 및 표준편차

Load

{R}

Load 1

{0.1, 


, 10}

Load 2

{0.1, 


, 10}

Load 3

{0.1, 


, 10}

평균
{-79.27, -226.3,
 -233.7}

{-102.9, -285.8,
 -292.4}

{-72.71, -207.4, 
 -211.7}

표
편차

{70.74, 145.4,
 168.2}

{96.46,  198.6,
 225.2}

{71.8, 177.7,
 198.2}

<표 1> R값에 따른 평균 전력요금 감소량 및 표준편차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체 수요반응의 결과를 측하는 기본이 되는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모델을 제시하 다. 개별 수용가의 수요반응 결정이 
투자결정 문제가 유사함을 보이고, 수요반응의 결정에 있어서도 투자결
정 문제에서 험선호 성향에 따라 수익과 험 사이에서 개별 인 결
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험선호 지수 R을 정의하여 개별 수용가의 수
요반응 모델을 유도하 다. 그리고, 시뮬 이션을 통해 R의 값에 따라 
수요반응의 력요  감소 효과와 변동성이 달라짐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모델을 이용하면 험선호 지수 R의 분포를 통해 체 수
용가의 총 수요반응을 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는 수요반응 
제도 시행을 한 장비투자 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 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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