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9, 20(2), 283–292

사용량 패턴분석을 통한 패턴분석 DR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강중철1 · 이현우2

1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 2(주)한국신뢰성기술서비스

접수 2009년 1월 16일, 수정 2009년 2월 24일, 게재확정 2009년 3월 7일

요 약

최근 전반적인 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력사용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한국전력에서도 기본요금의 12개월 연동제를 실시하여 전기요금을 피크전력 중심으로 대폭 인

상하여 전력사용 수용가의 최대 수요전력을 억제하는 요금정책을 시행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중의 하나인 DR프로그

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CBL방법을 실제 전력 사용량의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효율적인 DR프로그램의운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용어: 가격중심시장운영, 계통한계가격, 기저부하, 수요반응, 첨두부하.

1. 서론

최근 전 세계 모든 산업분야의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영향으로 전력에너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전력공급 안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주)한국전

력(KEPCO)에서는 기본요금의 12개월 연동제를 실시하고 전기요금을 피크전력 중심으로 대폭 인상

하여 전력사용 수용가의 최대 수요전력을 억제하는 요금정책을 시행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효율적인대응전략을수립시행하고있다.

또한 정구형 등 (2004), 박종근 등 (1999) 및 Soft (2001)는 전력거래 시장도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전력공급량과 요금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그대로 도입하여 매 시간마다 해당 시간의 시장 환경

에따라변동되는경쟁적전력시장으로의이행으로인해전력산업환경전반에걸쳐근본적인변화가예

상될것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 시장 환경변화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전력회사들은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고, 특히 전력시장과 연동하여 수요측의 능동적 부하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지향적인 수요관리기법

중 하나인 전력수요반응(Demand Response : DR)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전력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고 첨두부하시의 전력수급불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전력산업에서 수요반응프로그램의 시스템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근 들

어전력산업의선진각국에서는이러한시스템운영을통한효율적인전력공급을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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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등 (2005)은 최근 들어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

이고집역적으로나타내고, 이들을지표화할수있는다양한통계방법들이연구되고있다고언급하였으

며, Lee (2008)는 IT 시장에서 통계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력시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

할수있는연구가필수적이기에본연구에서는국내대수용가에대한전력사용량의분석을통해수요반

응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기저부하(Customer Baseline: CBL) 산출방법에 대하여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출방법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전력산업 환경에서 적

용 가능한 CBL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12만여 대용량수용가의 15분 Load Profile를 사용하여 전력소

비패턴을분석하였으며, 이러한패턴에적합한수요반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수요반응(Demand Response)

2.1. 수요반응의 개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오랜 동안 사실상 공기업 수직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수직적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1년 4월 제 1차 전력산업구

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정부가 지배주주인 한전이 하류 세 부문에서는 완전한 독점이었으며, 수

직적구조의최상단에위치한발전부문에서도독점에가까운지배력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과거와는 달리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6개의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력거래시장이 등장하였다. 전력거래시장을 개설하면서 거

래시장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현재의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력거래 조건을 결정

하는 특정한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주 검토대상인 CBP (Cost Based

Pool)제도이다. 한편 거래소는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기능과 함께 계통운영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

었다.

전력 거래시장 에서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으로서 CBP 제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발전업체간의가격경쟁을배제하고, 발전업체들이제출한회계자료, 비용함수의특성및입찰

용량에 관한 정보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을 한다. 둘째, 시장을 다시 “용량시장”과 “변동비시장으로 불리

는 실제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수직적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자원배분을 정한다. 셋

째, 각 발전기의 발전연료에 따라 일반발전기(첨두 발전기)와 기저발전기로 구분하고 다른 가격을 적용

한다. 각 발전업체는 발전에 수반되는 변동비를 신고하며, 거래소에서는 신고 된 변동비가 회계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검증하며, 검증을 거친 변동비를 각 발전기의 실제변동비로 간주하고, 이에 입

각하여 각 시점에서 발전에 참여할 발전기를 정한다. 각 시점에서 변동비시장의 시장가격은 발전에 참

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효율적인 발전기의 변동비수준에서 결정된다. 한편 각 발전업체는 매시점마다

가동할수있는발전설비와그용량을신고하는데, 거래시장의단일구매자인한전은각발전업체에대하

여발전설비를갖추고, 이를가동가능한상태로유지하는데대하여별도의가격을지불한다.

제2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동비반영시장에서는 아래 그림 2.1과 같이 석

탄화력, 원자력발전기로이루어진기저발전기와그외의일반발전기로구분하여시장을운영하고있다.

시장가격은 한계가격과 용량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량가격은 시간대별로 공급 가능한 용량을 입

찰한 발전기에 대해 시간대별, 계절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비용이 한계가격이 된다. 기저발전기가 전력

을 공급하는 기저시장의 시장가격이 기저한계가격(BLMP, Base Load Marginal Price)이 되고 그 외

일반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시장의 시장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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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MP 가격 결정 방식 예

일반적으로 On-Peak(첨두부하)에 주로 사용되는 LNG의 생산원가는 타 발전기에 비해 현저히 비싸

기 때문에 일반 시장원리에서와 같이 전력거래 시장이 운영될 경우 관련 발전회사는 언제나 적자에 허

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력시장의 특징이다. 따라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사와 같은 선진 전력시장

에서는 전력요금 자체를 On-Peak에 사용되는 요금을 비싸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사용되는 가격을 저

렴하게 함으로써 On-Peak Time에서의 사용을 Off-Peak로 유도하는 Real Time Price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의 모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Peak 시간대에 제품을 생산해서 벌어들이는 이

윤보다는 지불해야하는 전력사용요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Peak 시간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생산라인 이

외는 가동을 중지하고 Off-Peak 시간대에 생산을 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일관된 전력요금 정책에서 탈피해서 수용가로 하여금 전력

사용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On-Peak에서의 전력사

용을자제하고, 전력생산원가가비교적저렴한석탄만으로전력이수급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 DR

프로그램이라고한다. 수요응답은결국 On-Peak 시간대에요금을비싸게책정함으로써자연스러운절

전을 통한 고가의 LNG발전을 줄임과 동시에 기존의 사용패턴에서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

도를동시에도입함으로써전력예비율증대및생산원가절감이주된목적이다.

2.2. CBL

DR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BL이다. 일반적으로 DR에서의 정산은

DR운영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참여 전에 사용하던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절

감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DR의 효과분석

과사용요금계산의주요척도로활용되기때문에 CBL을얼마나정확히계산하느냐가효율적인 DR 운

영의성패를좌우할수있다고보아도무리는아닐것이다.

일반적으로 DR은 부하조절이 필요한 시점(Peak Time)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수용가에게 공지하여,

DR에 참여 의사를 묻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전력사용은 토, 일, 공

휴일의 경우 전체적인 전력사용량이 평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CBL계산은 토, 일, 공휴일 및 DR

프로그램 참여로 혜택을 받은 날을 제외한 이벤트(DR 프로그램 시행)일과 유사한 10일을 대상으로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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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2006) 및 관련 선진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CBL방법으로

3-Day Baseline, Utility Coincident 3-Day Baseline, 5-Day Baseline, 8-Day Baseline, 8-Day Adjusted

Baseline, 10-Day Baseline, 10-Day Adjusted Baseline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계산 방식과 각 방법에

대한설명은아래표와같다.

표 2.1 CBL 계산방법

CBL 계산방법 설명

10-Day Baseline 일련의 유사한 모든 10일에 대해 시간별 전력사용량 평균

10-Day Adjusted Baseline 10-Day baseline과 동일하게 유사한 10일 평균에 기초하지만

일련의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스칼라 조정을 적용.

즉, 조정비율 × 10-Day baseline

단, 조정비율 = (이벤트 통지일의 평균 부하)/(10일의 동일 시간 동안 평균 부하)

3-Day Baseline 유사한 10일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았던 3일의 평균

Utility Coincident 3-Day Baseline 3-Day Baseline과 유사하나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해

동시에 발생하는 부하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3일을 선택

8-Day Baseline 유사한 10일 중 중간 8일의 평균(가장 높은 날과 낮은 날 제외)

8-Day Adjusted Baseline 8-Day baseline과 동일하게 유사한 10일 중 8일 평균(가장 높은 날과

낮은 날 제외)에 기초하지만 일련의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스칼라 조정을 적용.

즉, 조정비율 × 8-Day baseline

단, 조정비율 = (이벤트 통지일의 평균 부하)/(8일의 동일 시간 동안 평균 부하)

5-Day Baseline 유사한 10일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았던 5일의 평균

상기 표 2.1에서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량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각 전력사와 운영

방식및전력사용패턴에따라정확도가서로달라질수있으나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1. 3-Day Baseline 방법은 유사한 10일 중 전력사용량이 많은 3일의 평균에 기초하므로 고객 Base-

line과프로그램효과를상당히과대평가함

2. 10-Day Baseline은 이벤트가 보통 때보다 높은 부하/온도 일 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

면이벤트일의실제부하를과소평가할수있음

3. Utility Coincident 3-Day Baseline, 8-Day Baseline, 10-Day Baseline은 3-Day Baseline과 10-

Day Adjusted Baseline 방법을통한결과의범위에포함됨

4. 미 캘리포니아 전력사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10-Day Adjusted

Baseline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방법은 Baseline을 증

가시키기 위해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절체 직전 또는 이벤트 응답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Base-

line의왜곡을초래할수있다.

3. 국내 전력사용량 특징

CBL 계산방법은 전력사용량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력사용에 대한 패턴 분석은

다른 내용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전력사용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제 한전에서 운영하는 AMR(Auto Meter Reading)시스템의 12만여 대용량 고압수용가의 15분 Load

Profile를 바탕으로 사용량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수용가중 각 산업특성 및 계약

특성별 분포를 고려한 300여개 수용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계절적 요인 및 온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위하여 2007년 1, 2, 4, 5, 7, 8월의 Load Profile를추출하여전력사용패턴분석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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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체 전력사용량 특성

각 시간대별로 우리나라 대 수용가가 소비하는 전력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12만 대수용가의 사용

량에 대한 총합을 15분 단위로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아래 그림 3.1과 3.2와 같은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1월과 7월의 사용량을 DR운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 일요일과 공

휴일을 제외한 각 일별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림이다. 1년 동안 각 월별분석 결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

이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DR운영의 가장 중요한 1월과 7월 내용만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있다.

  

그림 3.1 1월의 일별, 시간대별 총 사용량 패턴그림 그림 3.2 7월의 일별, 시간대별 총 사용량 패턴

1. 일반적으로 주 업무 시작 시간인 9시를 시작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12시부터

14시(점심시간대)까지는 감소현상을 보이며, 퇴근 시간 이후인 18시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보인다.

2. 그림 3.1과 그림 3.2의 원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다음날 10시 이전이 다른 요일의 동일 시간대

에비해현저히낮게나타나고있다.

3. 일반적으로 전체 전력사용량은 그림 3.3과 같이 하계 휴가 기간인 7월말에서 8월 초를 제외한 여

름의 전력사용량이 봄과 겨울의 전력사용량에 비해 높고, 그림 3.4와 같이 온도와 사용량과의 관

계를 나타내는 산점도 그림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사용량이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이는 환경요인(온도, 습도, 불쾌지수)과의 관계분석 결과 환경요인과 전력사용량과의 비례

관계로판단하기는어려울정도로그차이가미약하다.
 

  
그림 3.3 계절별 전체 전력사용량 비교그림 그림 3.4 사용량과 온도와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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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절적 특징은 휴가철이 집중되어 있는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8월 21일부터 8월 28일사이에전력사용량이급격히증가하는하절기 Peak 시점이나타난다.

3.2. 산업특성별, 계약특성별 전력사용량 특성

전체산업특성과계약특성별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대체적으로 전체사용량의 특징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산업군의 경우 산업특성에

따라고유의특징을보이고있다.

2. 예를들면대형빌딩과같이일반적인업무시간에는많은사용량을보이다가이외의시간에는기

본적인 전력만을 사용하는 특징을 갖는 분류, 24시간 전력사용량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특징

을갖는분류, 교대근무의특징을보이는분류등으로정리된다.

3. 계절적특징은대체적으로전체사용량의특징과동일하게휴가철이집중되어있는 7월말부터 8월

초 사이의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특징이 있으며, 8월말에 하절기 Peak 시점이 나타난다. 또

한계절별생산품목및생산설비가동율에따라계절적특징을보인다.

4.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특성별 및 계약특성별로 전력사용 패턴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사용량 패턴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환경요인(온도, 습도, 불쾌지수)과 전력사용량과의 비례관

계를판단하기는어려울정도로그차이가미약하다.

3.3. 수용가별 전력사용량 특성

CBL 계산을 위해서는 전체 고객에 대한 사용량인 총사용량, 혹은 산업특성별, 계약특성별 사용량 보

다는고객마다보유하고있는사용량패턴을분석하여야한다. 전체고객중에서산업특성, 계약형태등

을고려하여 12만대수용가중에서 300여개의표본을추출하고추출된각수용가별로분석한결과

1. 각 수용가별 전력사용량 특성은 일반적인 업무 시간 특성을 나타내는 수용가와 24시간 전력사용

량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용가, 교대 업무 등 그 수용가만의 특유의 전력사용량 패턴을 갖고 있

는수용가집단으로분류할수있다.

2. 각 수용가별 계절적 특성은 여름휴가 기간 특성이 나타나는 수용가, 하절기 Peak 시점이 나타나

는수용가, 그리고겨울전력사용량이여름전력사용량보다많은수용가로분류된다.

3. 각 수용가별 전력사용량과 환경요인과의 관계분석 결과 온도 혹은 불쾌지수가 전력사용량에 영향

을미치는수용가도존재하지만함수관계를찾을정도의유의성은갖고있지않다. 다시말해일

반 가정의 경우 온도와 전력사용량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온도나 불쾌지수 보

다는가족수, 생활패턴등다른요인에의한영향이더큰것으로판단된다.

4. 대체적으로대부분의수용가는수용가별로거의동일한패턴즉, 수용가간의차이는있을수있으

나동일수용가는대체적으로동일한패턴으로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의 사용량은 요일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24시간 사용하는 패턴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의 경우 제품생산 일정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는 수용

가도있다. 이경우사용패턴보다는제품생산일정이더큰요인으로작용한다.

그림 3.5와 그림 3.6은 두 수용가의 2007년 8월 사용량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수용가별로 사용량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가구별로 매일 동일한 사용 패턴은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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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수용가A의 8월 패턴그림 그림 3.6 수용가B의 8월 패턴

3.4. 국내 전력사용량 분석을 통한 CBL 적용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2006)는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CBL방법 중에서 대체적으

로 10-Day Adjusted Baseline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성을 찾기

위하여 3-Day Baseline, 5-Day Baseline, 8-Day Baseline, 10-Day Baseline 각 방법에 따라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본논문에서는분석한 300여개수용가에대하여상기네가지방법에대한결과를모두기

술할수없어그결과만제공한다.)

본 분석을 위해서 300여개 수용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계절적 요인 및 온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2007년 1, 2, 4, 5, 7, 8월의 Load Profile과 CBL각 방법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DR 이벤트와 관련하여 선택된 유사한 10일의 전력사용량과 DR 이벤트 발생 시점의 실 사용량이

거의 일정하여 전력사용 편차가 크지 않으면 4가지 계산방법(10-Day Baseline, 3-Day Baseline, 8-Day

Baseline, 5-Day Baseline) 모두 큰 차이가 없으며, 일별 전력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 혹은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수용가는 3-Day Baseline 방법 혹은 5-Day Baseline 방법이 보다 정확하게 계

산되는 특징이 있으며, 일별, 시간별 전력사용량이 증감을 반복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수용가는 10-Day

Baseline 방법혹은 8-Day Baseline 방법이보다정확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력사용량과 DR 이벤트 발생 시점의 실 사용량이 거의 일정한 수준이지만, DR 이벤트

와 관련하여 선택된 유사한 10일 중 전력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한 날들이 존재하면, 3-Day

Baseline 방법 혹은 5-Day Baseline 방법이 보다 정확하고, DR 이벤트 발생 시점의 실 사용량이 DR

이벤트와 관련하여 선택된 유사한 10일의 전력사용량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하면, 선정되는 CBL 계산방

법에 차이가 발생 즉, DR 이벤트 발생 시점의 실 사용량이 유사한 10일 중 3-Day Baseline 방법 혹

은 5-Day Baseline 방법과 관련되어 선택된 날들의 전력사용량보다 적으면 10-Day Baseline 방법 혹은

8-Day Baseline 방법이 보다 적합하고, 반대로 많으면 3-Day Baseline 방법 혹은 5-Day Baseline 방법

이보다정확한결과를보이고있다.

국내 전력사용량 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전체 전력사용량과 환경요인(온도, 습도, 불쾌지수)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Peak 시점은 8월 하순에 존재하였다 또한 산업특성이나 계약형태

등을 고려하여 전력사용량 분석결과 이들을 몇 개의 그룹(여름휴가군, 하계피크군, 겨울피크군 등)으로

나눌수있다.

최적의 CBL을 분석하기 위하여 DR 이벤트 시점을 하계 사용량이 Peak에 이르는 8월 28일 10시 12

시와 임의의 시점 5월 30일 10시 12시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각 시간대별

로 계산된 CBL값과 실제 사용량을 이용하여 각 방법별로 MSE를 계산하였다. 아래 표 3.1은 임의의

수용가 10개를 선정하여 각 방법의 MSE를 비교한 것이다. 4가지 계산방법(3-Day Baseline, 5-Day

Baseline, 8-Day Baseline, 10-Day Baseline)을 적용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10-Day Baseline 혹은 8-

Day Baseline 방법이적합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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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BL방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MSE 값

8월 28일 이벤트 시점의 CBL 5월 30일 이벤트 시점의 CBL

수용가 10-Day 3-Day 8-Day 5-Day 10-Day 3-Day 8-Day 5-Day

번호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수용가 1 37.56 74.58 39.75 64.12 103.48 184.59 104.69 160.66

수용가 2 1.85 6.36 1.92 4.02 3.60 4.97 3.76 2.94

수용가 3 13.15 24.93 12.64 21.41 5.55 16.45 5.42 12.59

수용가 4 4.95 19.61 4.77 15.16 20.28 9.06 20.94 11.21

수용가 5 26.49 113.95 27.25 87.44 83.45 141.39 79.44 109.81

수용가 6 586.09 1058.38 573.76 907.46 180.77 473.73 133.94 334.86

수용가 7 19.32 29.39 19.42 26.63 7.80 15.62 8.44 11.10

수용가 8 48.30 84.09 50.77 73.06 53.31 112.05 50.72 93.82

수용가 9 674.31 1081.34 667.19 958.59 137.38 127.05 116.92 94.87

수용가 10 56.07 110.51 58.84 93.68 261.83 75.18 272.69 150.78

4. 결론 및 운용방안 제안

산업군별이나 계약종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수용가에서는 Peak Time대에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DR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이 가격정책이지만, Peak Time대에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으면 DR에 참여할 수 있

는수용가는많지않아 DR프로그램의효용성이크지않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 국내 여건을 고려할 경우 효율적인 DR프로그램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의 전

개가이루어져야한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계 휴가절전 방식을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방법이다. 현재 하계휴가절전 방식은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

하여 실제 사용량과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수용가에 대하여 실시간 계측장비가

갖추어 진다면 특정기간동안 절감량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실제 절감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야한다.

둘째, 수용가가 전체적으로 해당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에 대한 제한적

절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계측장비가 제공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빌딩의 경우 대부분

자동제어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 Peak Time에도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

동제어 장치와 상관없는 조명의 밝기를 조정하거나 에어컨의 강도를 조정하고 이를 계측함으로써 실제

절감량을확인하고이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해주어야한다.

셋째, 일반 가정의 경우 대수용가와는 달리 작은 인센티브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나 계측 장

비를 해당 가정에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지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계측장비의대량생산등을통한원가절감을통해일반가정에서의 DR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넷째, DR 프로그램은 일종의 CRM(고객관계관리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금융이나 통신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CRM에서는 무엇보다도 부가서비스

를강조하고있다. 따라서 DR프로그램에서도제공해줄수있는부가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발하여제

공함으로써참여율을높이는것이우선적이며장기적으로수행되어야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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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stable electric power supply is threaten by the rapid development of

all the industries consuming a lot of electric power, thus KEPCO is trying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is circumstance of uprising power consumption by

running the efficient and flexible 12-month’s price policy for the base price and raising

the electric power price remarkably in peak power consumption period to suppress the

maximal power demand of consumer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

the method calculating hourly CBL based on the hourly amount at non-event using

the pattern of the amount of power consumption and propose the operation method of

DR Program.

Keywords: CBL, CBP, demand response, peak time, SMP.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NURI.
1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E-mail: jckang@deu.ac.kr
2 Director, Korea Reliability Technology Service, Cubit Building 3rd F., 80-7 Ogeum-dong, Songpa-gu,

Seoul 135-858,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