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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developed to Energy Balance Flow show the flow of total energy resource be used nationally.
The Energy Balance Flow is applicable of demand management factor through the analysis of foreign energy model of
supply and demand and energy statistic data in the country. This study is based on and developed to Energy system
management model is able to appraisal efficient of energy cost cutting, CO2 emission reduction and Energy saving at the
national level calculated effect reached amount of primary energy to change of energy flow followed application of
demand side management factor is able to appraisal quantitatively at the total energy to model of demand and supply.

Key Words : Demand management, Energy balance flow, Reference Energy System(RES),
Energy System Management(ESM), Integrated demand management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을 통한 환경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에너지 사용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경우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의
하나이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이와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관
리는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2] 에너지 사용 절
감을 위한 수요관리는 국가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는 국가적 차원
의 통합 수요관리가 아닌 에너지원별인 전력, 가스, 열로 구
분되어 수행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 에너지 차
원에서의 수요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
는 수요관리 효과 분석을 통합 에너지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에 따른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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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절감 효과, CO2 배출 저감 효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를 산출할 수 있는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을 개
발하였다.

2. Energy Balance Flow의 구성
Energy Balance Flow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원의 공급부터 소비자에 의한 최종 소비까지 에너지 전체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다. Energy Balance Flow의 구성을
위해 국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에너지 통계와 해외 에너지
수급 모형에서 사용되는 Energy Reference System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관리의 효과를 통합 에너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의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상황
에 적합하고, 수요관리 요소의 투입이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를 구성하였다.
2.1 Energy Balance Flow 기본골격 구성
수요관리 효과를 통합 에너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의 기반으로 사용하고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 국내에서 작성
되고 있던 Energy Balance Flow[3][4]와 해외 에너지 수급
모형에서 사용되는 Energy Reference System을 분석하였
다. 국내외에서 작성되는 Energy Balance Flow는 모두 공
급부터 소비까지의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
으나 국내의 경우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변환 및
분배의 과정이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해외 통합 에
너지 모형에 적용되고 있는 Energy Reference System은 각
부문별로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공급, 정제,
변환, 분배, 소비로 구분되어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Energy Reference System의 구조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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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의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그림 1은 해외 통합 에너지 수급 모형에 적용
되고 있는 Reference Energy System이다.[5]

이루어진다 하여도 통계 자료가 존재 하지 않으면 에너지 흐름
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Energy Balance Flow의 소비부문
구성은 국내 통계 자료의 구분을 적용하였다.

그림 1 해외 모형의 Reference Energy System
Fig. 1 Reference Energy System of Foreign Model
2.2 Energy Balance Flow 부문별 세부 구성

수요관리 효과를 통합 에너지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모형
의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한 Energy Balance Flow의 기본 구조
는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용이한 Reference Energy System
의 공급, 정제, 변환, 분배, 소비로 구성하였다. 기본 구조는
Reference Energy System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에너지의
사용 특성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상황
에 맞는 Energy Balance Flow의 구성을 위해 국내에서 작성되
고 있는 에너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Energy
Balance Flow의 부문별 세부요소를 구성하였다. 수요관리 효과
를 평가하는 모형은 수요관리 요소의 투입에 의한 공급부문의
1차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통해 수요관리 효과를 산출하는 것
이므로 에너지 흐름은 소비에서 공급으로 흐르도록 구성하였
다. 따라서 Energy Balance Flow의 구성 순서는 소비에서 공

그림 2 해외 모형과 국내 통계의 소비부문 구성
Fig. 2 Demand Sector Composition of Foreign Model and
Domestic Statistic

2.2.2 분배부문의 구성

급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2.2.1 소비부문의 구성
에너지의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Energy Balance Flow의
소비부문 구성을 위해 해외 모형에 적용되는 구분과 국내 통계
자료에서 적용하는 구분을 분석하였다.[6] 해외 모형의 소비부
문 구성은 에너지 사용 용도별 구성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
내의 경우는 에너지 사용 용도별 구성과 최종에너지원별로 나
누어 구분하고 있다. 국내의 통계자료에서만 작성되고 있는 최
종에너지원별 구분은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부문의 구성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
용 용도별 구분을 적용하였다. 에너지 사용 용도별 구성은 해
외 모형과 국내 통계자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모
형과 국내 통계의 세부적인 소비부문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해외 모형이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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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부문에서는 2차 에너지인 전력 및 열을 사용하고 있으
며,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 및 열 생산 설비에서 소비
부문까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기존에 작성되는
Energy Balance Flow의 경우 분배부문은 세부적인 구분이
없는 반면, 해외 모형에 적용되고 있는 Reference Energy
System의 경우 전력 및 열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배전 네트
워크 및 열 배관 네트워크를 분배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해
외 모형에서는 전력의 경우 발전 설비의 특성에 따라 송전망
에 연결된 방식과 배전망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소비
부문에 전력을 공급하고, 열에너지는 열 배관 네트워크를 통
해 소비부분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모형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Energy
Balance Flow의 분배부문 구성은 송전 네트워크, 배전 네트
워크, 열 배관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천연가스 공급의 경우
네트워크의 구성은 없으나 공급에 따른 손실은 적용되도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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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문을 구성하였다.
2.2.3 변환부문의 구성
Energy Balance Flow의 소비부문에서 1차 에너지와 전력
및 열 등의 2차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에
너지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변환
과정을 Energy Balance Flow에 적용해야 한다. Energy
Balance Flow의 변환부문 구성을 위해 해외 모형의 변환부문

산되는 석유제품은 에너지유와 LPG만이 에너지 흐름에 포함
시키는 반면 국내 통계자료에서는 원유의 정제를 통해 생산되
는 에너지유와 LPG뿐만 아니라 비에너지를 에너지 흐름에 포
함시키고 있다. 국내 상황에 맞는 Energy Balance Flow의 정
제부문 구성을 위해 원유의 정제에 의한 석유제품의 구분은
국내 통계 자료의 구분을 적용하였으며, 정제부문의 세부구성
은 그림 4와 같다.

구성 및 국내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7] 국내외 변환기술은
크게 전력만을 생산하는 경우, 열만 생산하는 경우, 전력 및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로 동일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변환
기술의 세부구분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외 전력 변환기술을
분석한 결과 화력 발전의 구분 차이와 신재생 에너지의 구분
차이가 있으며, 국내외 전력 변환기술의 구성은 그림 3과 같
다.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변환기술은 해외 모형에는
CHP(Combined Heat and Power)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통계 자료에는 CHP, PLB(Peak Load Boiler), 발전에 의한 열
생산이 있다. Energy Balance Flow의 변환부문은 국내의 상
황에 맞도록 구성해야 하므로 국내 통계 자료의 구분을 적용
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4 정제부문 구성
Fig. 4 Composition of Refinement Sector

2.2.5 공급부문의 구성
국내 상황에 맞는 Energy Balance Flow의 공급부문 구성
을 위해 해외 모형과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모
형의 공급부문에서는 석탄, 가스 및 석유의 생산과 전력 및
우라늄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 통계자료의 경우
생산 가능한 에너지원은 무연탄과 소량의 LNG 뿐이며, 대부
분의 에너지원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
외 모형의 경우 재고 증감 및 수출에 대해서는 에너지 흐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박이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 통계인 국제 벙커링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국
내 통계자료에서는 국제 벙커링이 에너지 흐름에 포함되어 있
고,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도 국제 벙커링은
에너지 통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Energy Balance Flow의 공급부문 구성요소로
국제 벙커링을 적용하였다.[8] 에너지 생산 및 수입의 특성,
국제 벙커링 등 국내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한 Energy
Balance Flow의 공급부문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3 국내외 전력 변환 기술
Fig. 3 Electric Power Conversion Technology of Domestic
and Foreign

2.2.4 정제부문의 구성
Energy Balance Flow의 정제부문 구성을 위해 해외 모형
과 국내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에너지원은 원유, 우라늄, 바이오 메스, 폐기물로 동일하게 구
성되어 있으나 원유의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구분
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모형의 경우 원유의 정제를 통해 생

그림 5 공급부문 구성
Fig. 5 Composition of Suppl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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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에 적용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
Fig. 6 Energy Balance Flow to Apply Internal
2.3 Energy Balance Flow의 전체 구성

수요관리에 의한 통합 에너지 차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한 모형의 기반인 Energy Balance Flow의 기본 구조는 국내
외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용이한 해
외 모형의 공급, 정제, 변환, 분배, 소비로 구분하였으며, 해외
모형과 국내 통계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Energy Balance Flow의 각 부문별 세부 요소를 구성하였다.
각 부문별 세부 요소를 적용한 전체 Energy Balance Flow의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3.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 개발
수요관리에 의한 통합 에너지 차원에서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하고, 수요
관리 요소의 적용이 용이한 Energy Balance Flow를 구성하
였다. 이를 기반으로 수율 및 구성 비율, 효율, 에너지원 이
동, 냉난방방식의 변화 및 소형 열병합 발전의 증가 등의 수
요관리 요소가 Energy Balance Flow에 적용되면 국가적
차원의 1차 에너지 사용량 변화, CO2 배출량 변화 및 에너
지 사용 금액의 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3.1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전체 구성

그림 7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구성
Fig. 7 Composition of Energy System Management Model

Energy Balance Flow는 통합 수요관리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소비부문 에너지 사용량, 현재의
수율 및 구성 비율, 효율의 입력을 통하여 각 부문별 에너지
흐름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1차 에너지 사
용량, CO2 배출량, 에너지 사용 금액이 산출되도록 구성하
였다 시나리오 적용 Energy Balance Flow는 수요관리 요
소를 적용에 따른 각 부문별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산출하
기 위한 Energy Balance Flow이다. 효율향상, 구성 비율 및
수율의 변화, 에너지원 이동, 냉난방방식의 이동, 소형 열병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전체 구성은
Energy Balance Flow, 시나리오 적용 Energy Balance

합 발전의 투입 등의 수요관리 요소가 적용되면 에너지 흐
름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1차 에너지원
사용량, CO2 배출량, 에너지 사용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Flow, 입력사항, 시나리오 적용 효과로 구분되며 그림 7과
같다.

구성하였다. 입력 사항은 기준으로 사용되는 Energy
Balance Flow의 부문별 에너지 흐름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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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시나리오 적용 Energy Balance Flow의 에너지 흐
름 산출하기 위한 수요관리 요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으며, 입력사항은 3.2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수
요관리 효과 분석 모형에서는 수요관리 요소의 투입에 의해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1차 에너지 사용
량이 변화하게 된다. Energy Balance Flow와 시나리오 적
용 Energy Balance Flow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에 의
해 통합 수요관리 효과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효과 분석의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8과 같다. 수요관리에 의한 효과 분석
결과는 시나리오 적용 효과에서 표를 통하여 수치적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각 에너지원별 효과를 그래프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효
율

•변환 효율
•분배 효율
•에너지 사용 효율

에너
지원 •에너지원간 이동
이동

냉난방
•냉난방방식의 변화 비율
방식변화
소형
•소형 열병합 발전 투입
열병합
량 증가
발전투입
에너지원
•에너지원별 단가
단가

3.2.1 소비부문 입력의 구성
소비부문 입력의 구성 요소는 에너지 최종 사용량, 원유
수입량, 국제 벙커링, 에너지원 국내 생산량으로 구성하였다.
소비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흐름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며, 입력 단위는 [천TOE]로 구성하였
다. 입력 양식은 종축은 생산 및 수입, 에너지 전환, 최종 소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축은 에너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원
유의 정제를 통하여 생산된 석유 제품은 소비 및 변환 부문
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수입 및 수출량을 산출하기 위해 원
유의 수입량을 입력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에너지 사용량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는 아니지만 해외로 이동하기 위해 선박에서 소비되는 에너
지 사용량인 국제 벙커링을 입력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의 경
우 석유 및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
하지 않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생
산량을 입력으로 구성하고 입력이 없는 경우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소비부문 입력의

그림 8 수요관리 효과 분석 과정
Fig. 8 Effect Analysis Process of Demand Management

구성은 그림 9와 같다.
3.2.2 효율 입력의 구성

3.2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입력 구성

소비부문의 최종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배, 변환,
공급 부문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산출하기 위해 각 부문별

통합 수요관리 효과 분석을 위한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은 기준 Energy Balance Flow 구성을 위

효율을 입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송배전 효율, 열 배관 효율
등의 분배부문 효율, 발전 및 열 생산을 위한 변환부문 효
율, 최종 에너지 소비 효율이 있다. 모든 효율 입력의 구성

해 소비부문의 최종에너지 사용량과 현재의 효율 및 구성비
율의 입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요관리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1차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산출하기 위
해 수요관리 요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을 통한 통합 수요관리 효과 분
석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입력 사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은 기준 Energy Balance Flow 구성을 위한 현재 효율의 입
력과 효율향상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효율향상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2.3 수율 및 구성 비율 입력의 구성

수율 및 구성 비율은 Energy Balance Flow 구성을 위해
표
1 효과 분석을 위한 입력의 구성
Table 1 Input for Effect Analysis
입력

세부 입력 사항

소
비

•에너지 최종사용량
•원유 수입량
•국제 벙커링
•국내 생산량

입 력

세부 입력 사항

구성
비율

•석유 정제 수율
•발전 방식별 연료 사용 비율
•발전 설비 구성 비율
•수요관리 적용 발전기

분배, 변환, 정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정제 수
율, 발전 방식별 연료 사용 비율 및 발전 방식별 발전량 구
성 비율을 입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수요관리에 의해 변화
할 수 있는 비율이므로 현재의 비율과 수요관리에 의해 변
화된 비율이 적용 가능하도록 입력을 구성하였다. 원유 정제
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 제품의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석
유 정제 수율을 입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석유
제품의 수입, 수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

통합수요관리 효과분석을 위한 한국형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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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비부문 입력의 구성
Fig. 9 Composition of Demand Sector Input

다. 발전 방식별로 사용하는 에너지원과 비율이 다르므로,
발전 방식별 1차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기 위해 발전 방식
별 연료 사용 비율을 입력을 구성하였다. 소비부문에서 사용
하는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해 각 발전 방식이 생산해야 하
는 전력량을 산출하기 위해 발전 방식별 발전량 구성 비율
을 입력으로 구성하였다. 수요관리에 의해 전력 사용량이 변
화한 경우 발전 설비가 담당하는 발전량이 변화한다. 이때,
수요관리에 의해 변화된 전력 사용량의 영향을 특정 발전
방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3.2.4 에너지원 이동 입력의 구성
통합 수요관리는 에너지원별로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닌 전체 에너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통합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원간 이동이 발생한 경우 에너지 절
감 효과 및 CO2 배출 저감 효과, 에너지 절감 비용을 산출
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이동을 입력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
성하였다.

3.2.5 냉난방방식 변화 입력의 구성
냉난방은 각각의 방식과 효율을 가지고 1차 에너지원 및
전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관리를 통해 냉난방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에너지 사용량 및 CO2 배출량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냉난방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냉난방방식의 변화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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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소형 열병합 발전 투입 증가 입력
소형 열병합 발전 투입 증가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 분석
을 위한 입력을 구성하였다. 소형 열병합 발전은 가스를 사
용하는 수용가로 가정하여 구성하였으며, 현재의 소형 열병
합발전의 설비용량을 입력하면 천연가스 사용량, 전력 생산
량 및 열 생산량을 산출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요관리
에 의해 소형열병합 발전이 투입되면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
고, 이에 따른 1차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산출할 수 있도
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3.2.7 에너지원 단가 입력 구성 및 IPCC 계수의 적용
Energy Balance Flow를 통해 산출된 1차 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단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에너지원별 사용단위
를 [천TOE]로 변환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계수를 적용하고,
에너지원별 수입 비용을 [백만원]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환율
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화석연료의 1차 에너지 사
용량과 석유제품의 사용량에 IPCC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
여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모
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화석연료 중 원유는 정제를 통해
석유제품으로 변화하고 석유제품에 IPCC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유에는 IPCC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3.3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구축

통합 수요관리 효과 분석을 위한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은 수요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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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입력사항을 통하여 Energy Balance Flow를 구성하고,
수요관리 요소의 투입에 의해 변화된 1차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산출하여 통합 수요관리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의 부

식은 총 14가지로 구분되며, 발전 방식 중 중대형CHP는 전
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열 생산 시설은 중대형CHP, 발
전에 의한 발전열, PLB(Peak Load Boiler)로 구성하였으며,

문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변환부문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3.3.1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수요부문 구성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수요부문은 기준
Energy Balance Flow 구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인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요부문은 3.2.1 소
비부문 입력 구성에서 나타낸 그림 9와 같다. 수요관리 요소
중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에너지원간 이동, 냉난방방식의
변화, 소형 열병합 발전의 투입 최종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
을 주며, 수요관리에 의해 변화된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시나
리오 적용 Energy Balance Flow의 수요부문에서 산출되도
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3.3.2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분배부문 구성

전력 및 열에너지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송전
및 배전, 열 배관 네트워크를 분배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소
비부문의 입력 데이터인 전력 및 열의 최종 사용량에 효율
을 적용하여 2차 에너지 생산 시설이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
양 및 손실을 산출하도록 구성하고, 입력사항인 발전 설비별
발전량 구성 비율을 적용하여 각 발전설비가 생산해야하는
전력 생산량을 산출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열에너지의
경우 최종사용량에서 중대형 CHP와 발전에 의해 생산된 열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PLB가 담당하도록 모형을 구성
하였다. 분배부문의 구성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1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변환 부문 구성
Fig. 11 Conversion Sector of Energy System Management

각 발전 방식 및 열 생산 설비가 생산해야 하는 2차 에너
지 생산량은 분배부문에서 산출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 소내 손실 및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종
류를 적용하여 변환 방식별 1차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도
록 변환부문을 구성하였다.
3.3.4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정제 부문 구성

원유 및 우라늄, 신재생 에너지의 정제 과정에 따른 에너
지 흐름을 산출하기 위해 모형의 정제부문을 구성하였다. 정
제의 과정에서는 원유의 수입량에 정제 수율을 적용하여 석
유 제품 생산량을 산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석유제품별 소
그림 10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분배부문 구성
Fig. 10 Distribution Sector of Energy System Management

3.3.3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변환부문 구성

1차 에너지를 이용하여 2차 에너지인 전력 및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문을 변환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의 발전 방

비부문 및 변환부문에서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수출입량이
산출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석유 제품 사용량에
IPCC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2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우라늄,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
지를 변환 및 소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정제
하는 과정을 정제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제 과정을 거친
우라늄은 변환부문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우라늄이 되며, 변
환부문에서 필요한 만큼만 수입한다고 가정하여 모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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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폐기물은 폐기물 가스와 기타 폐기물 에너지가 생
산되고, 바이오메스는 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기타 바이오
에너지가 생산되도록 정제부문을 구성하였으며, 생산량은 소
비 및 변환에서 사용되는 양만큼만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모
형을 구성하였다.
3.3.5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공급부문 구성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및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
변환, 정제 부문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이 산출되
도록 모형의 공급부문을 구성하였다.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량 입력을 기준으로 분배, 변환, 정제의 과정을 통해 1
차 에너지원의 최종 사용량이 공급 부문에서 산출되며, 각
에너지원별로 변환 및 소비부문에서의 사용량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원유를 제외한 화석연
료의 사용에 따른 CO2 배출량 산출을 위해 IPCC 탄소배출
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에너지원별 단가를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
하였다.
3.4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기능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은

기준

Energy

Balance Flow와 수요관리 시나리오가 적용된 Energy
Balance Flow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를 통하여 에너
지 사용량의 변화, 에너지 사용 변화에 따른 CO2 배출량의
변화 및 에너지 사용 금액의 변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와
효율 및 구성 비율 등의 입력사항을 통하여 국가 전체에서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사용량, CO2 배출량, 에너지 사용 금
액의 산출이 가능하며, 변환 부문의 효율 향상, 소비부문 에
너지 효율 향상, 석유 정제 수율의 변화, 분배부문 효율향상,
발전설비 구성 비율의 변화, 냉난방 방식의 변화, 에너지원
간 이동 등의 다양한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사용 변화를 산출하는 기능이 있다.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의 기능은 그림 12와 같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통합 수요관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
관리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를 구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에 따른 1차 에너
지 사용량 변화를 산출함에 따라 통합 수요관리 효과 분석
을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Manag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Energy

국내에서

System

작성되고

있던

Energy Balance Flow와 해외 모형에 적용되는 Reference
Energy System의 분석을 통해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용
이한 구조인 공급, 정제, 변환, 분배, 소비의 구분을 Energy
Balance Flow의 기본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
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에너지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공급, 정제, 변환, 분배, 소비 부문을 구성함으
로써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고 수요
관리 요소의 적용이 가능한 Energy Balance Flow를 구성하
였다.
(2) 최종 소비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효율,
구성 비율 등의 데이터 입력을 통하여 전체 에너지 흐름이
산출될 수 있도록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을 구
축하였다. 수요관리 요소의 적용이 없는 경우,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입력을 통해 현재의 Energy Balance Flow 구현을
통해 1차 에너지 사용량의 산출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였
다.
(3) 국가적 관점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 분석이 가능
하도록 Energy System Manag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Energy Balance Flow의 각 부문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
율향상, 구성비율의 변화, 정제 수율의 변화, 에너지원의 이
동, 냉난방방식의 변화, 소형열병합의 투입 등의 수요관리
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수요관리 요소 적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CO2 배출 저감, 에너지 비용 절감
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4)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이용하여, 수요관리 요소
의 투입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의 분
석이 가능하며, 수요관리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및 CO2 배출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 절감
을 위한 수요관리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
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관리에 의한 효과 분석 모형은 1차 에
너지 사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년도에 대한 결
과만 도출되도록 구성하였지만, 향후 수요관리 요소의 투입
이 다년도의 에너지 사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그림 12 통합 수요관리 효과 분석 모형의 기능
Fig. 12 Function of Energy System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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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효율향상 및 구성 비율 변화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정책이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
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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