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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수요반응의 상태 천이 모델

State Transition Model of Demand Response Considering Behavior 
Patterns of Customer

곽 형 근*․이 나 은*․김 진 오†  

(Hyung-Geun Kwag․Na-Eun Lee․Jin-O Kim)

Abstract  -  Demand response(DR) is potential generation alternative to improve the reliability indices of system and load 

points. However, when demand resources scheduled in DR market fail to reduce demand, it can create new problem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a reliable supply. In this paper, a reliability model of demand resource is constructed 

considering customers' behaviors in the same form as conventional generation units, where availability and unavailability 

are associated with the simple two-state model. As a result, the generalized reliability model of demand resources is 

represented by multi-st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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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 시스템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국가

들이 피크 부하 시 종래의 발 기의 체재로써 수요반응을 

도입하고 있다.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은 기 가

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기 사용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격 기반 수요반응과 시스템의 신뢰도가 악화되거나 도매

시장에서의 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 인센티 를 통한 

기 사용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  기반 수요반응으로 

구분한다 [1-2]. 일반 으로 풀 기반의(pool-based) 기 에

지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반응도 풀 기반의 수요반응 시

장에서 거래가 되며 [3], 수요반응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된 

수요자원은 부하 감축에 한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만약 

수요반응 시장에서 정산된 수요자원이 부하 감축에 실패하

게 된다면 력 계통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통의 신뢰도 에서 수요반응에 

한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어 왔다. 수요반응에 따른 각 부

하 버스에서의 기 가격과 신뢰도 지수를 계산하고 신뢰도 

향력을 분석하 고 [4-5] 수요반응을 고려한 스마트 그리

드의 신뢰도 향력을 분석하 다 [6]. 한 수요반응의 지

리  이 과 빠른 반응 속도 때문에 수요자원의 운  비

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되었다 [7]. 하지만 기존의 모

든 연구들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불확실하고 그 측이 

가능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

실을 간과하 다. 심지어 소비 패턴에 한 과거 데이터를 

축 하여 소비 패턴을 계량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다음 

소비 패턴을 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의 불확실성은 시스템의 신뢰도에 부정 인 

향을 끼치고 때때로 심각한 상정사고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발 기의 가용성(availability), 비

가용성(unavailability)의 고장상태 모델처럼 소비자의 행동

의 불확실성에 따른 상태천이 모델을 소개하고 [8-9] 이를 

다단 상태 모델로 확장하여 력시스템에 투입되는 수요자

원의 신뢰성을 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수요반응의 상태 천이 모델

수요반응에서 수요 감축은 부하를 기 으로 음의 값이지

만 고객에게 달해야 하는 가용용량의 기 으로 보면 양의 

값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부하의 수요 감축은 가상의 발  

자원으로 취 할 수 있다 [10]. 실제로 력 시스템에서는 

첨두 부하 시 높은 한계 비용을 갖는 발  자원을 신하여 

수요반응의 수요 감축을 통하여 계통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

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

에 수요자원은 시스템의 신뢰도 유지에 하여 기존의 발  

자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에 투

입되는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단하여 신뢰성이 높은 수요

자원을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발

기의 가용성과 비가용성을 수요반응에 용하는 방법을 소

개하고 수요감축에 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자원

의 상태천이 모델(state transition model)을 제안한다.

     

2.1 수요자원의 Two-state Model

일반 으로 발 기의 가용성과 비가용성은 운   고장

의 과거 데이터를 기 으로 체 시간  운   고장 시

간의 비율로 정의 한다 [8-9]. 이러한 가용성과 비가용성은 

발 기의 상태천이 모델에서 운  상태와 고장 상태의 두 

상태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요반응의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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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요자원의 가용성과 비가용성

Fig. 1 DR unavailbility and availability

그림 2 수요반응의 2 상태 모델

Fig. 2 Two-state model of demand reduction for DR 

events

과 비가용성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은 수요반응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가용성과 비가

용성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1A에서 수요

반응 이벤트 1과 2가 발령되었고 수요자원은  ,   시간 동

안 수요감축을 하 다. 얇은 검정 실선은 자원의 측 값

(CBL, customer baseline load)이고 선은 실제 계량 값이

며 그 둘 사이의 차는 자원 j의 감축량 가 된다. 자원 

j는 시간 동안 모두 반응하 고   시간 동안에는 일부분

만 반응하 다. 이때 감축에 성공한 부분을 ‘1’로 실패한 부

분을 ‘0’으로 나타내어 두 데이터를 합치면 그림 1B와 같이 

나타난다. 수요반응 이벤트 1과 2를 포함하여 모든 이벤트

에 한 자원 j의 수요감축의 과거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그림 9C와 같이 시간 순으로 나열한다. 수집된 수요감축에 

한 과거 자료들은 감축 성공의 운  시간과 감축 실패의 고

장 시간으로 구성되며 체 시간  운   고장 시간으로 

수요반응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비가용성(Unavailability)을 

정의할 수 있다.    

     
 

   (1)

     
 

 (2)

수식 (1)과 (2)의 가용성과 비가용성을 가지는 수요자원은 

그림 2의 감축의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 2-상

태 모델(2-state model)로 나타낼 수 있다 [8]. 수요반응의 

업 상태와 다운 상태는 각각 수요감축의 성공과 실패를 나

타내며 이때 각 상태 간의 천이율은 식 (3)과 (4)와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3)

  


(4)

여기서 와 는 각각 수요감축 실패 시간, 성공 시간을 

나타내고 와 는 각각 체 운  시간  수요감축의 실

패 횟수와 성공 횟수를 나타낸다.  

2.2 수요자원의 Multi-state Model

일반 으로 수요자원은 난방기구, 에어컨, 세탁기 등의 여

러 개의 부하 자원으로 구성되며 수요자원의 상태천이 모델

은 부분 2 상태 모델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를 들면, 수요자원1과 2가 최소 감축량   MW의 단 로 

각각 최  감축량 과   MW까지 감축할 수 있다면 

이 수요자원 1, 2의 모델은 3 상태 모델과 4 상태 모델로 그

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에서 3 상태 모델과 4 

상태 모델의 수요자원은 각각   MW 단 로 0부터 최  

감축량 와 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그림의 화살표처

럼 서로 다른 상태들 간의 모든 천이가 가능하다.  

그림 3 수요반응의 신뢰도 3 상태 모델과 4 상태 모델

Fig. 3 Three- and four-state model of demand reduction 

for DR events

2.3 수요자원의 증감발률에 따른 Multi-state Model

주어진 시간 동안 발 기 출력의 증감은 증감발률(ramp 

rate)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원의 부하 

감축 역시 수요자원의 증감발률(DR ramp rate)에 따라 결

정된다. 수요자원의 부하감축에 한 증감발률(DR ramp 

rate)은 한 시간 동안 복구 는 감축할 수 있는 가용용량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증감발률은 수요자원의 한 시간 동안 

감축할 수 있는 양의 평균값으로 감축양의 한 시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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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다 크고   작은 증감발률을 가지는 수요자

원의 4 상태 모델

Fig. 4 4-state model according to ramp rate between   

and   MW

그림 5 증감발률에 따른 k 상태에서의 상태 천이 다이어그

램

Fig. 5 State transition diagram at state k according to 

ramp rate 

평균값은 반드시 증감발률 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 3의 에

서 증감발률이 와   사이 값을 가진다고 하면 한 시간 

동안 수요감축 가용용량의 증가 는 감소가 와 같거나 

작아야 하고 다음 상태로의 천이가 인 한 상태 간의 천이

만 존재하게 된다. 를 들면 상태 2로부터 인 한 상태 1과 

3으로는 천이가 가능하지만 상태 4로는 천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수요반응 증감발률(DR ramp rate)은 특정한 수요반

응 이벤트 내에서 상태 간의 천이를 제약하는데 증감발률이 

와   사이 값을 가질 때 그림 3의 모델은 그림 4A와 

같은 수요반응 이벤트 내부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난다. 그

림 4A에서 실선은 상태 i에서 높은 가용용량을 가지는 상태 

j로의 수리율(repair rate), 선은 상태 i에서 낮은 가용용량

을 가지는 상태 j로의 고장률(failure rate)을 나타낸다. 

수요반응 이벤트들은 앞서 그림 1C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 순으로 나열된다. 이때 각각의 수요반응 이벤트들은 

서로 독립 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의 시작 시 에서 수

요감축의 상태는 이  이벤트에 어떠한 향을 받지 않게 

되고 단지 증감발률에만 향을 받는다. 의 와 같이 증

감발률이 와   사이 값을 가진다면 한 시간 동안의 수

요감축은 0,   MW만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수요반응 이

벤트의 기 상태가 상태 1과 2만을 가짐을 의미한다. 반면

에 이  이벤트의 상태는 모든 상태가 가능하므로 인 한 

두 이벤트 간의 천이는 다른 모든 상태에서 상태 1과 상태 

2로만 가능하다. 그림 4B는 독립 인 이벤트들 간의 다이어

그램에서의 이러한 상태 천이를 보여 다. 그림 4B에서 

선은 상태 i에서 기 상태 j로의 천이율 을 나타낸다. 

2.4 수요자원의 Multi-state Model의 상태 확률, 천이율 

 고장률 계산

이상의 과정들은 모든 증감발률에 하여 일반화할 수 있

다. 수요자원이 최소 감축량  , 최  감축량 을 가지고 

수요반응에 참여할 때 상태의 총 개수 와 상태 k에서 가

용용량 을 식 (5)와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

    ⋯ (6)

여기에서 ∙는 몫이다.

상태 천이 다이어그램은 각 상태에서의 증감발률 치에 

따라 결정되며 그 치는 각 상태의 가용용량의 범 로 결

정할 수 있다.  

   (7)

증감발률 는 그 치에 따라 천이가 가능한 상태의 개

수를 결정한다. 하나의 이벤트 내부에서 상태 k로 들어오는 

천이는 인 한 낮은 용량과 높은 용량의 상태로부터 각각 


  개만큼 천이가 가능하며 이는 그림 5A의 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이벤트 간에서는 상태 1부터 

까지 
개의 기 상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상태 k가 



보다 작을 때 모든 다른 상태로부터의 천이가 가능하며 그

림 5B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난다. 

상태 k에 있을 확률은 그림 5의 상태 천이 다이어그램으

로부터 이  상태에서의 확률과 천이율의 곱의 모든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식 (8)과 (9)와 같이 나타난

다 [9]. 


  

   


 


  

   





 (8)


 












   ≠ 




 for ≤

 

(9)

여기서 와 는 각각 그림 6A(하나의 이벤트)와 6B(상호 

이벤트 간)를 나타내는 첨자이고 
와 

는 그때의 상태 확

률이다. 

모든 k에 하여 수식 (8)과 (9)을 계산하면 각각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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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태 천이 개수(
 )에 따른 수요반응 이벤트 내부

의 상태 천이 행렬 TI
Fig. 6 State transition matrix TI  according to   for 

intra-event

그림 7 상태 천이 개수(
 )에 따른 수요반응 상호 이벤트 

간의 상태 천이 행렬

Fig. 7 State transition matrix TO  according to   for 
inter-event

연립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를 벡터로 표 하면 다음의 

식 (10)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 TI∙pI (10)

pO TO∙pO (11)

여기서 TI , TO는 각각 이벤트 내 그리고 이벤트 상호 간의 
상태 천이 행렬을 나타내고 이때 

 , 
 를 행렬 TI , TO

의 각   원소,   를 상태 j에서 상태 i로의 수리

율, 고장률, 천이율이라고 할 때 각 행렬의 원소는 식 (12)와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or ≤



for ≤


(12)


   for ≤



 
(13)

그림 6과 7은 수요자원의 신뢰도 모델이 5개의 상태를 가

지는 경우 상태 천이 개수(
 , 

)에 따른 수요반응 이벤

트 내의 상태 천이 행렬 TI와 상호 이벤트 간의 상태 천이 
행렬 TO를 구성하는 각 원소를 보여 다. 이때 각 행렬의 

행과 열은 각각 ‘to state’과 “from state”를 나타낸다. 행렬 

TI의 각 원소의 왼편에서 수리율 이 오른편에서는 고

장률 이 각각 
만큼 나타나고 나머지 원소들은 ‘0’을 가

진다. 행렬 TO의 맨 상  1행부터 
행까지 각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천이율 을 가지고 나머지 원소들은 

‘0’을 가진다.     

상태 천이 행렬 T는 TI와 TO의 합으로 표 되며 이때 

모든 상태 확률은 식 (10)과 (11)의 합으로 식 (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pT∙p (14)

모든 상태 확률의 합은 1이므로 식 (14)의 상태 천이 행

렬T의 어떤 로우벡터를 로 교체하여 상태 k에 한 

확률 을 계산할 수 있다 [9]. 

모든 상태 k에서의 천이율(departure rate) 는 상태 k에

서 다른 모든 상태 i로 천이하는 모든 천이율의 합이며 따

라서 식 (12)와 (13)으로부터 다음의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 






(15)

모든 상태 k에서의 빈도율(frequency) 는 상태 확률과 

천이율의 곱으로 나타나며 다음의 식 (1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 

    (16)

3. 사례 연구

부하 모선에서 수요자원 은 최소 0.5 MW 단 로 최

 2.0 MW까지 부하를 감축할 수 있고 천이가 가능한 상태 

개수에 따라그림 8과 같은 수요감축의 과거 데이터를 가진

다. 

표 1은 수요자원 의 상태 천이 모델의 수요반응 이벤

트 내부의 상태 천이 행렬 TI , 서로 다른 이벤트 간의 상태 
천이 행렬 TO  그리고 체 상태 천이 행렬 T을 보여 다. 

천이가 가능한 상태의 개수(
 )가 증가함에 따라 TI의 각 

각 원소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0’이 아닌 원소가 증가하고 

마침내 
  가 되면 각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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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이가 가능한 상태의 개수(
 , 

 )에 따른 상태 천이 행렬

Table 1 Transition matrix according to 
 , 

  [f/hr]

 

그림 8 의 증발감률(ramp rate)에 따른 수요 감축 과거 

데이터  

Fig. 8 DR historical data of   according to ramp rate’s 

location

아닌 값을 가진다. TO는 맨 상  1행부터 
행까지 ‘0’이 

아닌 원소를 가지는데 TO도  가 되면 각 원소를 제

외한 모든 원소가 ‘0’ 아닌 값을 가진다. 

표 2는 수요자원 의 천이가 가능한 상태의 개수에 따

른 상태 확률, 천이율  빈도율을 나타낸다. 표 1의 상태 

천이 행렬 T의 어떤 로우벡터를 로 교체하여 식 
(14)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각각의 상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상태 천이 행렬 T의 컬럼(column) 벡터의 원소들을 
모두 합하면 각 상태에서의 천이율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빈도율(frequency)은 각 상태 확률과 천이율의 곱으로 나타

나며 수요반응 이벤트가 평균 으로 4 시간 지속된다고 가

정하면 각 값에  4를 곱하여 이벤트 1회당 상태 횟수로 나

타난다. 

상태 

번호

가용 

용량


   

   
   

  

상태 확률

1 0 MW 0.154 0.124 0.136 0.118

2 0.5 MW 0.428 0.228 0.165 0.169

3 1.0 MW 0.271 0.311 0.243 0.141

4 1.5 MW 0.114 0.16 0.235 0.199

5 2 MW 0.033 0.177 0.221 0.373

천이율 [f/hr]

1 0 MW 0.086 0.068 0.075 0.076

2 0.5 MW 0.232 0.135 0.116 0.102

3 1.0 MW 0.192 0.178 0.144 0.098

4 1.5 MW 0.095 0.127 0.158 0.129

5 2 MW 0.028 0.108 0.13 0.152

빈도율 [Occ/4hr]

1 0 MW 0.0530 0.0337 0.0408 0.0359

2 0.5 MW 0.3972 0.1231 0.0766 0.0690

3 1.0 MW 0.2081 0.2214 0.1400 0.0553

4 1.5 MW 0.0433 0.0813 0.1485 0.1027

5 2 MW 0.0037 0.0765 0.1149 0.2268

표 2 상태 확률, 천이율 [f/hr]  상태 빈도율 [Occ/4hr]

Table 2 State probability, departure rate and frequency

4. 결  론

본 논문에서 소비자 행동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하여 

수요자원의 상태 천이 모델의 2 상태 모델과 다단 상태 모

델을 제안하고 수요자원의 증감발률을 도입하여 다단 상태 

모델을 일반화하 다. 한 상태 천이 행렬과 각각의 상태 

확률, 천이율 그리고 고장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사례조사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태 천이 모델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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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태 천이 행렬을 계산하 고 수요자원의 상태 확률과 

천이율, 천이 횟수를 계산하 다. 

논문에서 제안한 수요 자원의 신뢰도 모델을 이용하여 

력 계통에 투입되는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단할 수 있다. 

한 이를 이용하여 높은 신뢰도를 갖는 수요 자원을 선별

할 수 있고 이를 력 계통의 가상의 발  자원으로 활용하

는 경우 계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 가용성을 가지는 수요 자원의 모델을 용하여 

력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함으로써 수요반응에 따른 력 

계통의 신뢰도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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