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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변전소 피크부하 저감용 ESS 일간 운전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Daily Operation Program of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for Peak 

Shaving of High-Speed Railway Sub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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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d a program of an energy storage system(ESS) for peak shaving of high-speed railway 

substations The peak shaving saves cost of equipment and demand cost of the substation. To reduce the peak load,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en the peak load appears. The past data based load profile forecasting method is easy and applicable to 

customers which have relatively fixed load profiles. And an optimal scheduling method of the ESS is helpful in reducing the 

electricity tariff and shaving the peak load efficiently. Based on these techniques, MS. NET based peak shaving program is 

developed. In case study, a specific daily load profile of the local substation was applied and simulated to verify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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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열차(KTX)는 빠른 속도로 인한 이동시간 절감, 정확한 출

발·도착시간, 편안한 좌석 등의 장점으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

고 있다. 이에 고속철도구간과 운행횟수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고속철도 운행에 소비되는 전력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속열

차는 10MW 이상의 대용량 부하로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력

은 고속철도 각 구간에 설치된 고속철도 변전소에서 공급된다. 

매년 증가하는 변전소의 전력량은 피크전력 증가로 이어져 고속

철도 변전소 변압기 증설 등 설비비용과 전기요금을 크게 증가시

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을 이용하여 부하가 적을 때 충전하고, 부하가 많을 

때 방전하여 피크전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으며 해

당 ESS의 최적용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되고 

있다[1]. 

일반적으로 고속철도는 사전에 정해진 운행시간표대로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요일마다 비교적 정형화된 부하패턴을 보이지만 

열차간격 조절, 승객의 상하차 지연 및 기타이유로 인한 열차지

연과 임시열차의 편성이 부하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곤 한

다. 따라서 고속철도 변전소의 피크부하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미

래특정일의 부하패턴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피크부하시간

대를 도출하고 해당시간대에 유효방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ESS 

충방전 계획을 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과거 부하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속철도 변전소

의 피크부하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ESS 최적운전 및 계획 

프로그램의 개발내용을 담고 있다. ESS의 최적용량은 기존에 연

구된 알고리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용량을 사용하였으며 실부

하데이터에 최적 충방전계획을 적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피크

저감성능을 분석하였다. 

2. 고속철도 변전소 부하 특성 분석

2.1 고속철도 부하 특징

고속철도 변전소는 급전구분소 (SP : Section Post, 이하 SP)

라 불리는 구간 사이를 통과하는 상하행 고속철도와 구간설비에 

대한 급전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전 구간 사이의 거리

는 약 30∼50km 정도이며 사이에 고속철도 정차 역이 존재하기

도 한다. 고속철도는 사전에 정해진 운행 시간표를 기준으로 운

행되며 해당 시간표는 비정기일이 아닌 이상 큰 변동사항 없이 

유지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의 부하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경부고속선을 예로 들었다. 최신 경부선 시간표와 당일 임시열

차 편성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에

서 확인할 수 있다[3]. 특정 고속철도변전소의 시간대별 부하

량 정보는 실시간 계측을 통해 얻거나 전력포털서비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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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 변전소의 1년간 화․수․목요일의 평균부하량 비교(’13.

05. 01∼’14. 04. 30)

Fig. 1 Annual average load curves of S station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그림 2 S 변전소의 1년간(’13. 05. 01∼’14. 04. 30) 토요일의 평

균부하량과 특정 토요일(‘14. 06. 08)의 부하량 비교 

Fig. 2 Saturday load curves of annual average and specific 

day of S substation

(http://pccs.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시간대의 개념은 최대전력수요의 산정기준인 15분단위 

시간이며 해당 시간대의 평균값이 사용된다. 고속철도 변전소의 

장기간의 시간대별 부하량 정보와 열차편성표로 알 수 있는 정보

는 다음과 같다.

① 열차는 정기, 부정기, 임시열차로 구분된다. 정기열차는 매일 

같은 시각에 계속 운행되는 열차를 말하며, 부정기열차는 운

행되는 시각은 일정하나 매일 운행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만 운행되는 열차이다. 임시열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각과 

구간을 정하여 운행된다. 

② 비정기일이 아닌 정기일에 실제 편성되는 열차는 운행시간표

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며 해당 운행스케쥴에 임시열차가 1～

5대 정도(경부고속선 기준) 추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임시열차

가 피크부하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법정공휴

일(일요일 제외)의 열차편성은 기존의 열차운행시간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경부고속선 열차편성표에 의하면 요일별 패턴은 월, 화-수-

목, 금, 토, 일요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화-수-목’요일은 

열차편성이 거의 동일하며, ‘토, 일’은 몇 개의 편성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토, 일’의 경우 임시열차

의 편성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각각 분리하여 패턴을 분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요일별 열차운행시간표와 시간대별 부하량 패턴을 살펴보면 

주간 혹은 월간 최대피크부하는 금, 토, 일요일에서 주로 발

생한다. 월～목요일에서 주간 최대피크부하가 발생할 확률은 

낮은 편이다.

2.2 장기간 부하데이터 분석 

그림 1는 경부고속선에 위치하는 S변전소의 부하량데이터 중 

’13년 5월부터 ’14년 4월까지 1년간 화, 수, 목요일 정기일의 평

균값을 시간대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시 말하자면, 각 그래프

는 각 요일의 1년 평균 부하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낸 부하량은 15분 평균값이며 1시간 평균값의 약 1/4 수준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화, 수, 목요일의 부하량 그래프는 서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화, 수, 목요일의 열차편성이 거

의 같기 때문이며 임시열차의 편성수가 전체 열차편성수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 1년의 평균부하그래프를 살펴보면 피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요일별 특정시간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는 ’13년 6월 8일 토요일의 S변전소 실제부하패턴과 과거 1년

간의 부하량 평균값패턴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1년 평균그래프에

서 피크 값이 평균의 영향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두 그래프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크부하

가 나타내는 시간대까지 정확히 일치하였다. 위 두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일의 부하패턴은 요일별로 일정하고 임시열차

의 수가 적기 때문에 미래 정기일의 부하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부하데이터를 활용한 기법을 고려하는 것은 구현의 편리성과 

결과의 정확도를 볼 때 합리적이다[5].

3. 과거데이터 기반 일간 부하예측기법

3.1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부하예측의 정확성

고정된 열차편성으로 인한 일정한 부하패턴은 과거데이터를 

활용한 부하예측이 높은 정확도를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 투입된 ESS의 용도는 피크저감용이며 현재의 전기요

금산정방식에 의하면 연중 최대피크부하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무

조건 저감해야 기본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크시간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출해내는가가 피크저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과거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기법이 피크시간대 검출에 어느 정

도의 정확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13년 5월부터 ’14년 4월

까지의 기간 동안, 매 정기일을 대상으로 3주간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예측 피크부하시간대와 실제 피크시간대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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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열차지연이 특정시간대의 부하량에 미치는 영향

Fig. 3 Effect of high-speed railway delays on the load in a 

specific time

였다. 여기서는 단순히 3주간 동일요일데이터를 아무런 보상기법 

없이 적용하였다. 표 1를 보면 과거데이터기반의 예측을 통해 특

정일의 피크부하시간대를 검출할 확률을 알 수 있는데 예측기법

으로 하루 중에 4개 혹은 8개 정도의 피크후보시간대를 도출한 

경우, 그 시간대 중에 실제로 일간 피크시간대가 속할 확률은 매

우 높은 편이다. 또한 S변전소 급전구간 부하패턴의 특성상 하루

에 4～5개의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은 부하량을 기록

하기 때문에 8개의 후보군을 도출하여 4개 이상의 피크부하후보

시간대를 도출해서 비교해본 결과 해당 경우도 상당히 높은 확률

을 보였다. 따라서 과거부하데이터로부터 예측부하패턴을 도출하

되 피크부하후보군은 필수방전시간대로 선정하고 나머지 시간대 

중 부하량이 피크 제한치 기준을 넘어서거나 근처에 도달할 가능

성이 있는 시간대를 모두 관리대상에 포함한다면 상당히 높은 검

출확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표 1 3 주간의 데이터를 이용한 피크검출 확률

Table 1 Peak time detection probability using past 3 week 

load profiles

월요일 화수목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1/4 84.2% 91.7% 97.7% 95.8% 86.9% 91.4%

1/8 92.4% 98.6% 98.5% 96.3% 95.7% 97.0%

4/8 91.6% 91.3% 98.9% 95.8% 91.3% 93.1%

–1/4 : 예측기법으로 도출한 피크후보시간대 4개 중 실제 

일간 최대피크시간대가 속할 확률

–1/8 : 예측기법으로 도출한 피크후보시간대 8개 중 실제 

일간 최대피크시간대가 속할 확률

–4/8 : 예측기법으로 도출한 피크후보시간대 8개 중 실제 

피크시간대 4개(크기순으로)가 속할 확률

3.2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부하예측기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피크저감 프로그램에 적용된 과거데이터

를 이용한 부하예측기법의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과거데이터 기반 예측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

별 : 예측일이 정기일이며 예측을 위한 충분한 과거데이터가 축

적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3주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열차지연과 같이 부하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소를 반영하고자 지연이 일어난 날과 일어나지 않은 날로 분류해

서 예측 당일의 이른 오전 부하패턴을 분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열차지연이 부하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4장에 기술하였다.

② 과거데이터 부하패턴 중 시간대별 최대값으로 예측 부하패

턴을 도출 : 15분 시간대별 부하량 최대값으로 예측부하량을 설

정하면 보수적으로 충방전 스케줄링을 할 수 있어 일간피크부하

를 저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많은 피크부하후

보군이 생성되어 잦은 충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값으로 선정을 하였지만 다른 사이트의 경우, 부하특성, ESS

사양에 따라 평균값이나 다른 산술값을 사용하여 ESS의 충방전 

스케쥴을 조절할 수 있다.

③ 충방전 필수 구간을 지정 값과 비교하여 설정 : 예측된 부

하패턴을 바탕으로 계획된 피크 제한치를 입력하여 피크 제한치

를 넘어서는 시간대는 ESS 일간 운전전략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필수 방전구간으로 정한다. 또한 일일 평균부하량보다 작은 시간

대 중 지령치보다 낮은 구간을 필수 충전구간으로 정하여 방전으

로 소모된 전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②로부터 일일 

예측부하패턴, 과정 ③으로부터 일일 충방전 필수구간이 도출되

며 이를 ESS 일간 운전전략에 적용하여 최적스케줄링을 수행하

게 된다.

4. 피크시간대 검출의 기타 고려사항

과거데이터를 활용한 부하예측기법은 정기일의 피크시간대 검

출에 높은 정확성을 보이지만 더 높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4.1 열차 지연

실제 열차운행기록을 살펴보면 모든 고속철도가 편성표에 있

는 시각에 정확히 도착, 출발하지 않는다. 이는 열차지연이 발생

하기 때문인데 열차지연의 대표적 원인은 열차의 운전정리, 서행

구간의 존재, 여객 승하차 시간 부족 등이다. 열차지연이 발생하

면 일일 부하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이는 일간 최대피크부하량과 

피크부하시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3은 2013년 11월 16

일과 2014년 1월 18일 10시 15분에서 10시 30분 사이의 열차통

과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전력수요는 15분 평균으로 측정되

기 때문에 특정 15분간 S변전소 급전구간에 많은 열차가 분포할

수록 최대전력수요가 크게 측정된다. 양일은 모두 토요일이며 해

당 시간대에 임시열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토요일의 경우, 10시 

15분～30분 구간은 일일 최대피크부하가 높은 확률로 기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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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크저감을 위한 일간 ESS 충방전 계획 최적화 순서도

Fig. 5 Flow chart of daily optimal ESS charging and 

discharging schedule for peak shaving

그림 4 열차지연이 부하곡선에 미치는 영향

Fig 4 Effect of high-speed railway delays on the load 

profile

구간이다. 양일동안 124번, 126번 열차는 비슷한 시간대에 급전

구간을 통과하였지만 115번 열차와 201번 열차는 지연이 발생하

여 통과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시 15분과 30분 사이 

구간에서 115번 열차는 양일간 3분의 지연차가 있어 11월 16일 

해당 시간구간에 더 많은 부하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201번 

열차가 양일간 8분의 지연차를 보이며 1월 18일에는 해당구간에 

201번 열차가 모두 걸쳐있는 반면, 11월 16일에는 반 정도만 걸

쳐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1월 18일의 해당구간 부하량이 11월 16

일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위 케이스에서 201번 열

차의 지연은 해당구간의 부하량을 낮추게 되어 다른 시간대에서 

일간 최대피크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토요일의 해당시간대에서 201번 열차의 지연은 자주 발생

하는 편이다. 그림 4를 보면 2013년 11월의 네 번의 토요일 중 

세 번이나 5분 이상의 201번 열차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지연이 

발생하면 201번열차가 10시 30분～45분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10시 30분대의 부하량이 감소하며 10시 45분대의 부하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데이터 기반 부하예측을 보다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크시간에 이전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날

은 해당시간대 이전의 이른 시간부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과거데이터 중 지연이 발생한 데이터들

을 이용하여 부하예측을 하면 더 정확한 피크시간대 검출이 가능

하다.

5. 피크저감을 위한 ESS 최적 충방전

앞서 부하예측기법을 이용하여 예측된 부하와 검출된 피크시

간대를 사용하여, 피크저감을 위한 일간 ESS 충방전 계획 최적화 

알고리즘을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SS의 사양은 피크절

감을 위해 최적의 배터리용량과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변환장치) 용량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하게 되며 아래의 

최적충방전 알고리즘에 충분히 응동할 수 있을 사양을 선택하게 

된다.[1]

피크저감용 ESS 충방전 계획 최적화를 위하여 GRG(Generalized 

Reduced Gradient)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목적함수는 

하루 ESS 충전 요금 및 방전구간 피크저감량의 합을 최소화하도

록 설정하였다. 최적화 계산시 제약조건으로는 충방전 구간 설정, 

SOC(State of Charge)의 상하한 범위 설정, 수전전력 상하한 범

위설정 등이 있고 알고리즘에 파란 점선 박스로 표시하였다.

충방전 구간 설정은 앞서 4장에서의 피크시간대를 고려하여 

예측부하에 적합한 방전임계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넘는 예측부하 

시간대를 방전구간으로 선정한다. 충전구간도 피크시간대의 방전

용량의 합을 수용할만한 충전임계시작 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넘

지 않는 예측부하시간대를 충전구간으로 선정한다.

최적화 변수인 전력변환장치의 출력은 전지가 방전할 때 음의 

값을, 충전할 때 양의 값을 출력하며 정격출력만큼 최대로 충전 

또는 방전할 수 있다. 따라서 충방전 가능용량은 방전은 0에서 -

정격출력까지 충전은 0에서 +정격출력까지 제한되어 충방전 구

간설정에 따라 계획 된다.

SOC상하한은 전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예측부하의 최

대부하에서 목표 피크전력만큼 삭감 가능하도록 가용용량 범위를 

설정한다.

수전전력 설정에서 수전전력은 PCC(Point of Common 

Coupling)단에 연결된 전력부하를 의미한다. 수전전력 상한값은 

목표 피크전력으로 제약하여 이를 넘는 시간대는 방전하여 피크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수전전력 하한값은 0으로 하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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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속철도 변전소 부하 예측 모듈 

Fig. 7 Daily load forecasting module of high-speed railway 

substation

조류가 없도록 한다. 

제약조건 설정이 완료되면, ESS 충방전 계획 최적화를 실행한

다. 실행 후 해를 찾지 못할 경우 제약조건을 조정하여 다시 

ESS 충방전 계획 최적화를 실행하고, 해를 찾을 경우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구하여진 일간 ESS 최적 충방전 계획 결과는 ESS 최

적 운전에 적용된다.

6. 피크저감 프로그램 개발

본 장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성을 기술하고 S변전소의 

일간 피크전력을 저감하는 케이스를 소개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

하였다.

6.1 고속철도 피크저감용 프로그램 구성

위에서 언급한 과거데이터 예측기법과 ESS 최적충방전기법을 

토대로 고속철도 변전소 피크부하 낮춤용 ESS 최적운전 및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MS. NET기반으로 개발되어 직관적인 사

용자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수정보완이 편리하도록 디자

인되었다. 

그림 6 고속철도 피크저감용 프로그램 구성도

Fig. 6 Configuration of peak shaving program for high-speed 

railway substation

본 프로그램은 그림 6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고속철도 부하예측 모듈로서 앞서 기술한 과거부하데

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정기일의 부하패턴을 예측하여 피크시간대

를 검출하게 된다. 두 번째는 ESS 최적 충방전 계획 수립 모듈

로 예측한 부하패턴을 가지고 사전에 입력된 피크제한치, 충방전 

제한치 등의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최적의 충방전 계획을 도출하

게 된다. 세 번째는 위에서 도출한 충방전 계획을 당일 실제 부

하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정확도 및 피크저감여부를 확인하는 운

영결과 화면이다. 장기간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사항을 도

출하게 되면 부하예측모듈과 충방전 계획 수립 모듈을 수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6.2 과거데이터 기반 피크저감 케이스 분석

그림 7은 2015년 7월 8일 S변전소의 과거데이터 기반 부하예

측결과와 ISmart로부터 얻은 실제 부하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이

다. 적색 선은 실제 부하이며 청색막대는 예측부하이다. 실제값과 

예측값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8는 그림 7에서 예측한 부하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일의 피

크를 저감하기 위한 ESS 최적 충방전 스케줄을 나타낸 그림이다. 

청색막대는 위로 향할 경우 방전을 뜻하며, 아래로 향할 경우 충

전을 의미한다. 적색 점선은 ESS의 SOC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한 부하데이터는 부하량에 따라 방전, 대기, 충전 구간으로 나눠

지며 각각의 제한치를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충방전, 대

기 구간과 제한치를 고려하여 ESS의 일간 충방전계획이 수립된

다. 그림 9는 예측부하를 토대로 수립한 ESS 일간 충방전계획을 

실제 부하데이터에 적용했을 경우 피크저감효과를 보여주는 화면

이다. 본 사례에서 ESS 전지용량은 4MWh이며 PCS용량은 6MW, 

방전시작 임계치는 16MW, 충전시작 임계치는 7MW로 설정하였

다. 실제부하로는 18,458kW의 피크를 기록하지만 ESS를 활용하

여 16,934kW의 피크를 기록, 1,523kW의 저감효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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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SS 최적 충방전 계획 수립 모듈

Fig. 8 ESS optimal scheduling module

그림 9 피크저감용 ESS 운영결과 화면

Fig. 9 ESS operation module for peak shaving

ESS가 방전한 양보다 피크저감효과가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잠재적인 피크들, 즉 일간 피크후보군이 ESS로 관리되더라도 그

보다 작은 다음 피크후보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후보군

들까지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방전 제한치를 엄격하게 설정

하면 되지만 충분한 ESS 용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잦은 충방전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피크시간대 검출과 

피크저감에 상당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기간의 운영

을 통한 수정보완 후 실제 고속철도 변전소에 투입되어 실증시험

을 진행할 예정이다.

7. 결  론

고속철도 변전소의 피크부하 저감을 위해 과거데이터를 이용

한 변전소 부하예측기법과 ESS의 최적운영기법을 제시하였다. 또

한 변전소 부하를 예측함에 있어 열차지연과 잠재적인 피크부하

가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부하예측기

법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동평균법을 기반으로 수정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해당기법을 토대로 MS. NET 기반의 고속철

도 변전소 피크부하 저감용 ESS 최적운전 및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ISmart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간 검증 및 보완을 수행 중이다. 아직 검증단계지만 피크저

감능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조만간 실제 변전소의 피크저감

용 ESS와 연계되어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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