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5, No. 9, pp. 1610 1617, 2016

http://dx.doi.org/10.5370/KIEE.2016.65.9.1610

1610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도시 철도 부하의 최적 부하 차단 

The Optimal Load Curtailment of Urban Railwa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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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xecute load curtailment efficiently for Urban Railway Load, the load patterns of the Urban Railway Load and 

available amount of load curtailment over the Urban Railway Load are analyzed through comparing the load to the common 

power loads. In addition, the current policies of the load curtailment for the Urban Railway Load are investigated and the 

problems of those a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es, the optimal load curtailment strategies for the Urban Railway Load 

are proposed to minimize the consumer’s utility diminishment and the costs of the use of energies. Finally, the optimal load 

curtailment strategies are applied to the real Urban Railway Load, the results shows that proposed methods ar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while the amount of load curtailment is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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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부하와 같은 교통부하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부하로, 에너지소비, 비용, 환경, 편의 등의 요소는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도시철도부하는 전기소비가 매우 큰 

부하로 계통 (특히 배전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최적 에너지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제동 시 

발생하는 braking energy를 BESS를 통하여 저장하였다가 큰 

전력이 필요한 가속시점에 활용하는 방법은 에너지 비용의 감소

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2], [3]. [4]

에서는 BESS를 이용하여 철도부하(railway load)의 peak-power

를 manage 하였을 경우의 경제성과 benefits을 분석하였다. 하지

만 현업에서는 과도한 BESS설치비용과 잦은 사용으로 인한 열화

로 BESS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철도부하 차단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하차단을 통

한 도시철도부하의 요금절감은 수년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고, 

관련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6].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체에 제공하는 요금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본요금이며 나머지는 전력량요

금이다. 기본요금은 일정기간동안의 최대전력용량에 대한 요금이

며 전력량요금은 사용자가 사용한 전력량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게, 전력사용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전력량요금 요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전력수요의 경우 첨두부하 

절감을 통해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동시에 절감시킬 수 있

다. 하지만 도시철도부하인 경우 일반 전력부하와 전력사용패턴

이 다르기 때문에 철도부하의 첨두부하를 절감 하더라도 절감한 

구간이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지 않은 구간일 수가 있다. 즉 도시

철도부하의 경우 부하패턴이 전력수요의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라 

그 부하특징을 잘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부하 차단을 실시한다면 

첨두부하 삭감을 통한 기본요금 절감과 전력량 요금을 동시에 절

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역사 부하가 효율적으로 부하차단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먼저 철도부하 패턴을 분석하여 부하차단 가능 부하량이 어

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일반전력부하와의 패턴 비교를 통해서 

철도부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력요금 절감 비율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만족하

면서 부하 차단 량은 최소로 하는 도시철도부하 최적 부하 차단 

기법을 제안한다. 부하 차단은 철도부하를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 효용은 부하 차단 시간

대, 부하 차단 지속시간, 부하 차단 량 따라 모두 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능한 모든 부하를 차단하여 전력요금을 최소화하

면 도시철도 역사 입장에서는 최선이 되겠지만 도시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부하 차단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이는 민

원발생, 해당역사 이용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역사에 또 다른 

비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적 부하 차단이란 부하를 사

용하는 소비자의 효용의 감소가 최소가 되게 하면서 부하 차단으

로 인한 전력요금 감소가 최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하

차단에 따른 소비자 효용의 변화를 정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효용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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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 도시철도역사 부하별 비율(2015년 7월)

Table 1 Comparison of loads in “A” urban railway station 

(Jul., 2015)

Load_
Case1

Load_
Case2

Load_
Case3

Load_
Case4

전체

전력량요금
(백만원)

162.84 5.32 5.70 5.83 179.69 

비율(%) 90.62 2.96 3.17 3.25 100.00 

사용량
(MWh)

1586.83 52.51 52.51 54.71 1746.56 

비율(%) 90.85 3.01 3.01 3.13 100.00 

부하 차단 량에만 선형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부하 차단 량 최소

화를 도시철도부하의 최적부하 차단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제

약조건을 통하여 전력량 요금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첨두부하가 

기준 값을 넘지 않게 하여 도시철도부하가 목표로 하는 전력요금 

절감이 실현되게 하였다. 즉 제안한 최적 부하 차단을 통해 도시 

철도가 소비자 효용 감소를 최소로 하면서 목표로 하는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을 달성하게 하는 부하 차단 방법이 도출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도시 철도부하의 특징을 분석하고 일반전

력부하와 비교함으로써 부하 차단 가능한 도시철도부하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를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도시철도부하에

서 실시하고 있는 부하 차단 현황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서술하였

다. 4장에서는 도시 철도부하의 최적 부하차단 기법을 제안하였

으며 6장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도시 철도 부하의 특징 분석 

2.1 도시 철도 부하 분류

도시철도 부하는 열차부하와 도시철도역사 부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역사 부하는 그 역할에 따라 전등, 전열, 동력, 공

조 등을 담당하는 부하와 일반 역사 설비 부하로 구분된다. 이를 

부하차단과 관련하여 차단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도시철도공사는 부하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하차단이 

가능한 부하, 일부가 가능한 부하, 절대 부하 차단이 불가한 부하

로 구분한다. 

역사 설비 부하를 제외한 부하 즉 전차선 부하 등을 

Load_Case1으로 구분하였고, 역사 설비 중, 부하차단이 불가한 

부하를 Load_Case2로,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짝(pair) 형태로 운

영되어 필요시 일부 부하의 차단이 가능한 부하를 Load_Case3으

로, 마지막으로 부하의 중요도가 떨어져 유사시 부하차단이 가능

한 부하를 Load_Case4으로 구분하였다. Load_Case1은 열차 내 

전등, 전열, 동력, 공조 등의 부하가 해당하고, Load_Case2는 전

기실 UPS, 조명, 역무실, 무인발매기실, 편의시설, 통신기기, 화재

수신반 등 역사 설비 중 필수부하가 해당된다. 짝 형태로 운영되

어 일부 차단이 가능한 Load_Case3은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일부 

차단이 가능한 부하가 해당되며, Load_Case4는 그 외 역사 내 

광고, 공조, 송풍, 환기 등 필요시 차단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부

하로 구성된다.

다음은 한 달 사용량이 약 1600MWh정도 되는 A 도시철도역

사의 부하를 각 Load_Case에 따라 분류하고 각 Load_Case에 따

라 과금 되는 전력량 요금을 나타낸 표이다(표 1). 

계산결과 Load_Case1부하가 총 부하에서의 비율이 전력량요금 

측면과 사용량 측면 모두 약 90%로 큰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하 차단이 가능한 Load_Case3와 Load_Case4

의 경우 모두 3% 내외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Load_Case3인 경우 일부의 부하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약 50%만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 부하 량의 약 

1.6%정도를 차단할 수 있으며 Load_Case4는 모든 부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역사의 총 부하 차단 가능 량은 전체 부하

의 약 5% 정도로 판단된다.  전력량요금과 사용량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A도시철도 역사에 적용되는 요금이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되는 계시별 요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시별 요금제에 관한 내용은 Appendix에 추가 하였다. 

아래 그림(그림 1)은 2015년 6월 1일 월요일, 7월 1일 수요일 

하루 중의 A도시철도역사 부하별 부하 수준과 해당시간의 전력

량요금 요율을 나타낸다. 도시철도는 요금의 적용 및 계측이 15

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하루를 96개의 타임스텝으로 구분하

여 도시하였다. 

그림 1 하루 중 부하 및 전력량요금 요율(2015년 7월 1일 수요일)

Fig. 1 Daily demand and energy charge rate(1, Jul., 2015, 

Wed.)

일 단위 사용량을 분석하였을 때도 대부분의 부하사용이 

Load_Case1에 집중에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은 시간대에 도시철도부하의 사용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하 차단을 실시하는 하절

기에도 도시 철도부하는 전력량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하차

단이 충분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 도시 철도 부하와 일반 전력부하와의 비교

도시철도부하의 패턴 및 특징이 일반적인 전력계통 부하와 어

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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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도부하와 국내 전력수요의 비교(2015년 1월)

Fig. 2 Comparison between urban railway load and power 

demand pattern in Korea(Jan., 2015)

그림 3 철도부하와 전력량요금 요율 비교(2015년 1월)

Fig. 3 Comparison between urban railway load and energy 

charge rate(Jan., 2015)

도부하가 부하 차단을 실시할 때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2015년 1월(동절기)의 시간에 따른 국내 전체 전력

수요(빨간색)와 A도시철도역사부하의 변화(파란색)를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전력수요는 출근 이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피크를 보이고, 점심시간(12시~13시)을 지나 

오후 시간대인 13시에서 17시까지 피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동계부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 늦은 밤에 부하가 증

가하는 계절성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계절성 특징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력수요는 오전, 오후 근무시간대에 피크가 나타나는 쌍

봉형태의 부하패턴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철도부하 역시 

쌍봉형태의 부하패턴을 갖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력수요와의 

차이점은 피크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부하는 철도

의 승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출근시간대, 7시부터 9시까지, 그

리고 퇴근시간대인 19시에서 21시까지 피크를 나타낸다. 이는 하

루 중, 시간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철도부하의 피크 시점이 전력수요와

는 다르다는 특징을 이용하면 철도부하의 부하 차단 운영에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2015년 1월의 평일 시간에 따른 도시철도부하의 변화

와 전력량 요금의 요율을 동시에 나타낸 그림이다(그림 3).

전력시장에서 전력요금은 안정적인 운영, 경제적인 운영을 위

한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사용의 유인

책 및 운영에 사용할 신호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의 

설계는 전력수요 패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전력수요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는 전기요금은 도시철도 사용자에게도 운영에 

대한 중요한 유인책 및 신호로 작용하는데, 전력수요와 그 패턴

이 다름은 기회 혹은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도시철도부하가 피크가 발생하는 지점과 전력량요

금 요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점은 상이하다. 

철도부하의 출근시간대 피크시간대는 일반 전력수요 피크의 

이전 시점으로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요금제 역시 경부하시간대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일반적인 전력수요와는 다른 현상이다. 반대로 전력피

크가 나타나 높은 요율의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에 도시철도부하

는 비교적 낮은 부하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도시철도 부하는 낮고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부하를 차단하여 전

력요금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다. 부하절감은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패턴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

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부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같은 

양을 차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도시 철도 부하의 기존 부하 차단 현황

 

도시철도 부하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반전력부하 혹은 게시

별 요금제와의 패턴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도시철도 부하가 효율적으로 부하 차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철도 부하가 부하 차단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

요가 있다. 

3.1 동 하절기 차단 현황

“2015년 동/하절기 도시철도 최대수요전력관리 계획(안)”을 통

해 발표된 현재 도시철도 부하차단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하절기 부하 차단 시행

❍ 하절기 최대수요전력(Peak) 관리

- 관리기간 : 2015. 7월~2015. 9월

- 관리대상 : **변전소외 6개 수전변전소 최대수요전력

- 중점관리 부하

  역사, 기지 냉방설비 및 공조설비

  전동차 냉방 부하설비

❍ 절감목표 : 2014년 최대수요전력값 대비 20% 절감

- 기준량 : 총 ****** KW(2014년 7개변전소 최대 피크값)

- 목표량 : 총 ****** KW(2014년 대비 20% 절감량)

  하절기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감안한 변전소별 목표값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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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납부 전기요금 구성(2007년 1

월)[7]

Fig. 4 Electricity bill of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Jan., 2017)[7]

❍ 하절기 최대수요전력 관리 기준

- 1단계(경계) : 현 적용 Peak값을 기준으로 예측값 95% 

도달

- 2단계(관리) : 1단계 유지 60초 이상

❍ 평상시 조치사항 : 냉방기 가동 제한 및 조명 절전

❍ 경보단계 발령 시 추가 조치사항 : 냉방중지 및 공조설비 

가동제한

(나) 현재 부하 차단 현황(동절기)

❍ 동절기 최대수요전력(Peak) 관리

- 관리기간 : 2014. 12월 ~ 2015. 2월

- 관리대상 : **변전소 등 7개 수전변전소 최대수요전력

- 중점관리 부하

  역사, 기지 난방설비 및 공조설비

  전동차 난방 부하설비

❍ 절감목표 : 2013년 최대수요전력값 대비 20%절감

- 기준량 : 총 ****** KW(2013년 7개 변전소 최대 피크값)

- 목표량 : 총 ****** KW(2013년 대비 20% 절감량)

  동절기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감안한 변전소별 목표값 

조정

❍ 동절기 최대수요전력 관리 기준

 - 1단계(경계) : 현 적용Peak값을 기준으로 예측값 95% 

도달

 - 2단계(관리) : 1단계 유지 60초 이상

❍ 평상시 조치사항 : 난방기 가동 제한 및 조명 절전

❍ 경보단계 발령 시 추가 조치사항 : 난방중지 및 공조 설비 

가동제한

 

동/하절기 최대수요전력관리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년

도 최대수요전력 값 대비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두 개의 단

계(1단계,2단계) 로 나눠 당월 최대 수요값이 목표값을 넘지 않도

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현재 부하 차단의 문제점

현재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누

어 부과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기본요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전력량요금은 게시별 요금제에 따라 계절별, 시

간별로 차등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전력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 

부과되는 방식이다.

2007년 1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에너지백서”를 통해 

납부되는 전기요금 중, 부가세와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의 약 

25%가 기본요금, 나머지 약 75%가 전력량요금(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다고 발표했다[7]. 요금적용전력과 기본요금 요율의 한 번

의 곱으로 산정되는 기본요금이 한 달 동안 사용되는 전력량에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의 1/3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을 줄이는 노력이 전력량요금을 줄이는 

것에 비해 노력 대비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

력(부하차단,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한 부하 이동 등)은 기본요

금을 줄이는 노력, 즉, 요금적용전력을 줄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기본요금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요금적용전력의 감소가 전기요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쉽기 때문만은 아니다.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는 방

법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

수요 전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낮춰진 요금적용전력은 향후 최

대 1년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철도역사에 적용되는 부하차단 방

법 역시 기본요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설

명한 기본요금의 특성, 기본요금이 전체 요금에 차지하는 비율과 

기본요금의 계산 방법 특성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용이성 및 향

후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기본요금을 절감하도록, 즉 요금

적용전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총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효

과적인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요금적용전력의 

감소 및 사용전력량의 증가는 기본요금이 총 요금에 미치는 영향

을 낮추고 있다. 2015년 A도시철도역사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체

요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더 이상 기본요금만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것으

로 예상된다. 즉, 이제는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전력량요금의 절감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량 요금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살펴본바와 같이 도시철도부하의 패턴

은 일반 전력수요와는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

하 차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부하를 차단하는 것은 전

기소비자 즉, 도시철도 이용자 및 승객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

에 없다. 그러므로 부하 차단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부하 차단 필요시 전기소비자들의 효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도시 철도 부하의 최적 부하 차단 방법 

현재 지속적인 요금적용전력의 감소와 전력사용량의 증가로 

기본요금이 전체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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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도시철도역사 변전소 월별 요금적용전력

Fig. 5 Demand for applying to demand charge at substation 

of “A” urban railway station

구분 요금 비율

기본요금 13,162,240원 6.82%

전력량요금 179,694,047원 93.18%

총 전기요금 192,856,287원 100%

표    2 2015년 7월의 전기요금과 비율

Table 2 Composition of Electricity bill and proportion of 

each part in July, 2015.

이는 기본요금의 절감을 위한 노력만으론 전체 전기요금 절감에

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한 꾸

준한 노력으로 요금적용전력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

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A도시철도역사의 요금적용전력의 

변화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금적용전력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

요금뿐만 아니라 전력량요금도 줄여 전체 전기요금을 줄이는 부

하 차단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하차단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인 부하에 전력공급을 제

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전력사용량을 절감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부하 차단을 실시하면 

해당 부하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

은 사용 즉 즉 소비자의 효용감소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따

라서 효율적으로 부하를 차단한다는 것은 부하 차단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최

소화하는 차단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부하의 최적 부하 

차단 방법은 전기요금을 최대로 감소하면서 소비자 효용의 감소

가 최소가 되는 부하 차단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

하 차단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을 정량화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하 차단 모델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목표 전력요금 절감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로 부하를 차단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가능한 부하 차단량

을 설정하고 해당 부하 차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로 비

용절감을 시키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차단으로 인한 소

비자 효용감소를 감안하기 위하여 첫 번째 부하차단 모델을 채택

하였다. 아래는 이를 정식화한 것이다.

목적함수 

min
  




  



         (1)

제약 조건 

  
   

  ∙ ≥

∙  

   
  ∙

  (2)


 

 
  ≤      (3)

≤ ≤





      (4)

   시뮬레이션 기간 일
   하루 중 시간 간격 
   일 시점의 부하차단 용량 
   일 시점에 적용되는 전력량요금 요율 원
   전력량요금 절감 목표 상수
∙ 본 연구에서는 →  

 
  부하차단 전 일 시점의 실적 수요 

 


  일 시점의부하 
 

  일 시점의부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하 

목적함수는 총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부하 차단량을 minimize

하는 것이며 첫 번째 제약조건은 각 시간별 부하 차단에 따라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절감되는 전력량 요금의 목표치를 나타내

는 식이다. k 값에 따라서 기존의 전력량 요금의 k%만큼 전력량 

요금을 절감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된다. 두 번째 제약조건은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 Peak값을 부하 차단을 사용하여 부하량이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다. 이를 통하여 기본요금 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금적용전력을 설정치 아래로 제약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제약 식은 도시철도 역사에서 부하 차단이 가

능한 부하용량 제약을 나타낸 식이다. Load_Case3인 경우 해당 

부하 용량의 절반을 부하 차단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Load_Case4인 경우 해당 부하 용량 전부를 부하 차단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타내었다.

5. 모의 결과

5.1 도시철도 역사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A 도시철도 역사의 2015년 7월 15분 단위 부

하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부하차단량을 최

소로 하는 최적부하 차단 스케줄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다음 표

는 2015년 7월 15분 단위 실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전기요

금을 나타낸 표이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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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력량요금 절감 목표를 4%로 설정하고 이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하 차단방안을 최적화를 통해 찾았다. 소

비자 효용은 전기 사용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부하 차

단 량이 많을수록 소비자 효용이 감소한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목적함수는 부하 차단 량의 최소화이고 설정한 목표 전력량요금 

절감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부하차단 스케줄을 결과로 도출

한다. 예를 들어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은 구간에서 차단 량을 상

대적으로 늘리고 요율이 낮은 곳에서는 차단 량을 상대적으로 덜 

늘리는 방식으로 각 시간대별 부하 차단 량이 결정될 것이다. 즉 

부하 차단 량은 최소화하면서 부하차단으로 인한 전력량요금 감

소는 극대화가 될 것이다. 목표 전력량요금절감 비율은 제약조건

으로 고려하였으며 A도시철도 역사부하 중 부하 차단이 가능한 

부하만(Load_Case3 일부, Load_Case4) 부하 차단에 참여할 수 

있게 제약조건에 추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한 달 중 어느 특정

일에 부하차단이 몰리지 않도록 하루단위로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최적화 수행 후 실측 부하와 차단 후 부하량을 

시간에 따라 그린 그래프이다(그림 6). 

그림 6 부하차단 결과(전체부하)

Fig. 6 Result of load curtailment(total load)

그림 7 부하차단 결과(Load_Case3 + Load_Case4)

Fig. 7 Result of load curtailment(Load_Case3 + Load_Case4)

전체 시간동안 대부분 부하 차단을 실시하였지만,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은 시간대에 더 많은 부하차단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를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Load_Case3, 

Load_Case4 각각의 부하의 변화와 각 시간대별 부하 차단 량, 

전력량 요금 요율을 함께 표현하였다(그림 7).

그림에서 부하 차단 량이 전력량요금 요율에 비례하여 늘어나

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시간대에 대하여 부하

차단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력량 요금 절감 목표치를 달

성하기 위하여 차단할 수 있는 부하 량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목표로 하는 전력량 요금 절감비율이 4%인데 부하 차단

할 수 있는 양 즉 Load_Case3일부 + Load_Case4의 양이 그에 비

해 넉넉하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의 부하 차단 량

으로 전략량 요금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량요금 요율

이 비싼 시간대에 더 많은 양의 부하를 차단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하루 단위로 7월 한 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표 3). 

구분
사용량 

[kWh]

전력량 요금

[백만원]

기본 요금 
[백만원]

실적데이터

(2015년 7월)
1,746.56 179.69 13.16

시뮬레이션 이후 

(2015년 7월)
1,681.06 172.48 13.16

절감비율(%) 3.75 4.01 0

표    3 부하차단 결과(사용량, 전기요금)

Table 3 Result of load curtailment(electricity usage and 

electricity bill)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하차단 이전 대비 

부하 차단이후 전력량 절감액과 이에 필요한 부하 차단량을 도출

하였다.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없는데 이유는 기본 2015

년 7월 실측 데이터는 이미 해당 월의 Peak 값이 어떤 기준 값

을 넘지 않게 부하 차단 실시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즉 2015년 

7월의 실적값은 이미 전력 기본요금 절감을 위해서 부하차단이 

실시된 데이터이고 연구에서 제약조건을 통해서 Peak값이 어떤 

기준값을 넘지 않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이후의 결과

도 2015년 7월 기본요금 정산에 필요한 요금적용전력은 실적값

에서의 요금적용전력과 같기 때문이다. 전략량 요금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을 통해서 목표로 했던 4%절감을 만족하며 부하 차단량

은 4%에 미치지 않는 것(3.75%)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하차단

량대비 더 많은 전기요금 감소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도시철도역사 부하가 효율적으로 부하차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철도부하 패턴을 분석하여 부하 차단 가능 부하 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고 일반전력부하와의 패턴 비교를 통해서 철

도부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력요금 절감 비율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만족하면

서 부하 차단 량을 최소로 하는 도시철도부하 최적 부하 차단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최적 부하 차단을 통해 도시 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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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1원 56.1원 63.1원

중간부하시간대 109.0원 78.6원 109.2원

최대부하시간대 191.1원 109.3원 166.7원

표    A1 A 도시철도의 전략량요금 요율

Table A1 Energy Charge rate for “A” urban railway load

소비자 효용을 최소로 하면서 목표로 하는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을 달성하게 하는 부하 차단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실제 도시 

철도부하에 적용하여 목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하 차단 량

이 최소가 되는 것을 보였다. 

Appendix : 전력요금 과금 체계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유형의 전기요금을 제공, 부과한다. 전기요금의 특성별 구분

은,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

용, 가로등, 예비, 임시, 총 8가지로 구분한다. 구분된 산업용 전

기소비자는 계약전력 크기에 따라 갑, 을로, 표준전압의 크기에 

따라 A, B, C로 재분류된다. 재분류된 전기 소비자는 다시 선택 

I, II 요금 중 하나로 분류되어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산업용 요

금제(을), 고압전력 A, 선택 II 요금’을 예로 설명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피크부하(kW)에 기본요금요율을 곱해서 계산되고, 전력량요금은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 부과되는 게시별 요금 요율에 사용량을 

곱해서 계산된다.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기본요금요율(원/kW)을 곱하여 

적용한다. 이 때 요금적용 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

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 전력으로 결정된다. ‘산업용 

요금제(을), 고압전력 A, 선택 II 요금’의 기본요금요율은 7,470원

/kW이다.

전력량요금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전력요금이 부과되며, 

각 해당시간대의 전력사용량과 해당시간대의 전력요금이 곱해져

서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다. 해당시간대의 전력요금은 여름, 

봄 가을, 겨울로 나눈 세가지의 계절 분류에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요금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전

력요금은 아래 표(표 A1)와 같고, 게절별로 각 시간대를 분류하

는 기준은 표 A2와 같다.

각각 분류된 시간대는 평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포함)의 경우에는 적용시간대가 평일과는 조금 다

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의 경

우(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제외),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

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한다. 또한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경우에는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

한다.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6월 1일~
8월 31일)

봄·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표    A2 계절별, 시간별 전력량요금 요율 분류

Table A2 Classification of energy charge rate by season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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