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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계통해석  력조류계산과 안정도 해석에서 부하모
델이 필요하다. 부하모델을 만드는 방법  미시  방법에 의한 부하모
델 방법은 몇 개의 부하군으로 분류하고, 압, 주 수 변화에 따른 특
성 실험에 의해 부하군의 개별부하 모델을 구축하고 각 부하군이 시간
별 구성 비율을 이용하면 합성된 부하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 떄, 부하
구성비 추정이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모습과 그 안에 구성될 부하기기를 추론하고, 10년
에 이루어 졌던 부하모델 방법의 부하구성비와 스마트 그리스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의 부하구성비를 비교함으로써 부하모델을 10년 주
기로 새로 측해야 할 이유에 해 서술하도록 한다. 

1.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  외환 기가 발생하기 까지 에 지 소비패턴이 
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 기로 인해 경제 
가 크게 축하고 에 지 소배패턴의 증가세가 조  주춤 하는 모습이
다. 그리고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 지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발생
하 다. 값비싼 난방용 석유나 가스 신 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로인해 기에 지 사용은 등하게 되었고, 양질의 력을 공 하기 
해서 정 부하모델링의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력조류계산과 안
정도 해석에서 부하모델의 요함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1,2] 이
와 같은 부하모델링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시  방법과 
미시  방법이다. 거시  방법은 모선부하에 값을 계측해 부하모델식의 
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것이고, 미시  방법은 모선의 부하를 부하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부하군으로 분류하고 압, 주 수 변화에 따른 특
성실험을 통해 각각의 개별부하모델을 구축한 다음, 개별부하모델을 부
하축약에 의해 합성된 부하모델을 얻는 것이다.[3,4] 한, 지구환경문제
와 고유가문제, 최근 일본의 원자력 문제, 신재생 에 지의 사용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우리나라에서 두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이 되면서 부하의 운  상태나 기 자통신 기술
의 발달로 부하의 구성상태가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한 신재생에
지 규모의 확 로 인해 기에 지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발생
하여 새로운 부하기기의 등장이 가속될 것으로 상된다.  새로운 부하
기기의 등장으로 력계통의 부하의 압, 주 수 특성이 달라져 그 해
석을 한 새로운 부하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미시  방법에 의한 부하
모델은 개개의 압 주 수 특성과 부하구성비가 필요로 하므로 새로운 
부하구성비 추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부하기기의 등장은 수요 리 상 품목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에 지 소비를 억제하기 해서는 부하의 사용 시간 를 옮기거나 
다른 형태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 이를 해서는 부하 리 상을 확실
히 알아내고 우선 순 를 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요하다. 때문에, 상 
부하의 체부하 구성비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하모델을 
해서도 수요 리를 해서도 부하구성비 추정이 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모습과 그 안에 구성될 부
하기기를 추론하기 해서 용도는 주거용으로만 제한하 고, 다른 산업
용과 상업용의 경우는 같은 방법론을 통해 구하면 가능할 것이다. 부하
구성비  미래의 부하구성을 알아야 하는데, 주택의 모든 부하구성비를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2010년의 부하
구성비를 구성하기 해서 2006년의 력거래소의 자료와 2010년 홍익
학교 학생 70명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구성비를 추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모습과 그 
안에 구성될 부하기기를 추론하고, 10년 에 이루어 졌던 부하모델 방
법의 부하구성비와 스마트 그리스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의 부하
구성비를 비교함으로써 부하모델을 10년 주기로 새로 측해야 할 이유
에 해 서술하도록 한다. 

2.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구성될 주택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구성될 주택의 모습을 한국과 일본의 주택모
습을 비교하여 표 화 하 다. 주택 모습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부하기기
에 해서 측하여 보면서 부하구성비 추론한다.

  2.1 한국의 전기에너지 주택
  기에 지 주택이란 지열 는 공기열을 열원으로 하여 냉난방  
탕을 기히트펌 를 통해 해결하고, 취사를 해서 유도가열조리기를 

사용하여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 지가 모두 기에 지로 변환하는 주
택의 보습을 말한다. 기에 지 주택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1>과 같
다.[5]

<그림 1> 전기에너지주택의 개념도

  2.2 일본의 인텔리젠트 하우스
  일본의 새로운 주택모습인 인텔리젠트 하우스에서도 사용하는 에 지 
 부분의 에 지가 기에 지인 것으로 보인다. 인텔리젠트 하우스
에서는 자연의 공기순환을 이용하여 자동 으로 환기되는 공조시스템을 
이용하고, 기자동차의 충 이 가능하고, 기자동차의 기를 다시 인
텔리젠트 하우스로 옮기는 연구도 진행 이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되는 
부하기기를 살펴보면 기커튼, 유도가열다리미, 유도가열조리기 등이 
사용 될 정이다.[6]

3. 스마트 그리드 주택의 부하구성비 추정

  3.1 부하구성비 추정 방법
  부하구성비 추정에 필용한 입력자료는 실제부하곡선과 상 계수, 에
지 구성비 등이다. 부하곡선은 상 계수와 에 지 구성비를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다. 부하구성비 추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상 계수는 시간별 력을 평균 력으로 나  값으로 
(즉, 상 계수*평균 력=시간별 력) 력회사에서 많이 사용하
는 값이며, 이 값은 가정용 표부하군들에 해 여러 조사 자료
를 근거로 산출하게 된다. 가정용 력량에 에 지 구성비율을 
곱하면 각 부하군에 해당하는 력량이 구해지며, 여기에 상 계
수를 곱하면 부하군별 부하곡선이 계산되고, 다시 이 값들을 합
산함으로써 가정용 부하곡선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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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하구성비 추정 방법 

  만일, 이 부하곡선이 실제 부하곡선과 동일하다면 각 시간에 
있어서 부하군별로 차지하고 있는 력이 체 용도에 한 그 
부하군의 구성비로서 결정 된다. 

  3.3 10년전과 현재 부하기기 비교
  부하구성비 추정을 해서는 각각의 표부하들의 부하특성실
험을 통해 부하곡선을 구하하고, 부하특성이 비슷한 부하기기를 
나 어 부하군을 결정한다. 때문에, 표부하기기를 선정하고, 각
각의 특성실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과 신기술 발달
로 인해 부하기기의 특성이 변하거나 부하기기의 수가 증가한다. 
10년  미시  방법에 의한 부하모델링에 선정된 표부하기기
와 2010년 선정한 표부하기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2010년의 표부하기기 추정을 한 자료는 2006년 력거래소 
자료와 2010년 홍익  설문조사를 자료를 이용하여 추론하 다. 

<그림 3> 10년간의 대표부하의 변화

  3.4 10년전과 현재 부하구성비 비교
  2000년과 2010년에 의 방법을 통해 계산한 값은 다음 <표 
1> 과 <표 2>와 같다. 2010년의 데이터의 경우 재 지역별 조
사 이며 재 체 값을 기 으로 한 데이터 값이다.
 서울의 력사용량의 빈도가 높으므로 2010년의 체와 2000년의 서울
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 은 겨울 첨두 부하값의 증가이다. 
2000년에는 기타부하로 포함되어 그 차이가 여름기타부하와 겨울기타부
하간의 차이가 모두 난방 기기라고 가정할 경우 그 값은  5.9%의 작은 
차이밖에 보이지 않던 겨울 난방부하가 2010년엔 19%로 폭 상승하
다. 그리고, 진공청소기의 비 의 매우 어 기타에 포함되어 버렸다.
 핵가족의 향으로 가정에서 밥을 해먹는 날이 어들어서 인지
취사 부하는 감소했고, 신기술 개발로 력소모가 큰 TV의 개발로 
력 사용량이 증가해 그 구성비가 2배로 증가하 다. 냉장고도 김치냉장
고라는 새로운 부하기기의 등장으로 부하구성비가 소폭 증가하 으나, 
아마 여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김치냉장고 때문인지 여름의 경우에만 
부하구성비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모습과 그 
안에 구성될 부하기기를 추론하고, 10년 에 이루어 졌던 부하모델 방
법의 부하구성비와 스마트 그리스 환경에서 구성될 새로운 주택의 부하
구성비를 비교해 보았다. 

  새로운 주택의 등장, 그리고 신기술의 개발 등에 의해 새롭고, 달라진 
부하기기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하구성비들의 모습도 변화함
을 살펴 볼 수 있었다. 2000년에 연구한 부하구성비 값과 2010년에 연구
한 부하구성비를 비교해 보니,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새
로운 부하구성비 측으로 새로운 부하모델링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부하모델을 만드는 것이 요하겠다.
 한 기에 지 사용의 증가로 인한 에 지 과소비형태를 막기 해
서 력 리모델을 추후 반 해야 할 것이다.

<표 1> 2000년 부하구성비

표 부하군

계 지역 취사 냉방 TV 냉장고 조명 세탁기
진공

청소기
기타

서울 24.2 0.0 11.7 22.7 17.0 4.6 3.6 16.3 

역시 28.6 0.0 10.4 20.4 19.6 3.9 3.0 14.3 

기타시 27.6 0.0 10.4 22.6 18.0 4.2 3.5 13.7 

군 37.6 0.0 8.2 20.7 16.5 3.5 3.4 10.1 

여름

서울 18.3 16.5 7.4 24.6 14.0 4.7 2.7 11.8 

역시 23.7 9.0 7.2 24.3 17.7 4.3 2.5 11.4 

기타시 22.5 9.8 7.1 26.4 16.0 4.6 2.8 10.7 

군 32.2 5.6 5.9 25.5 15.4 4.0 2.9 8.4 

가을

서울 22.8 3.1 11.6 19.8 17.1 6.8 3.4 15.3 

역시 27.4 1.6 10.5 18.1 20.1 5.8 2.8 13.7 

기타시 26.5 1.8 10.5 20.0 18.5 6.3 3.3 13.1 

군 36.5 1.0 8.4 18.6 17.2 5.3 3.3 9.8 

겨울

서울 22.5 0.0 10.0 19.4 22.8 4.3 3.3 17.7 

역시 26.3 0.0 8.8 17.3 26.0 3.5 2.7 15.4 

기타시 25.6 0.0 8.9 19.3 24.2 3.9 3.2 14.9 

군 35.2 0.0 7.1 17.9 22.3 3.3 3.2 11.1 

 
<표 2> 2010년 부하구성비

표 부하군

계 취사 냉방 TV 냉장고 세탁기 난방 기타

18.5 2.5 33.5 31.6 5.75 0.8 7.3

여름 11.9 40.1 18.1 20.3 4.98 0 4.54

가을 15.1 7.7 28.8 25.7 7.33 9.3 5.96

겨울 15.8 0 26.2 26.9 4.89 1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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