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3 -

Abstract – 국내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목적에 맞는 최적 입찰전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수요자원 중에서도 특히 산업용 수용가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해서 경제성 DR(Demand Response) 시장에 참여
할 때 최대의 이익의 얻을 수 있는 입찰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익
뿐만 아니라 유찰 위험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
용한 입찰전략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수요자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수요자원의 입찰량과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시장구조를 이해하고 입찰전략을 세우는 방식에 따라 이익
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입찰전략을 세우고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
성 DR 시장에서는 입찰전략을 잘 세운다면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산업용 수용가 ESS가 경제성 DR 시장에 참여할
때 이익을 최대화 하는 입찰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 위험을 고려한 상
태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입찰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2. 본    론

  2.1 산업용 수용가 ESS 경제성 DR 입찰 전략
일반적인 수요자원의 입장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했을 때 발
생하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하기 때문에 다음의 식을 만족해야 한다.

식 (1)에서 는 감축한 수요자원의 수요량, C()는 만큼의 수
요자원을 감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는 감축한 수요자원에

대한 단위용량 당 정산금액이다. ESS의 경우 피크가 아닐 때 충전을 하
여 그 외의 시간에 경제성 DR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일정한 충전
요금에 수요자원 감축량을 곱한 만큼 발생한다. 따라서 ESS가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한다면 다음의 식을 만족해야 한다.

식 (2)에서 경부하는 경부하시 ESS 충전 요금이다. 즉 ESS는 경제성

DR로 참여시 경부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야 수익이 보장된다.
경제성 DR 입찰시 입찰 가능한 시간은 평일 1시~24시이며 각각의 시
간을 다시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입찰한다. 이 때 입찰가격은 해당 월
의 순편익가격(NBTP) 이상이어야 하며 감축가능용량과 감축가격은 구
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기대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최대화해야 하지만 ESS는 비용함수가 감축가능용량에 대해
선형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을 최대화하는
입찰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인 입찰전략은 <표 1>, 입찰전략에 따
른 SMP별 기대수익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구간에서 모든 SMP 범위별 기대수익을 더한 값이 구간별 총 기대수익
이 되므로 입찰전략에 따른 i번째 구간의 총 기대수익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반적인 입찰 전략

 <표 2> 입찰전략에 따른 SMP별 기대수익

식 (3)에서 i의 범위는 1이상 8이하다. 발전량이 정해져있을 때 특정
시간의 총 기대수익을 최대화하는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식 (4)에서 는 한 시간 동안의 감축가능용량이다. 값이 정해

지면 는 상수 값을 가지므로 식(4)는 에 대한 LP가 되고 목적함

수는 가장 큰 값과 곱해진 값이 와 같을 때 최댓값을 가진다.

식에서 SMP와 확률밀도함수는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갖기 때문에 적

분되는 항이 항상 양수이며 따라서 적분구간이 가장 긴 이 가장 큰

값을 가진다. 이때 감축가격은 1구간에서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
격인 NBTP로 입찰하여 낙찰될 가능성을 최대화하면 식 (4)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찰전략을 세워야 기대수익을 최대
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순이익이 최대가 됨을 의미한다.

 <표 3> 특정 시간의 이익을 최대화해주는 입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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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에 대한 입찰전략을 <표 3>과 같이 세웠고, 이를 24시간에
대한 입찰전략으로 확장시켜보았다.

  2.2 이익의 기댓값 최대화 전략
24시간 동안의 기대수익을 최대화 하는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식 (5)에서 와 는 각각 t번째 시간의 총 감축가능용량 입찰

량과 SMP 예측값, 는 하루 동안 총 감축가능용량 입찰량, 그리고

max는 ESS의 정격출력이다. 식 (6)은 하루에 경부하시간대와 경부하

시간이 아닌 시간대가 한 번 바뀌므로 ESS를 하루에 한 번 충·방전한
다고 가정했을 때 를 나타낸 식이다. 이때 각 시간별 감축가격 입

찰가는 NBTP이므로 가 NBTP보다 클 때는 낙찰되어 정산을 받

지만 가 NBTP보다 작을 때는 유찰되어 정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다. 따라서 단순히 가 최대일 때로 감축가능용량을 산정하기 보다

는 가 NBTP보다 높을 확률을 고려하여 그때의 수익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이익을 높이는 더 합리적인 입찰 전략이 될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식 (7), (8)에서 는 를 의미하며 식 (7)은 값에 따른 정산

가격이다. 여기서 가 평균이  , 표준편차가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즉,   값은 와 에 의한 함수로 나타나며 식 (5)는 다

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와 동일하게 정식화할 수 있다.

식 (10)의 목적함수는 에 대한 선형함수이므로 에 대한 LP를

풀면 이익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3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한 입찰전략
2.2절에서 세운 입찰전략은 이익의 평균은 크지만 모든 방전량을 특정
시간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
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의 분산도 고려하여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PT : Modern Portfolio
Theory)을 활용한 분산투자를 통해 이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입찰전략을 수립하였다.
MPT를 활용하여 분산투자를 하면 특정이익을 보장하면서 위험이 낮

은 입찰전략을 세우거나, 비슷한 위험을 가지면서 더 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입찰전략을 세울 수 있다. 투자의 위험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
하지만 MPT에서 일반적으로 분산을 활용하여 위험을 표현한다. 분산이
클수록 위험이 높으며 이를 반영하면 식 (8)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식 (11)에서 A는 위험회피계수라고 하여 그 값이 클수록 목적함수의
위험회피경향이 강해지고, 그 값이 작을수록 목적함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평균은 2.2절에서 구했으므로 본 절에서는 분산
을 추가적으로 구해야 한다.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으므

로 아래의 식대로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식 (5), (11)를 이용한 최종 최적화문제는 다음과 같다

식 (13)은 2차 문제이기 때문에 QP(Quadratic Programming)를 통하여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3. 결    론

이익과 위험 두 가지를 고려한 산업용 수용가 ESS의 경제성 DR 시
장 최적 입찰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간에 대해서는 모든 감축가능용량을 1구간에 NBTP 가격으로 입찰하
고 하루 중의 최적해를 찾기 위해 SMP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감축가
능용량에 대한 LP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 했다. 하지만 LP를 통해 최적
해를 구하면 적은 구간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큰 위험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나타내는 요
소로 분산을 사용한 MPT를 이용하였고, 이익과 위험의 경중을 조정하
여 분산투자할 수 있는 QP로 정식화 하였다. 이를 통해 이익과 위험 모
두를 고려한 입찰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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