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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energy management programs and real-time bidirec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promote the reduction of power demands and CO2 emissions effectively. 

In the conventional energy management programs, the demand response program that can transition or transfer the 

power use spontaneously for power prices and other signals has been largely used throughout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or measuring the effect of such demand response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actly estimate short-term 

loads. In this study, the power consumption patterns in both individual and group consumers were analyzed to estimate 

the exact short-term loa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power consumption and seasonal factors was also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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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란, 발 설비 용량 부족이

나 높은 발 연료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반 인 력소비패턴에서 력가격이나 기타 다른 신호에 

반응하여 자발 으로 력사용을 이  는 체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그리드에서의 신 력서비스

의 수요 리분야에서 활발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1][2]. 이

러한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효과는 력의 수요공

에 한 밸런스를 맞추고, 도매가격 변동을 감소시키며, 

력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력선진국

의 기 력시장은 력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에 을 두었다. 그러나 경제발

과 산업의 규모화로 인해 체 부하가 속하게 성장함으

로써 많은 문제 을 내포하 으며, 피크사용량은 시스템 용

량 한계에 근 하게 되었고 역정  가능성 한 실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력부족분을 해결하기 해 발 설비를 추가건설

하기에는 CO2 배출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  반 요인과 

사회  비용이 많이 들며, 한 체 에 지원의 효율이 경

제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여 단기 인 에서는 해결책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 을 증가시키기 한 정책보다는 

Peak시 는 력계통의 안정화를 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

안에 을 맞추어야 하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

나 력소비자 스스로 력시장과 연동하여 수요를 조 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이 수요반응(DR)이며, 이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증 하나이다. 수요반응

(DR)은 에 지의 효율  사용을 한 수요자원 리 분야

에서 ISO  력사들이 가장 성공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가서비스  하나이

다.이러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로그램에 있어서 

수요 측을 측정하는 것과 측정하기 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3]. 

한 고려된 요인을 용하기 해 력소비자의 수요 측

을 한 수요패턴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4].

  본 논문의 구성은 2  력사용량 패턴분석에서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로그램에서 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단기 측 방법을 제시하기 해서는 력사용량에 

한 분석이 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해 13만 

력소비자에 한 2007년 1월, 2월, 7월, 8월의 15분 단

의 실제 력사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력사용량 패턴분

석에 한 결과를 기술한다. 3  계  요인분석에서 개별 

력소비자에 한 계 별 패턴분석에 한 결과를 기술한

다. 4  환경 인 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분석에서는 분

석된 패턴결과가 외부 환경 인 요인(온도, 습도, 불쾌지수)

과 력사용량과의 계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단기

측 방법에 있어서 분석결과에 따라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한 측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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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력사용량 패턴분석

  력사용량 측을 해서는 사용량의 패턴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본 에서는 력사용량에 하여 체 력사용

량에 한 패턴분석, 산업군별, 력사용량에 한 패턴분석, 

력소비자별 력사용량에 한 패턴분석 등 다양한 각도

에서 분석을 시도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2 .1  체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체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는 체 력사용량의 월

별, 일별, 시간 별 패턴을 분석하기 해 각 력소비자별 

15분 단 의 실제 력사용량 데이터를 합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에 사용된 2007년 1월, 

2월, 7월, 8월의 월별 력사용량 패턴에 한 종합 인 비

교․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1  07년 1,2,7,8월 체 력사용량 패턴

Fig. 1 Total Power consumption pattern (2007 January, 

February, July, August)

그림 1에서 보듯이 여름의 7월과 8월의 력사용량은 

반 으로 겨울의 1월과 2월의 력사용량보다 다소 많고 일

별 편차가 크지만 분석에 사용된 각 월별 그래 의 체

인 패턴 자체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2  산업군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산업군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는 산업군의 분류에 

의해 63개 산업군별 체 력사용량의 월별, 일별, 시간

별 패턴을 분석하기 해 각 력소비자별 15분 단 의 실

제 력사용량 데이터를 합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산업군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산업군별 특성이 분

명히 존재하지만 각 산업군에 속한 모든 력소비자에 해 

일치하는 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들 산업군의 특성을 개별 

력소비자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체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와 산업군별 력사

용량 패턴분석 결과에서 동일한 분석 상 내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7년 1월, 2월, 7월, 8월 각각의 

력사용량 패턴은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림 2  07년 1,2,7,8월 비 속 업군 패턴

Fig. 2 Power consumption pattern of Specific customer 

groups (2007 January, February, July, August)

그림 2에서 비 속 업의 7월과 8월에 해당하는 력사용

량 패턴분석 결과와 1월, 2월의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를 

동시에 놓고 보면, 7월과 8월의 력사용량은 반 으로 1

월과 2월의 력사용량보다 다소 많고 일별 편차가 크지만 

분석에 사용된 각 월별 그래 의 체 인 패턴 자체는 동

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07년 1,2,7,8월 도매  상품 개업군 패턴

Fig. 3 Power consumption pattern of Specific customer 

groups (2007 January, February, July, August)

그림 3에서 도매  상품 개업의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그림 1과 2와는 다소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지만 계

별로 체 인 패턴 자체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07년 1,2,7,8월 석탄원유군 패턴

Fig. 4 Power consumption pattern of Specific customer 

groups (2007 January, February, July,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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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석탄원유 산업에 한 의 그래 들을 종합

해볼 때 1월, 2월, 7월, 8월 모두 동일한 력사용량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언 했던 산업군들에서 보여지지 않았

던 두 가지 특징 인 요소가 보여졌다. 7월말부터 8월 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 력사용량이 최  수 을 유지하는 

상으로 이는 이 산업군에 속하는 력소비자들이 이 기간 

동안 여름휴가로 인해 잠시 업무를 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15시에서 18시 사이에 력사용

량이 격히 감소했다가 18시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산업군이 교  업무 등의 특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다른 산업군들과 마찬가지로 

계 별로 체 인 패턴 자체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4의 산업군별 력사용량 패턴분석은 63개 산업

군의 일부의 일반 인 력사용량 패턴을 설명하 으나 63개 

모든 산업군을 종합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요한 결론은 동일

한 분석 상 내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7년 

1월, 2월, 7월, 8월 각각의 력사용량 패턴이 동일하게 보여지

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력사용량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력사용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시  자체가 크게 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력사용량 측을 한 

Forecasting 방법을 제시하는데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3 력소비자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력소비자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는 각 력소비자

별로 분석에 사용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7년 1월, 2월, 7월, 

8월 각각의 력사용량 패턴이 앞서 논의한 체 력사용

량 패턴이나 산업군별 패턴과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하여 각 산업군별로 실 사용량이 많은 5개 

력소비자에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

다. 즉, 력소비자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는 13만 

력소비자 에 각 산업군별로 실 사용량이 많은 약 300 

력소비자에 하여 력사용량의 월별, 일별, 시간 별 패턴

을 분석하기 해 각 력소비자별 15분 단 의 실제 력

사용량 데이터를 합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한편, 력소비자별 패턴분석 결과에서도 체 력사용

량 패턴분석 결과와 산업군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에

서 보여졌듯이 동일한 분석 상 내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기

간에 해당하는 2007년 1월, 2월, 7월, 8월 각각의 력사용량 

패턴은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림 5에서 교육서비스업 A의 7월과 8월에 해당하는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와 1월, 2월의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를 동시에 놓고 보면, 7월과 8월의 력사용량은 반

으로 1월과 2월의 력사용량보다 다소 많고 일별 편차가 

크지만 분석에 사용된 각 월별 그래 의 체 인 패턴 자

체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의 담배제조업 B의 7월과 8월에 해당하는 력사

용량 패턴분석 결과와 1월, 2월의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를 동시에 놓고 보면, 7월과 8월의 력사용량은 반 으로 

1월과 2월의 력사용량보다 다소 많고 일별 편차가 크지만 

분석에 사용된 각 월별 그래 의 체 인 패턴 자체는 동

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07년 1,2,7,8월 교육서비스업 A의 력사용량 패턴

Fig. 5 Power consumption pattern of a particular customer 

(2007 January, February, July, August)

그림 6  07년 1,2,7,8월 담배제조업 B의 력사용량 패턴

Fig. 6 Power consumption pattern of a particular customer 

(2007 January, February, July, August)

력소비자별 력사용량 패턴분석의 결과도 체 력사

용량  패턴  산업군별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론 

체 력사용량 패턴이나 산업군별 패턴보다는 력소비자별 

력사용량 패턴이 다소 변동 요소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반 으로 각 력소비자별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각 

력소비자 내에서 동일한 력사용량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력사용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시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력사용량 단기 측을 한 

Forecasting 방법을 제시하는데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계  요인분석

계  요인분석은 력사용량, 산업군별 력사용량, 

력소비자별 력사용량에 하여 여름(7월, 8월)과 겨울(1월, 

2월)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제 력소비에서 계

 요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악하여 향후 

Forecasting 기능 구 을 해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는 부분에 한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3.1  체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 결과

체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 결과는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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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소비자 체의 력사용량에 한 일별 력사용량을 종

합하여 겨울(1월,2월)과 여름(7월,8월)을 비교하기 하여 추

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 7  계 별 체 력사용량 비교

Fig. 7  Comparison of seasonal total power consumption

그림 7은 13만 력소비자 체의 력사용량에 한 계

별 비교 그래 로써, 체 력사용량은 여름의 력사용

량이 겨울의 력사용량에 비해 많으며, 겨울은 력사용량 

패턴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으나, 여름은 이와 상이한 패

턴을 보인다. 이는 여름의 경우 휴가철에 해당하는 7월말부

터 8월  사이에 력사용량이 격히 감소하고 휴가철이 

끝난 이후인 8월 21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사용량이 격

히 증가하여 하 기 Peak 시 이 나타나는 계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단

기 측의 경우는 게는 3일 이 , 많게는 10일이  등 어

도 30일 이 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계  특수성을 고려

한 변수를 용할 필요는 없다.

3.2  산업군별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 결과

산업군별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 결과는 산

업군의 분류에 의한 63개 산업군별 력사용량에 한 일

별 력사용량을 종합, 겨울(1월, 2월)과 여름(7월, 8월)을 비

교하기 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를 토 로 실

제 력소비에서 계  요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악할 수 있으며, 력사용량 측을 한 Forecasting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계  특성을 찾아 제시하기 함이다. 물

론 산업군별 계  요인분석 결과 산업군별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 산업군에 속한 모든 력소비자에 해 일치

하는 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들 산업군의 특성을 개별 

력소비자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8은 산업군별의 섬유제조업, 문직별 공사업, 가구 

 기타 제조업의 계 별 력사용량 비교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섬유제조업의 경우, 체 으로 력사용량은 

여름의 력사용량이 겨울의 력사용량에 비해 많으며, 겨

울과 여름 모두 력사용량 패턴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

으며, 여름휴가로 인한 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직

별 공사업의 경우는 여름휴가로 인한 소비 감소는 없고, 보

편 으로 휴가 후 력사용량이 격히 증가하여 하 기 

Peak시 이 나타나는 계  특성이 존재한다. 가구  기

타 제조업의 경우 여름이 겨울철에 비해 력소비가 낮아 

냉방 력의 수요로 인해 겨울에 비해 력소모량이 많을 것

이라는 일반 인 견해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산업군별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은 63개 산업군 일부를 

설명하 으나 63개 모든 산업군을 종합해 볼 때, 산업군에 

따라 에서 언 했던 여름 휴가철 상, 휴가철 이후 하

기 Peak 상, 겨울 력사용량이 여름 력사용량에 비해 

많은 상의 세 가지  일부 특성이 부분 제시된다.

  

그림 8  산업군별 계 별 력사용량 비교

Fig. 8 Comparison of seasonal power consumption of a 

particular group

3.3 력소비자별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 

결과

력소비자별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 결과는 

13만 력소비자 에 각 산업군별로 실 사용량이 많은 약 

300 력소비자의 력사용량에 한 일별 력사용량을 종

합하여 겨울(1월, 2월)과 여름(7월, 8월)을 비교하기 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를 토 로 실제 력소비에서 

계  요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악할 수 있다. 

그림 9는 과학기술서비스군, 비 속 업군, 담배제조업군

의 계 별 력사용량 비교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력

소비자별 력사용량에 한 계  요인분석은 분석에 사

용된 약 300 력소비자에 하여 일부의 특성을 설명하

으나 300 력소비자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요한 결론은 력소비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산업군

별 계  요인분석에서 보여진 여름 휴가철 상, 휴가철 

이후 하 기 Peak 상, 겨울 력사용량이 여름에 비해 많

은 상 등의 특성이 그 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력사용량 측

을 한 Forecasting 방법론 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긴 시

간의 력사용량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측할 경우 다소 

많은 오차가 상된다. 따라서 측일 이 의 짧은 기간을 

이용한 측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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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력소비자별 계 별 력사용량 비교

Fig. 9 Comparison of seasonal power consumption of a 

particular Customer

4. 환경 인 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분석

본 에서는 앞서 분석한 체 력사용량, 산업군별 

력사용량, 력소비자별 력사용량의 계  요인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가 환경 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기 함이다. 환경 인 요인에 향을 받는다면 력

사용량과 련된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환경

인 요인을 고려하여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이다. 

한편, 환경 인 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분석은 각 지

역별 매 시간별 온도  습도이며, 온도와 습도와의 계를 

통해 불쾌지수를 계산하여, 온도, 습도  불쾌지수와 력

사용량과의 계를 분석하 다. 앞서 력사용량 분석결과 

반 으로 여름의 력사용량이 겨울의 력사용량보다 많

았으며, 이러한 결과가 환경 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

고자 하 다. 만약 환경 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면 

겨울의 난방 력보다 여름의 냉방 력에 한 민감도가 클 

것으로 단되며, 한 이러한 단 자체는 일반 인 생각이

므로 여름 즉, 8월에 한 환경 인 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4.1  환경 인 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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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  체 력사용량과 환경요인과의 산 도

Fig. 1 0 Scatterplot of Total power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Trans. KIEE. Vol. 59, No. 11, NOV, 2010

력소비자의 단기수요 측을 한 력소비패턴과 환경요인과의 계 분석                                                                    1961

그림 10은 각각 2007년 8월에 해당하는 온도와 력사용

량, 습도와 력사용량, 불쾌지수와 력사용량에 한 산

도의 결과로써 온도, 습도,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력사용

량이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즉 고압 력소

비자의 경우 환경 인 요인이 력사용량에 큰 향을 미친

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즉 체 력사용량은 계 에 계

없이 온도, 습도, 불쾌지수 등 환경 인 요인에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력사용량이 여름의 경우 냉방 력

의 수요로 환경요인에 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

으나, 실제 체 력사용량과 환경요인과의 계분석에서 

이러한 견해를 입증할만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환경요인과 체 력사용량과의 계분석에 한 

이러한 결과는 각 력소비자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력소비자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2  환경요인과 력소비자별 력사용량과의 계분석

각 력소비자별 환경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분석은 

약 300 력소비자에 하여 일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300 력소비자를 모두 종합한 결과  

필요한 일부만 제시하는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림 1 1  력소비자 A의 환경요인 산 도

Fig. 1 1 Scatterplot of Total power consumption of a 

particular Customer

그림 11은 교육용 력소비자의 온도와 력사용량, 습도

와 력사용량, 불쾌지수와 력사용량에 한 산 도를 통

해 환경 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 력사용량은 뚜렷한 증감 

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2  력소비자 B의 환경요인과의 산 도

Fig. 1 2 Scatterplot of Total power consumption of a 

particular Customer

그림 12는 일반용 력소비자의 온도와 력사용량, 습도

와 력사용량, 불쾌지수와 력사용량에 한 산 도를 통

해 온도와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경

향은 나타나지만 이러한 력사용량과 환경요인과의 비례

계가 의미를 가질만큼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산 도에 합된 선형회귀직선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값을 보면 0.5~0.7 사이의 값으로 합된 선형회

귀직선이 의미를 갖기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13은 산업용 력소비자의 온도와 력사용량, 습도

와 력사용량, 불쾌지수와 력사용량에 한 산 도를 보

면 환경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가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력소비자별 력사용량에 한 환경요인과 력사용량

과의 계분석은 분석에 사용된 약 300 력소비자에 하

여 일부의 특성을 설명하 으나 300 력소비자를 모두 종

합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요한 결론은 력소비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력사용량 패턴분석 결과 보여졌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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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겨울보다 력사용량이 많다는 반 인 계  특성

이 환경요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력소비자별 

력사용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요인과 약간의 

계를 보이는 력소비자도 존재하 으나 그 정도가 미약

하여 이들 환경변수를 통한 력사용량 측을 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다고 단된다. 오히려 측방법 혹은 측모형

이 복잡해지므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측

을 할 경우 측오차(실제값과 측값의 차이)만 커지는 결

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3 력소비자 C의 환경요인과의 산 도

Fig. 1 3 Scatterplot of Total power consumption of a 

particular Customer

5 . 분석결과에 한 단기수요 측( CB L)  용

본 에서는 앞서 기술된 계 별로 력소비 량에 한 

변화를 있지만 패턴 자체의 변화는 무의미하며, 외부환경요

인과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효값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단기수요

측 즉, CBL(Customer Baseline Load)에 용하고자 한다.

일반 인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로그램에서의 

수요 감량은 CBL에 의해 결정하며, 이는 력소비자의 

표 인 수요패턴을 나타낸다. 수요 감량은 CBL과 수요반

응 시간 의 실제 부하값의 차이에 의해 산출되므로 CBL의 

정확도에 따라 수요 감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CBL의 산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보편 인 

CBL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 데이터 선택

이 단계는 CBL 계산을 해 이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의 DR 이벤트 발생일, 휴일, 공휴일, 체 휴가일 등과 같

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한다.

Step 2. CBL 측

이 단계는 Step 1의 데이터에 의한  평균법(3일 평균, 5

일 평균, 7일 평균 등)을 사용하여 DR 이벤트일의 시간 별 

CBL을 계산한다.

Step 3. 날씨 보정

이 단계에서 DR 로그램의 시작시간 이 에 날씨와의 

상 계수를 구하고 보정계수를 산출된 CBL에 용하여 재 

산정한다. 

국내 고압고객의 경우 CBL 산출시 날씨에 한 보정계수 

용여부를 단하기 해 외부 환경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고압고

객의 경우는 산업활동에 이용하는 력사용량이 날씨 등 외

부 환경요인에 의해 소모되는 력사용량보다 훨씬 크기 때

문에 상 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앞서 기술하 다. 따라서 

력소비자의 단기수요 측을 구함에 있어 CBL 산출시 환

경요인에 한 가 계수를 용할 근거가 없다. 압고객 즉 

일반용 주택의 경우는 날씨 민감도에 따라 력사용량이 크

게 좌우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압고객에 해당하는 

분석결과만 포함한다.  

   

6 .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로그램의  

력소비자 단기 수요 측을 한 방법을 제안하기 해 13

만 고압 력소비자에 한 2007년 1월, 2월(겨울)  7월, 8

월(여름)의 15분 단 의 실제 력사용량 데이터를 바탕으

로 력사용량 패턴분석  계  요인분석, 환경요인과 

력사용량과의 계를 분석하 다. 력사용량과 환경요인과

의 계분석 결과 온도 습도 혹은 불쾌지수가 력사용량에 

향을 미치는 력소비자도 존재하지만 함수 계를 찾을 

정도의 유의성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각 력소비자별 

특성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용할 력사용량 측을 해

서는 과거 긴 시간의 력사용량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측할 경우 다소 많은 오차가 상되므로 력소비자별 부하

패턴을 고려한 단기수요 측 용에 있어서 일반 으로 사

용하는 산술평균법(3일 평균, 5일 평균, 10일 평균, 10일  

상하2일을 제외한 6일 평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의 방법에 있어서 환경 인 변수를 고려하기 보다는 

개별 력소비자의 부하패턴(요일별 부하추이, 일별 부하추

이)을 고려한 단기 수요 측방법이 더욱 합할 것이므로 

이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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