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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저장장치를 이용한 태양광주택의 최적부하제어기법  

Optimal Load Control Method for Solar-Powered House with Energy Storage System

 정 표*․김  호†  

(Jeong-Pyo Jeon․Kwang-Ho Kim)

Abstract - The renewable energy system and the real-time pricing can provide the significant economic advantage for 

end-user of residential house. However, according to recent studies, high initial cost of renewable energy system such as 

photovoltaic (PV) system and lack of suitable load control methods adjusting electric power consumption in response to 

time-varying price are regarded as the major obstruction for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system and real-time 

pricing in residental household. In this paper, we propose automated optimal load control strategy which aim to achieve 

not only minimizing the electricity cost but also the increase in the utilization rates of PV generation power of residential 

PV house in real-time pricing environmen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optimal load control strategy leads 

to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electricity costs and increase in the utilization rates of power generated by PV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PV house. Therefore, the proposed optimal load control strategy can provide more 

economic benefit to end-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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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양 주택의 보 실

Fig. 1 Penetration rate of PV houses 

1.  서  론 

지난 수년간 력사용량의 증으로, 력인 라는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의 실내 냉방온도  

옥외조명 제한 등의 력수요 안정 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보다 극 인 해결책으로써 주택 수용가에서의 신재생 에

지시스템과 력원가 기반의 실시간 기요 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홈 보 사업과 같은 정부의 

극 인 지원을 통하여 주택에서의 신재생에 지, 특히 태양

주택의 보 률은 그림 1과 같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

며, 계시별 실시간 기요 의 경우 실제 용을 한 실증

연구  인 라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1]. 주택에서의 신재

생에 지 시스템의 도입은 력사용량과 기요 을 이기 

한 가장 극 이고 효율 인 안  하나이며, 원가기반

의 계시별 기요 은 최종 수용가에서의 력소비를 력

시장의 상황에 따라 효율 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상

당한 장 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

에 따르면 력수용가 특히 주택부분에서의 실시간 기요

  태양  발 시스템과 같은 신재생에 지 시스템의 도

입이 장 빛 미래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2][3].

실시간 기요  환경에서는 시간 별 상이한 기요  

단가를 용받기 때문에 기요  감을 하여 태양 주

택의 사용자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기요 에 반응하여 

그들의 력소비를 조정하거나 요 이 렴한 시간 로 이

하는 부하제어와 함께 태양  발 력을 효율 으로 배

치하는 행동이 요하다. 그러나 부분의 주택 사용자들이 

모든 시간 에 걸쳐 변화하는 기요 을 모니터링하고 이

에 따라 한 부하제어를 한다는 것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한 간헐  발 특성을 가지는 태양  발 시

스템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요 의 단가변동에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는 일반 주택 수용가에서 제어가 

용이한 냉·난방장치,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명, 기자동차 

등의 부하를 심으로 실시간 요 제 환경에서 주택 수용가

에 용할 수 있는 부하제어 알고리즘에 한 연구[4][5], 태

양  발 시스템과 력 장장치의 연계  제어를 통하여 

력시장의 보조서비스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윤을 창출을 

하고자 하는 연구[6]가 수행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4][5]에

서는 태양 이나 력 장장치 없이 순수히 부하제어만으로 

력 감으로 시도하 다. 그러나 제어 상이 된 부분의 

부하는 사용시각이나 사용여부가 주거자의 편의와 직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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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 부하를 임의로 제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 이 방법을 실제 주택에 용하기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한 참조문헌 [6]의 연구에서는 잉여 력 

매에 을 두고 력 장장치와 부하제어를 수행하 기 

때문에 매이후 부하의 력수요에 한 고려가 미흡하다

는 단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 주택에 있어서 력 장장치를 

효과 으로 충방 하면서 태양 발 시간과 발 종료시간 

기간의 부하사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 의 력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

문에서는 실시간 기요 을 용받는 태양 주택에서의 최

한의 이윤  발 력의 이용률의 극 화를 한 최 부

하제어 략이 제시되었다.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은 냉·

난방장치  력 장장치를 제어부하로 하여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기요  변동에 따라 자동 으로 이들에 

한 최  운행스 을 산출하고 제어함으로써, 태양  발

력을 최 한 효율 으로 사용하도록 제어하는 동시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기요 을 최 한 감하도록 조 한

다. 이를 통하여 주택 사용자 측면에서는 쾌 한 실내 환경

을 유지하는 동시에 태양  발 시스템  실시간 기요

의 설치에 따른 경제  잠재효과를 최 한 이끌어 내는 것

이 가능하다. 한 계통측면에서는 단가변동을 통한 력수

요 리라는 실시간 기요 제의 본연의 순기능을 이끌어내

는 것이 가능하며, 한 발 력의 이용률을 극 화하여 계

통으로 유입되는 태양  발 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계통안

정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하 다. 이를 통하여 

태양  발 시스템  실시간 기요 제의 성공 인 안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태양 주택의 기본 구성  특성

2.1 태양 주택의 개요

다음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이 

용될 태양 주택의 기본 인 구성을 보여 다.

그림 2 제안된 태양 주택의 개요도

Fig. 2 Diagram of the proposed solar  house

기존의 태양 주택과 달리 제안된 태양 주택에는 제어 

가능한 력 장장치와 에어컨과 함께 제안된 제어 략이 

구 된 최 부하제어 시스템이 설치 되어있다. 주택에 설치

된 최 부하제어 시스템은 일 기상청과 력거래소로부터 

각각 다음날의 기상데이터와 실시간 기요  데이터를 

송 받으며, 송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날의 력 장

장치  에어컨의 최  운행스 을 수립하도록 한다.

2.2 태양  발 시스템

다음날의 태양  발 시스템의 측 발 량은 기상으로부

터 일사량, 일조시간 데이터를 송받아 산출하게 된다. 일

반 으로 태양 시스템의 발 량은 일사량()에 의해 결

정되며, 일사량에 한 태양 지 어 이의 변환효율()은 

그림 3와 같이 근사하여 나타낼 수 있다[7][8]. 그림 3과 같

이 태양 지 어 이의 변환효율은 일정한 값이 아니며, 일반

으로 일사량이 0인 지 부터 특정 일사량인 변곡 ( )까

지 의 기울기를 가지며, 일사량이 인 이상에서는 일

정한 변환효율 을 가진다.

그림 3 일사량에 따른 태양 지 효율

Fig. 3 The approximation conversion efficiency of solar cell 

arrays

그림 3의 어 이 변환효율 특성에 따른 단 면 ( )

당 태양 지 어 이의 출력( )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 if ≤≤       (1)

   × if ≥            (2)

여기서,

  : 태양 지 어 이 출력(kW) 

 : t 시간의 일사량(kW)

 : 어 이 변환 효율

 : 변환효율 변곡 (kW)

최종 으로 시간당 체 태양  발 시스템의 발 량은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 t 시간의 태양  발 량(kWh)

 : 어 이 면  

 : 시스템 가동시간

 : 태양 지 변환효율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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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 규격

용량 [kWp] 3

어 이 변환효율() [%] 11.6

변곡 ( ) [ ] 1.2

어 이 면 () [ ] 38.8

보정계수() [%] 76

표   1  태양  발 시스템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in a PV Generation System

일반 으로 태양 지의 변환효율은 모듈온도, 오염  인

버터 손실에 의하여 많은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정확한 발

량의 산출을 하여 변환효율 보정계수( )을 도입하도

록 하며, 본 논문에서는 [8]을 참조하여 표 1과 같이 3kWp

 태양  발 시스템에 한 기본데이터를 이용하 다. 

2.3 력 장장치

제안된 태양  주택에서의 시간당 충/방 량에 따른 력

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의 잔존용량(SoC : 

State of Charge)은 다음 수식과 같다[6].

   

 
      (4)

Subject to:

≤≤      (5)

≤≤                     (6)

                                 (7)

min ≤≤max                    (8)

min max                 (9)

여기서,

  : t 시간의 ESS 잔존용량(kWh)

 : t 시간의 ESS 충  력량(kWh)

 : t 시간의 ESS 방  력량(kWh)

 : t 시간의 ESS 시스템 효율(%)

 : ESS의 정력 력(kW)

max : ESS의 용량(kWh)

 : 방 심도(Depth of Discharge)

항목 단 규격

타입 연축 지(Lead-Acid)

정격 력( ) [kW] 2

용량(max ) [kWh] 8

충/방  효율( ) [%] 80

방 심도() [%] 80

표   2  력 장장지의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in a Energy Storage System

각 시간의 력 장장치의 잔존용량은 시간의 잔존용량

과 충/방 량으로 결정이 되며, 수식 (5)~(8)은 장장치의 

기술  제약조건을 나타낸다. 력 장장치의 효율성을 증

하기 하여 최  방 력량은 수식 (9)과 같이 력

장장치 방 심도를 80%로 제한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 보

편 이고 렴한 장장치인 연축 지(Lead-Acid)형 배터리

를 기본 력 장장치로 선정하 으며, 표 2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축 지의 기본 데이터를 보여 다[9].

2.4 에어컨  실내온도 변화

제안된 태양 주택에서 에어컨은 최 부하제어 시스템의 

제어신호에 따른 설정온도의 조 로 시간당 소비 력량이 

제어된다. 따라서 에어컨의 설정온도 변화에 따른 에어컨의 

소비 력량을 수학 으로 모델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트에서는 에어컨에 한 수식  모델을 정의한다[10]. 우선, 

다음 시간의 실내온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0)

여기서,

 : 건물의 열 시간계수(  )

   : t 시간의 실내온도()

  : t 시간의 외부 온도()

 : t 시간의 에어컨의 소비 력량(kWh)

 : 주택의 열 도율()

 : 에어컨의 성능계수(COP)

식 (7)을 이용하여 에어컨의 설정온도와 소비 력간의 

계를 정의하는 에어컨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여기서,

  : t 시간의 설정온도 (,   )

여기서,    는 각각 에어컨의 기계  특성과 건물 

실내 열 특성에 따른 상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10]에서 제

시된 , 을 이용하 으며, 주택의 열 도율( )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건물의 특성을 반 하기 하여 여

름철 평균온도에서 “2006 가 기기 보 률  가정용 력 

소비행태조사”[11]에서 명시된 우리나라의 평균 인 에어컨 

력량을 소비하도록 조정된 값을 사용하 다. 아래의 표 3

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에어컨의 기본 데이터를 보여 다.

항목 단 규격

열 시간계수() 0.93

열 도율() [] 0.485

에어컨 성능계수() [COP] 2.5

표   3  에어컨의 라미터

Table 3 Parameters in a Air-Conditioner System

2.5 에어컨을 제외한 기기의 부하패턴

주택에서의 부하패턴은 사용자의 생활패턴  기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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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따라서 정확한 최

 운행스  산출을 해서는 특정 상 주택에서의 축

된 부하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하패턴이 측  산출되

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부하제어 략에 있고, 

특정주택의 부하패턴을 이용한 시뮬 이션은 객 이지 못

할 것이라는 단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에서의 표

인 부하곡선 산출하여 용하 다. 에어컨을 제외한 제어가 

되지 않는 기기에 한 부하패턴을 산출하기 하여 력거

래소의 “2006 가 기기 보 률  가정용 력 소비행태조

사”[11]과 지식경제부의 “2008 조명기기보 ·이용실태조

사”[12]를 참조하여 보 률이 높은 표 기기  조명을 선

정하 으며, 이들의 통계  하루 사용패턴을 통하여 의 그

림 4와 같이 에어컨을 제외한 기기에 한 일반 인 일일 

부하패턴()을 모델링하 다.

그림 4 에어컨을 제외한 기기의 부하곡선

Fig. 4 Daily load pattern for uncontrollable loads 

2.6.  주택용 계시별 기요  모델

재 주택에서 용받는 기요 은 진율을 용한 사

용량기반의 기요 이며, 실시간 기요 은 아직 용하기 

이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

지에 용 인 주택용 3단계 ToU(Time of Use) 기요

을 용하도록 한다. 

그림 5 8월 18일의 주택용 3단계 ToU 기요  곡선

Fig. 5 ToU electricity rate curve on August 18

주택용 계시별 기요 은 력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계

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기반으로 산출

되며 24시간  SMP단가 높은 5시간의 평균을 최 부하로, 

다음 9시간의 평균을 간부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의 평균

을 경부하 단가로 용한다. 따라서 주택용 3단계 ToU 요

의 단가()는 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지만, ToU 

시간 는 기존과 동일하게 용된다. 그림 5는 2011년 8월 

18일의 SMP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주택용 3단계 ToU 

요  단가곡선( )을 보여 다. 

3. 최 부하제어 략 모델링

3.1 목  함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 부하제어 략은 다음과 같이 최

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Minimize Cost: 


 



                      (12)

여기서,

     

   

    

  : 계통구입 력량(kWh)

  : 주택 부하 력량(kWh)

  : 주택 출력 력량(kWh)

  : 계통 매 력량(kWh)

의 최 화 식은 에어컨의 설정온도( )의 제어를 

통하여 에어컨의 소비 력량의 결정  주택에서의 시간당 

발생하는 부하 력량 을 결정하게 된다. 한 력

장장치의 시간당 충/방 량(   ) 제어를 통하여 태양

시스템의 발 량과 함께 시간당 발생하는 주택의 출력 력

량 을 제어하여 최종 으로 실시간 기요 의 변화

에 따라 효율 으로 력의 구입  매를 가능하게 한다.

3.2 제약조건

3.2.1 에어컨제어 제약조건

실내온도는 쾌 한 실내 환경을 결정하는 변수  하나로 

하지 않은 에어컨 설정온도 제어는 사용자가 불쾌감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에어컨의 제어는 반드시 쾌

한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 에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Subject to

≤ ≤        (13)

≤≤         (14)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냉난방 공조 기술자학회에서 지

정한 쾌 온도 범 [13]와 우리나라의 평균  냉방온도를 

충하여, 에어컨의 설정온도 제어범 를 22-24도로 제한하

으며, 에어컨의 기계  특성과 일반 인 에어컨의 사양을 참

조하여 에어컨의 시간당 최  소비 력량을 3kWh로 제한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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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력 장장치  계약 력 제약조건

장장치의 운용  계약 력에 한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    (15)

≤ ≤                        (16)

여기서,

 : 계약 력량(kWh)

본 연구에서 력 장장치는 주택에서의 태양  발 력

을 능동 으로 조 하기 한 태양  발 시스템의 백업시

스템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장치의 충 은 오직 태양

 발 시스템의 발 력을 이용하여 충 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하 다. 따라서 식(5)와 달리 시간당 력 장장치의 최

 충 가능 력량을 시간당 발 력량으로 제한하 으며

(15), 시간당 구입 력량은 주택의 계약 력으로 제한된다

(16).

3.2.3 매 제약조건

일반 인 원 포인트 력망에서는 주택에서의 출력이 부

하수요를 만족하여 잉여 력이 발생하는 경우, 잉여 력이 

계통으로 유입되어 력의 매가 이루어진다.

if  ≥ 

  

else

  

Subject to:

     ×     (17)

여기서 는 2진 변수로, 태양 주택에서 잉여 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단하여 매 제약조건식을 조정하기 변

수로 사용되었다. 주택에서의 출력 력량이 필요 부하 력

량 보다 큰 경우   , 매 력량은 잉여 력량

(   )으로 제한되며, 잉여 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 태양 주택에서 력 매는 이루어지지 않

는다. 한 일반 으로 태양  발 시스템은 기상조건에 따

라 간헐 인 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간헐 인 발 특성

은 경우에 따라 무분별한 잉여 력의 유입을 일으켜 압변

동, 주 수 변동 등 계통측면에서 불안정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  발 력을 주택에

서 최 한 사용하도록 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동시에 력계

통으로의 무분별한 력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하 다. 

이를 하여 태양  발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된 력은 1

차 으로 태양  발 시스템의 발 시작 이후 발생하는 주

택에서의 부하
 



 을 최 한 담당하도록 하며, 이를 

하여 태양 발 량이 미미한 시간이나 태양  발 이 이

루어지지 않는 야간시간의 부하의 경우 력 장장치를 이

용하여 충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최 한 주택에서의 

부하를 충족시키고, 남는 력의 경우 매하여 계통으로 유

입되는 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if   ≥ 
 



 

  

else

  

Subject to:






  ≤




 
 



 ×    (18)

여기서,

  : 태양 시스템의 첫 발  시작시각

여기서 는 와 비슷한 기능으로 매가 가능한 날

  과 가능하지 않은 날  을 구분하기 한 2진수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매가 가능한 경우 태양  발 력

은 우선 으로 주택의 부하 력을 충족한 후 매 되도록 

제어된다.

3.3 최 화 기법의 용

본 연구에서는 에서 정의한 부하제어 목 함수 최 화

를 해 비선형함수 최 화에 많이 사용되는 SQP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기법을 용하 다. 

SQP법은 비선형 함수 형태의 목 함수와 제약조건을 테일

러 수 개를 통하여 목 함수는 2차식으로 제약조건은 1

차식으로 근사하여 최 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의 Toolbox[14]를 활용하여 최 화 로

그램을 코딩하 고 다음 에서 기술한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

4. 사례연구

4.1 사례연구 개요

이 에서는 제안된 태양 주택의 최 부하제어 략의 효

과를 입증하기 한 시뮬 이션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서울에 치한 주거용 주택을 상으로 시뮬 이

션을 실시하 으며, 2011년 8월의 서울지역의 실제 기상(기

온, 일사량, 일조시간) , SMP 데이터를 이용하 다

[15][16]. 그 외 시뮬 이션 조건은 표 4와 같다.

제어방식
기존 

태양  주택

제안된 

태양  주택

지역 서울  

시뮬 이션 기간 2011년 8월

태양 발 시스템 용량 3kWp

력 장장치 용량 0kWh 8kWh

에어컨 설정온도 범 23℃ 22~24℃

표   4  시뮬 이션 조건

Table 4 Simul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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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제어방법

(a) the general load control method

(b) 최 부하제어 방법

(b) the optimum load control method

그림 9 에어컨의 소비 력량의 비교

Fig. 9 Comparison of the Air-conditioner power 

consumption

4.2 일간 운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 부하제어 략의 효과 검증하기 

해 먼  2011년 8월 18일을 상으로 일일 운행결과를 산

출하 다. 18일은 그림 6과 같이 풍부한 태양  발 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외부온도를 보이는 날로 냉방기기의 운행

시간이 짧고, 그로인해 많은 매량이 기 되는 날이다. 아

래의 그림 8, 그림 9는 18일의 에어컨의 설정온도  소비

력량 변화를 보여 다.

그림 6 실외온도  태양  발 량

Fig. 6 Outdoor temperature and generated power 

그림 7 주택용 3단계 ToU 기요  곡선

Fig. 7 ToU electricity rate curve  

그림 8 설정온도 비교

Fig. 8 Comparison of the setting temperature 

기존 태양 주택에서의 고정된 실내온도(23도)를 유지하

기 해 에어컨의 설정온도가 2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

면 제안된 최 부하제어 의한 에어컨 운행은 발 량이 풍부

하거나 구입단가가 낮은 특정시간에 집 인 냉방을 통하

여 효율 인 력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10과 그

림 11은 두 번째 제어요소인 력 장장치의 제어결과를 보

여 다.

그림 10 력 장장치 제어결과

Fig. 10 Results of the control of energy storage system

력 장시스템의 충/방  제어를 통하여 최 부하제어 

시스템은 그림 10과 같이 기요 이 렴한 시간 의 태양

 발 력을 발 이 없는 야간시간으로 이 하며, 이를 통

하여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은 주택에서의 태양  발

력을 최 한 사용하도록 제어한다. 한 그림 11과 같이 

최 부하제어 시스템은 장장치의 충/방 량을 조 하여 

시간당 출력 력량을 조 하며, 조 된 출력 력량

( )은 에어컨 제어에 의해 조정된 부하 사용량

( )과 함께 매단가가 높은 시간 (12시)에 력 매

( )가 집 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결과 으로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은 력 장장치  에어컨의 제어를 통

하여 태양  발 력의 효율 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동시

에, 최 의 시간 에 력구입  매를 배치함으로써 최

한으로 기요 이 감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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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제어방법

(a) the general load control method

(b) 최 부하제어 방법

(b) the optimum load control method

그림 11 매 력량의 비교

Fig. 11 Comparison of selling power 

18일에 한 기존의 태양  주택과 최 부하제어 방법의 

기반의 태양 주택에 한 산술  비교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존

태양 주택

제안된

태양 주택

구

입

계통구입 력량(kWh) 10.4 4.46

구입요 (원) 1278.4 486.3

평균 구입단가(원/kWh) 122.4 109.1

매

계통 매 력량(kWh) 6.15 2.99

매요 (원) 829.7 438.2

평균 매단가(원/kWh) 134.9 146.3

일일 기요 (원) 449 48

표   5  8월 1일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on August 18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 부하제어를 통하여 주택에서의 

태양 발  력을 보다 많이 소비하는 동시에 보다 은 

비용으로 력을 구매하고, 높은 비용으로 력을 매하는

(평균 구입, 매단가 비교) 효율  구입  매를 통하여 

일일 기요 이 상당한 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월간 운 결과

이번 트에서는 최 운행 제어를 통한 2011년 8월 한 달

간의 운행 결과를 제시한다. 8월 기간의 운행결과는 23도의 

에어컨 설정온도로 운행하는 일반제어 방법 외에 추가 으

로 최소 설정온도인 24도로 운행하는 방법을 추가 으로 비

교하 다. 8월 기간 시뮬 이션의 비교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제어 방식
기존

태양 주택

제안된

태양 주택

설정온도 23도 24도 22~24도

계통구입 력량(kWh) 505.2 401.6 315.7

계통 매 력량(kWh) 69.8 96.4 20.6

월 기요 (원) 48,433 33,334 31,615

요  감율(%) - -34.71)(-5.22))

표   6  8월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Table 6 Results of the simulation for the month of August

참고: 1) 기존 태양 주택 23도 설정시와 비교, 2) 기존 태양 주택 24도 

설정시와 비교

8월 한 달간의 최  부하제어를 일반제어 방법과 비교한 

결과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은 최 의 력 장장치  

에어컨 운행 스 을 통하여 기존의 태양  주택의 일반제

어 방법에 비하여 각각 8월 기요  비교에서 각각 34.7%, 

5.2%의 요 감 효과가 나타났다. 한 제안된 략은 

력 장장치의 운용을 통하여 태양  발 력의 효율 인 

매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서 발 력을 최

한 이용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계통으로 유입되는 잉여 력

을 상당히 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2은 8

월 한 달간의 기요 을 보여 다.

그림 12 8월 기요  비교

Fig. 12 Comparison of the daily electricity cost in August

5. 결  론

주택에서의 신재생에 지와 실시간 기요 의 도입은 

기요  감  효율  소비유도등 많은 효과가 기 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실시간 기요  환경에서 신재생에 지

의 간헐 인 출력 특성  한 부하제어 시스템의 부재

는 이러한 이 을 상당부분 제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력 장장치  에어컨을 이용한 최  부하제어 략을 통하

여 실시간 기요 을 용받는 태양 주택에서의 기요

의 최소화함으로써 태양  발 시스템  실시간 기요

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 다.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은 

변동 인 실시간 기요   태양  발 량에 따라 최 의 

력 장장치의 충/방 량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결정하

고 제어함으로써, 효율 인 력의 구입  매가 이루어지

도록 하며, 한 태양  력을 주택 자체 으로 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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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도록 조 한다. 2011년 8월의 서울지역의 기상데이터와 

SMP 데이터를 이용한 운행상황을 모의한 결과,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은 월 기요 을 상당히 감하 으며, 계

통으로 유입되는 태양  발 력 한 상당히 감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하제어방법을 

용할 경우, 주택부분의 사용자는 신재생에 지 시스템 설

치와 실시간 기요 의 용 하에서 최 한의 경제  이득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 으로는 실시간 

기요 의 성공 인 안착  신재생에 지와 력 장장치

의 보 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설치

된 태양 시스템과 력 장장치를 어떻게 가장 경제 으로 

운 할 것인가에 한 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

에 태양 과 력 장장치의 기투자비용에 해서는 고려

하지 않았다. 신재생에 지시스템  력 장장치의 설치

를 고려하는 계획단계에서는 기투자비용  운 비용을 

고려하여서 체 인 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

단계의 경제성 평가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 운 방법

을 사용하여 운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경제성 평

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된다.

References

[1] KEMCO [Online], available at http://www.kemco.or.kr/

[2] LLC Working Group 2Mea-surement and Evaluation 

Committee, and California Edison Company,Apr, 

"Demand response program evaluation—Final report 

Quantum Con-sulting Inc. and Summit Blue 

Consulting", 2005

[3] M. Ann-Piette, G. Ghatikar, S. Kiliccote, D. Watson, 

E. Koch, and D. Hennage, “Design and operation of 

an open, interoperable automated demand response 

infrastructure for commercial buildings,” J. Comput. 

Inf. Sci. Eng., vol. 9, pp. 1–9, Jun. 2009.

[4] Molderink. A, Bakker. V, Bosman. M.G.C, Hurink. 

J.L, Smit. G.J.M, “Management and Control of 

Domestic Smart Grid Technology”,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vol. 1 no 2, pp.102-119, 

2010

[5] Mohsenian-Rad. A.-H, Leon-Garcia. A, “Optimal 

Residential Load Control With Price Prediction in 

Real-Time Electricity Pricing Environments”,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vol. 1 no 2, pp.120-133, 

2010

[6] C. Clastres, T.T. Ha Pham, F. Wurtz, S. Bacha 

"Ancillary services and optimal household energy 

management with photovoltaic production" Energy, 

vol. 35, no 1, pp.55-64, 2010

[7] M. Shahidehpour, M. Marwali, "Maintenance 

scheduling in restructured power system", Kluwer 

academic publishers norwell, Massachusetts, 

pp.183-187, 2000

[8] Il-Ryong Lee, Chang-ho Jung, Jin-O Kim, Hun 

Shim, “Photovoltaic Generation System Output 

Forecasting using Irradianc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roceedings of KIEE Summer Conference 

A, pp.548~550, 2004

[9] “Benefit/Cost Framework  for  Evaluating  Modular  

Energy Storage,” Sandia  2008-0978  Unlimited  

Release.

[10] P. Constantopoulos, F. Schweppe, and R. Larson, 

“ESTIA: A Real -time Consumer control Scheme for 

Space Conditioning Usage Under Spot Electricity 

Pricing.” Computers Operations Research, vol 19, 

no.8, pp 751-765, 1991

[11] Korea Power Exchange, “2006 Survey Report of 

Home Appliance Supply Rate and Electricity 

Consumption Behavior of Residential Customers”, 

KPX, pp.43～73, 2006

[1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MOTIE), “2008 Survey Report of Lighting 

Equipment Usage”, 2008

[13] The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an 

Occupancy, Th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Standard: ANSI/ASHRAE　５５ー１９９２

[14] The MathWorks , “Optimization ToolBox  4   

User's Guide”

[15] KMA[Online], Available: http://www.kma.go.kr/

[16] KPX[Online], Available: http://www.kpx.or.kr/

   자   소   개

 정 표 (全 晶 杓)

1983년 4월 12일생. 2009년 2월 강원 학

교 IT 학 기 자공학부 졸업. 2011년 

2월 동 학원 기 자공학 졸업(석사). 

2011년 3월 ~ 재 동 학원 기 자

공학부 박사과정.

E-mail : jeong823@kangwon.ac.kr

김  호 (金 光 鎬)

1966년 1월 17일생. 1988년 2월 서울 학

교 기공학과 졸업. 1994년 8월 동 학

원 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95년 3

월～ 재 강원 학교 IT 학 기 자공

학부 교수

E-mail : khokim@kangwon.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