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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요금제하에서 산업용 수용가의 부하제어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Industrial Load Control Algorithm for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under Real Time Pricing Environment

 정 표*․장 성 일**․김  호†

(Jeong-Pyo Jeon․Sung-Il Jang․Kwang-Ho Kim)

Abstract - In real-time electricity price environment,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can provide the significant 

advantage to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customers since it can reduce the electricity charge by controlling 

the load operation effectively in response to time-varying price. However, the earlier studies for load management mainly 

focus o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ustomers except for the industrial customers because most of load operations in 

industrial sector are intimately related with production schedule. So, it is possible that the inappropriate control of loads 

in industrial sector causes huge economic loss. In this paper, therefore, we propose load control algorithm for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F-EMS) to achieve not only minimizing the electricity charges but also maintaining 

production efficiency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oad operation and production schedul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oad operation and production schedule, the proposed load control algorithm can reflect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pecific industrial customer and control their loads within the range that the production efficiency is maintaine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load control algorithm for F-EMS leads to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electricity charges and peak power in industr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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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격한 력소비의 증가  발 설비의 노후화로 인

하여 해마다 력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

나,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래 표1과 같이 각 수용가에

서의 력수요는 해마다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용 수용가는 13년도 매량 기  체 매량의 

60%를 차지하는 최  력소비 수용가로 나타났으며, 2009

년-2013년도 기간  가장 높은 력소비량 증가율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최근 정부는 반복되는 력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

요  수 을 실화하기 해 지속 인 기요  단가의 인

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타 수용가에 비하여 요 단가가 

낮은 산업용 기요  개선에 요 정책을 집 하고 있다. 

행 산업용 수용가에서는 계 별, 시간 별 계시별요 제가 

용되고 있으나, 향후 력수요 리 효과를 증 시키기 

해 력수  상황에 따라 시간 별로 요 단가가 변동되는 

실시간 기요 제(RTP: Real Time electricity Price)의 도

입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2009 59,427 89,619 6,465 207,215

2010 63,199 97,410 7,452 232,672

2011 63,523 99,504 7,568 251,490

2012 65,483 101,592 7,860 258,101

2013 65,814 102,196 7,947 265,372

평균 증감률 2.49% 3.19% 4.90% 5.93%

표 1 2009-2013 력 매량 추이 분석

Table 1 Analysis of electricity sale trend between 2009-2013

(단  : GWh)

실시간 기요 제는 행 계시별 요 제 보다 력수

상황을 극 반 하여 기요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산업용 

수용가로 하여  최 부하 시간동안의 력사용량을 감하

도록 유도하는 등의 력 수요 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원가  기요 이 차

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높은 철강, 화학 같은 산업용 

수용가는 격한 력요  단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가격경

쟁력 하  이득 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

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소기업 수용가 역시 지속 인 

력요  단가의 인상에 따른 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기술력  역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시간 기요 제하에서는 기존의 기요  환경과 달리 

총 력 사용량뿐만 아니라 시간 별 력사용량 사용 비  

한 기요 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므로 수용가는 변

동요 에 따른 기요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기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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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부하사용을 히 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부하제어 략이나 체계가 없이 리자 는 작업자의 

수동 인 리, 제어만으로 효율 인 부하제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고 단된다[2-3].

따라서 향후 실시간 기요 제하에서는 수용가내의 부하

를 자동 으로 모니터링하고 히 제어할 수 있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의 요성이 단히 높

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지 까지 다양한 EMS 알고리즘  

부하제어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산업용 

수용가는 타 수용가와 달리 부하사용이 생산일정에 직

인 향을 주는 계로 잘못된 부하제어는 막 한 경제  

손실을 래할 가능성 있으며, 때문에 지 까지의 EMS  

부하제어는 산업용 수용가를 제외한 주택  사무용 수용가

에 을 맞추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 까지의 수용

가별 기요  단가 인상률  정부의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산업용 기요 의 인상률은 타 수용가의 인상

률을 상회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산업용 수용가를 한 

EMS  부하제어 알고리즘의 개발은 다른 수용가에 비하

여 더욱 시 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실시간 기요 제 환경에서의 산업용 수용가의 최

의 부하제어  운 스  산출을 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부하제어 알고리즘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안된 F-EMS의 부하제어 알고리즘은 산업

용 수용가에서의 부하를 제어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부하군의 특성  특정 수용가에서의 작업 스 을 포

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최  부하운  스 을 리자  

작업자에게 제공하여 부하제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용 

수용가에서의 생산효율을 하하지 않는 범 에서 기요  

최소화를 추구하게 된다.

2. 산업용 부하제어를 한 주요 변수 모델링

2.1 산업용 부하의 운  방식에 따른 분류 

산업용 수용가에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부하가 존

재하며 부하의 역할  기능에 따라 제어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 인 산업용 부하제어를 해

서는 부하들을 운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

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

장내의 부하를 운 방식별로 부하군을 분류하 으며 작업자

가 사 에 입력한 수용가의 작업스 을 고려하여 최 의 

부하 운  스 을 산출  제공함으로써 작업장 쾌 도 

증진  작업 스 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일반 으로 산업용 부하는 기기의 출력(소비 력)  기

동시각을 조정함으로써 운 을 하기 때문에 운 방식에 따

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4].

2.1.1 Critical  부하군 – 제어 불가능 

산업용 수용가의 부하 에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

력의 조 을 할 수 없어서 소비 력이 고정되어 있는 부하

가 해당된다. 컴퓨터, 정보기기 등이 그 표 인 것으로서 

보통 간헐  사용패턴을 보여주며 임의로 출력 즉 소비 력

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러한 부하를 Critical 부하로 규정하고 

이들 부하에 한 제어는 실시하지 않으며, 식 (1), (2)와 같

이 정해진 기동시각  소비 력량을 수하며 사용된다.

그림 1 Critical 부하군

Fig. 1 Critical Loads

 
 (1)

 
  (2)

여기서, 

   : k번째, Critical 부하의 실제 기동시각


   : k번째, Critical 부하의 희망 기동시각

   : k번째, Critical 부하의 실제 소비 력량(kWh)


   : k번째, Critical 부하의 희망 소비 력량(kWh)

    : 부하 Index

2.1.2 Interruptible 부하군 – 소비 력 제어가능

Interruptible 부하는 식(3),(4)와 같이 부하를 정해진 시간

동안 운 하여야 하지만 일정범  내에서 출력, 즉 소비 력

량을 조 할 수 있는 부하로 냉/난방장치가 표 인 이다. 

그림 2 Interruptible 부하군 

Fig. 2 Interruptible Loads

   
 (3)

 
min≤ ≤ max (4)

여기서, 

    : k번째, Interruptible 부하의 실제 기동시각

 
   : k번째, Interruptible 부하의 희망 기동시각

    : k번째, Interruptible 부하의 실제 소비 력량(kWh)

 
min   : k번째, Interruptible 부하의 최소 소비 력량(kWh)

 
max   : k번째, Interruptible 부하의 최  소비 력량(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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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Deferable 부하군 – 기동시각 제어가능 

산업용 수용가에서는 제품 생산과 기 사용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동하면 간에 정지시킬 수 없는 부하

가 일반 으로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하의 운 은 해당 산

업용 수용가의 작업 스 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  기동을 하여 장시간의 비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Deferable 부하군을 이와 같이 

리자가 작업스 쥴 는 필요에 의해 기동시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은 고정시킨 부하로 정의하 다. 이 경우 

사 에 정의한 범 내에서 기동시각만 조  가능하도록 하

며, 목표한 생산을 해 정해진 운 시간(
 )을 수하

여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식 (6),(7)과 같이 표 하 다.

그림 3 Deferable 부하군

Fig. 3 Deferable Loads


min≤ ≤max (6)

 
 (7)

여기서,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실제 기동시각


min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최소 기동시각


max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최  기동시각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실제 소비 력량(kWh)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희망 소비 력량(kWh)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운 지속시간

2.2 산업용 수용가의 작업 환경애 한 설정 모델

2.2.1 실내 쾌 도의 정의  모델링

자동화 설비로 생산공정이 진행되는 공장을 제외하고 

부분의 산업용 수용가에 해서는 작업자의 환경에 한 고

려가 필수 이다. 특히 작업장의 한 실내온도의 유지는 

효율 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F-EMS 알고리즘은 

최 의 실내온도 범 설정에서 냉/난방장치를 가동하도록 

하여 기요 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작업 쾌 도를 최상으

로 유지하도록 하는 부하제어를 실시한다.

이에 한 작업장의 실내온도를 결정하기 하여 

ISO-7730에서 규정한 PMV(Predicted Mean Vote)를 도입

하도록 한다. PMV는 인간의 온열환경에 한 반응의 평균

치를 측한 것으로 3(hot), 2(slightly warm), 1(warm), 

0(neutral), -1(cool), -2(slightly cool), 3(cold)의 7단계로 다

수의 사람들이 특정 실내온도에 한 느끼는 온열감을 정량

화한 것이다. PMV의 식은 다음과 같다[6].

  
 ×









    × ×       
 ×        ×  
     × 

    


   
      









(8)

여기서,

  : 시 에서의 인체 활동량()

  : 시 에서의 외부 일 ( , 0)

  : 시 에서의 수증기 분압(),  × 

  : 시 에서의 상 습도()

 : 시 에서의 포화 수증기압()

  : 시 에서의 의복 표면온도() 

   : 시 에서의 실내온도() 

   : 시 에서의 평균 복사온도(),  ,

  : 시 에서의 인체 표면의 류 열 달률()

   : 착의시 피부 노출 면 비 

   : 의복의 단열값()

PMV로 표되는 실내 쾌 도는 일반 으로 다양한 변수

에 의하여 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는 PMV에 큰 향을 

주는 실내온도, 습도, 활동량 등을 변수로 PMV를 산출하

으며, 다른 값들은 참고문헌 [7]을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설

정하 다.

항목 단
규격

여름 겨울

평균 복사온도( )  
의복의 단열값()  0.094 0.11

실내 기류속도( )  0.2 0.1

표 2 PMV의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in a PMV

의복의 열 항() 0.094, 0.11는 각각 일반 인 여름/겨울

철 의복의 단열값을 표하는 값이며, 실내 기류속도의 경우 

일반 으로 겨울철 0.1m/s, 여름철 0.2m/s를 용한다. 아래

의 그림 4는 의복 열 항 0.094 , 실외온도 30 , 

상 습도 [30%], 활동량 70[] 조건에서의 실내온도 변

화에 따른   값을 보여 다. 

일반 으로 PMV는 0에 근 한 값을 가질수록 거주자가 

쾌 함을 느끼며, 0에서 멀어질수록 거주자는 불쾌감을 느끼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F-EMS의 최  부하제어 

알고리즘은 리자가 사 에 입력한 작업 스   

의 제약조건인 에 따라 단계별 정 PMV를 유지

하기 한 냉/난방장치의 력사용량 제어범 를 산출하고, 

이를 만족하는 범 에서 요 최소화를 한 냉/난방장치의 

소비 력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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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내온도와 의 계

Fig. 4 the   and the indoor temperature

2.2.2 실내 온도에 따른 력소비량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의 쾌 함을 유지하기 해서 냉

난방 부하를 사용하여 작업장의 온도를 조 하도록 하 다. 

술한 바와 같이 냉난방장치는 일정범 에서 출력, 즉 소비

력량을 조 할 수 있는 Interruptible 부하의 표 인 기

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terruptible 부하로 냉난방 

부하를 사용하고 실내 쾌 도 조 을 해 필요한 시간에 

히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다. 냉난방장치의 설정

온도에 따른 소비 력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5].

   




  

  






(5)

여기서, 

   : k번째, 냉/난방장치의 소비 력량(kWh)

  : 시 에서의 냉/난방장치의 설정온도()

  : 시 에서의 실내온도(),  

  : 시 에서의 실외온도()

  : 냉방시스템의 성능계수(COP)

  : 주택의 열 도율()

 : 건물의 열 시간계수

 : 부하제어 Time Slot 번호

냉/난방장치의 설정온도( )는 시 에서의 냉/난방

장치의 소비 력량(  )    시 에서 실내온도

( )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따라서 각 단계별 소비 

력량( )의 가변범 는 작업 쾌 도를 해치지 않는 실

내온도( ) 범 에서 결정된다.

3. F-EMS를 한 최  부하제어 알고리즘의 제안

3.1 F-EMS 최  부하제어 알고리즘 차도 

다음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F-EMS의 최  부하

제어 알고리즘의 진행순서를 보여 다.

3.1.1 기본 운 데이터 입력

1차 으로 리자  작업자는 최 의 부하운  스 을 

결정하기 하여 출/퇴근 시각  부하정보 등과 같은 

F-EMS 부하제어를 한 기본데이터를 입력한다.

 F-EMS 운 데이터 입력

↓

 RTP  기상데이터 획득

↓

부하제어 Time Slot 크기

↓

RTP 측  최  부하 운  스  산출

그림 5 제안된 F-EMS 알고리즘 차

Fig. 5 Procedure of proposed F-EMS Algorithm

항목 입력 데이터

작업스

 정보

 : 출근시각(1~24h)

 : 퇴근시각(1~24h)

  : 휴식  심시각(1~24h)

부하정보


min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최소 기동시각


max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최  기동시각


 : k번째, Deferable 부하의 운 지속시간

  : 실내온도 제어범

표 3 F-EMS 운  라미터

Table 3 Operation Parameters for the proposed F-EMS

3.1.2 RTP  기상데이터 획득

F-EMS 시스템은 매일 RTP 공지시각()에 최  부

하운  스  산출에 사용하기 하여 외부기 으로부터 

다음날의 RTP  기상 데이터를 송받는다. 여기서,   

는 RTP 공지 시각을 말한다.

3.1.3 부하제어 Time Slot  크기 결정

수용가에서의 부하운  스 의 크기는 해당 수용가의 

작업 스   부하사용 특성(가동시각, 운 지속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F-EMS 최  부하제어 알고리즘은 작업자가 사 에 입력한 

부하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RTP 공지시각()을 

기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최  부하운  스 을 결정하

기 한 최  부하제어 Time Slot의 크기(max )을 결정한다.

그림 6 부하제어 Time Slot의 개념도

Fig. 6 Diagram of load control Time Slot

여기서,

max : 최  부하제어 Time Slot, max 
     

  
max

일반 으로 Deferable 부하의 경우 한번 가동시 일정시간



Trans. KIEE. Vol. 63, No. 12, DEC, 2014

실시간요 제하에서 산업용 수용가의 부하제어알고리즘 개발              1631

(
 ) 동안 지속 으로 운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  부하제어 Time Slot의 크기(max )는 1차 으

로 Deferable 부하운  스 에 따라 변동한다. 를 들어, 

RTP가 16시에(  ) 공지되는 경우 일 공지된 RTP

와 해당의 공지된 다음날 24시간 동안의 RTP, 총 33시간

(    ) 동안의 RTP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Deferable 부하가 
max,   의 특성을 가진 경

우 최  Time Slot의 크기는 Deferable 부하의 운 시간을 

보장하기 하여 최소한    를 만족하여 

하며, 만약 Deferable 부하가 없거나, 가동지속시간이 짧은 

경우 부하제어 Time Slot의 크기는 로 결정되게 된다.

3.1.4 RTP 측  최  부하 운  스  산출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RTP 단가 공지시각을 기 으

로 ∼에서의 RTP 단가정보를 알 수 있으나, Deferable 

부하의 운  특성에 따라 RTP 단가 정보를 알 수 없는 

RTP 불확실 구간  ∼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된 

F-EMS 알고리즘은 해당 구간에 한 RTP 단가 측을 수

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 으로 최 의 부하운  스

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는 RTP가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해 기요  측이 필요하다. 

재 산업용 수용가에 해서는 계약 력별로 계시별 요 제

가 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해 시범 용 인 산업용 실시간 기

요 (RTP : Real Time Pricing)을 활용하도록 한다[8]. 산업

용 RTP는 다음 식(6)와 같이 력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계통 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 (6)

여기서,

  : RTP 요 단가(원/kWh)

 : 시간 별 SMP 단가(원/kWh)

  : 가감조정계수

가감조정계수()는 행 용 인 요 제와 SMP단가간

의 차이발생에 따른 수용가별 력 매 수입을 보상하기 

한 계수로 사용되었다. 한 2.1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Deferable 부하의 운 조건에 따라 RTP가 불확실한 구간 

 ∼에서의 발생 부하운  스 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F-EMS 부하제어 알고리즘은 

이들 구간에서의 RTP 측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

로 기요 을 최소화하기 한 최  부하운  스 을 산

출한다. 참고문헌 [9]를 참조하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RTP 단가를 측하는 방법을 도입하 으며, 재 RTP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계로 SMP 데이터과 식(6)을 이용

하여 과거의 RTP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하 다. 지난 2009

〜2013년 5년간의 RTP 단가의 상 계를 분석하여 본 결

과 재 RTP 단가와 1일 , 2일 , 7일 , 14일 의 RTP 

단가간의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D-1, D-2, D-7, D-14의 RTP 단가를 이

용하여 재 RTP가 불확실한  ∼구간에 한 RTP 단가 

측을 실시하 다.

   
 

 
 

 

∀∈   (7) 

여기서,


  : 1일 의 시 에서의 RTP 단가


  : 2일 의 시 에서의 RTP 단가


  : 7일 의 시 에서의 RTP 단가


  : 14일 의 시 에서의 RTP 단가

     : 회귀계수

    는 과거 RTP 단가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

출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RTP 단가를 

이용하여 계 별, 요일별 회귀계수를 산출 이용하 다. 

　     

월 0.88 0.09 0.22 -0.18 5.99

화 0.37 0.00 0.27 0.30 11.94

수 1.00 -0.11 0.05 0.06 -1.60

목 0.56 0.26 0.13 0.05 0.26

0.95 0.03 -0.06 0.07 1.19

토 0.37 0.17 0.36 0.05 1.75

일 0.23 -0.13 0.51 0.39 -2.33

표 4 RTP 측을 한 회귀 계수(여름철)

Table 4 Coefficients for RTP Prediction(Summer)

3.2 F-EMS 최 부하제어를 한 목 함수  제약조건의 정의

다음 식(8)〜(13)는 산업용 수용가에서의 최  부하운  

스  산출을 해 제안된 최 화 함수식  제약조건이

다. 제안된 최 화 함수식은 RTP 환경에서 리자  작업

자에 의해 사 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하시키지 않는 범 에서 최소한의 기요 을 산출하기 

한 최 의  , 을 결정한다.

Minimize Cost :

min
 

max


 

 



 
 



  
 



  (8)

Subject to:

≤  ≤  
  (9)

≤ ≤ (10)

≤≤  ∀∈    (11)

≤≤   ∀∈  (12)


min≤ ≤max  (13)

여기서,

   : 시 에서의 부하 력량(kWh), 

 
 



 
 



  
 



 

 
 : Interruptible 부하의 최  정격 력소비량(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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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력량(kWh)

  : 시 에서의 lim   조정계수

  : Critical 부하 수

   : Interruptible 부하 수

  : Deferable 부하 수

최 화 변수   는 2.1 에서 언 되었듯이 설정온도 

 에 따라 결정되는 k번째 interruptible 부하의 소비

력량을 의미하며, 이는 리자에 의해 사 에 결정된 정 

실내온도 범     
  만족하는 범 에서 각 시

별로 최 의 값을 결정하게 된다. 한 식 (12)와 같이 

lim   조정계수()을 도입하여, 심시간  휴식시간에 

의 제어범 를 보다 넓게 설정하여 냉/난방에 한 유

연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최 화 변수 는 k번째 Deferable 부하 최  기동시각을 

의미하며, 이는 사 에 리자에 결정된 범  
min∼max  안

에서 최 의 기동시각을 결정한다. 이를 통하여 Deferable 부

하군의 최  소비 력량의 배치를 통하여 기요 을 최소화

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F-EMS의 최  부하제

어 알고리즘은 RTP환경에서 생산효율성을 히 유지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기요 을 산출하기 한 부하의 운  스

을 결정할 수 있겠다.

3.3 최 화 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사용된 최 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

양한 형태의 최 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MATLAB의 Optimization Toolbox를 이용하 다. 재 제

안된 F-EMS의 최 화 식은 선형 목 함수와 비선형 제약

조건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본 논문에서는 제약조건을 

가진 비선형최 화 문제에 합한 “Fmincon” 풀이법을 

용하 다[10]. MATLAB의 “Fmincon” 풀이에서는 총 4가지

의 최 화 풀이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른 비선형 기법에 비하여 해의 산출속도가 비교  빠르고 

효율 인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알고

리즘을 1차 으로 용 하 으며, 이후 최 해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으로 해의 산출속도는 다소 느리

지만 신뢰도가 높은 “Active-Set”알고리즘을 용하여 최

해를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 1차 으로 사용되는 SQP법

에서의 최 해 산출 차는 아래 그림 7과 같다[14].

SQP법은 최 값을 도출하기 하여 최 화 정식화를 반

복계산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각 반복에서 Taylor 근

사에 의하여 목 함수는 2차식으로 제약조건은 1차식으로 

근사시켜 해를 탐색하게 된다.

Minimize:

  


∇ 

 (14)

Subject to:

∇
 

 ≤    (15)

∇
 

     (16)

그림 7 SQP법을 이용한 최 화 차

Fig. 7 The optimization flow chart using the SQP method

여기서, H는 Lagrange function의 Hessian 행렬을, 는 

재 반복단계에서의 변수값, 는 재 반복단계에서 산출

된 탐사방향 벡터 그리고 는 k는 반복단계에서 산출된 최

해를 의미한다. SQP법은 의 순서도와 같이 각각의 

기 변수 와 equality  unequality제약식 계수(Ceq, Cueq) 

기치를 선정하고 기 Hessian Matrix 값 값을 계산한

다. 그리고 부문제를 계산하여 탐사방향 벡터 를 구한 후 

아래의 식을 통하여 새로운 설계변수  를 계산한다.

     (17)

의 식에서 는 해를 산출하기 한 이동거리를 의미하

며, Line search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동거리 가 

수렴조건을 만족하면 계산이 종료되고 그 지 못하면 Hessian 

Matrix가 BFGS(Broyden Fletcher Goldfarb Shanno Method)

에 의해 개선되어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BFGS은 매 반복 때

마다 Hessian 행렬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Line search

방법이 사용되면, 양정의 근사 Hessian Matrix를 유지할 수 있

게 된다.

“Active-Set” 알고리즘의 경우 일반 인 최 화기법과 달

리 “Feasible sets” 구간에서만 최 해를 탐색하게 된다. 

Feasible sets란 여러 제약조건 에서 최 해가 만족해야하

는 제약조건 구간으로 Active-Set 알고리즘은 이 구간에 한

정된 값에 한하여 최 해를 탐색하므로 결과 으로 제약조

건이 제거된 최 화 문제로 해를 산출하게 된다. Feasible 

sets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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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방식 기존방법 제안된 방법

형태 경화기

수( ) 5

기동지속시간(
 ) 36시간

기동시각

( )

k=1 19 18-20

k=2 20 18-21

k=3 19 18-20

k=4 20 18-21

k=5 20 18-21

표 7 Deferable 부하정보(여름철)

Table 7 Data of Deferable Loads(Summer)

여기서,

  :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미소값

  : maximum violation,  max  ∀ 

“Active-Set” 알고리즘의 진행과정은 에서 언 된 SQP 

알고리즘과 동일하며, 최 반 제약조건값 값과 이동거

리 ∥∥이 주어진 기 보다 작으면 계산을 종료하게 된다.

4. 사례연구

4.1 사례연구의 개요

이번 에서는 제안된 최  부하제어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사례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사례연구를 해

서 재 서울에 치한 기장비 제조업체를 상으로 선정

하 으며 시뮬 이션 기간은 2013년 8월 한달로 하고, 서울

지역의 기상데이터  SMP 데이터를 활용하 다[11-12].

그 외 시뮬 이션 조건은 표 5와 같다.

업종 기장비 제조업

지역 서울

계약 력( ) 150kW

출근시각( ) 9시

퇴근시각( ) 18 or 21시

휴식  심시각( ) 12~13시

RTP 공지시각() 16시

표 5 시뮬 이션 산업용 수용가의 데이터

Table 5 Data of Simulation Industrial Customer 

제안된 최  부하제어 알고리즘의 시뮬 이션을 하여 

상 수용가의 부하정보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Critical, Interruptible, Deferable 부

하정보를 결정하 다.

4.1.1 Critical  부하 

상 산업용 수용가는 기장비 제조업체로서, 이에 한 

Critical 부하의 패턴은 통계청의 “ 력소비행태분석 품질개

선 컨설  보고서”[13]  설정된 계약 력의 크기를 고려하

여 아래 그림 8과 같이 산출하 으며, 제안된 F-EMS에서

는 Critical 부하에 한 제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 기 

때문에 알고리즘 상에서 부하사용량은 그림 8의 패턴을 고

정 으로 용하 다.

그림 8 Critical 부하 사용량 패턴

Fig. 8 Load pattern for Critical loads

4.1.2 Interruptible 부하 

본 연구에서 소비 력의 조 이 가능한 Interruptible 부

하는 냉난방장치로 정하 다. 상 업체의 냉난방기기에 

한 데이터는 다음 표 6과 같다. 

제어방식 기존방법 제안된 방법

형태 냉방장치

수(  ) 1

최  정격소비 력( 
) 14kW

성능계수() 3.0

수용가 열 도율() 1.93[℃]

열 시간계수() 0.96

설정온도( ) 22[℃]
  

 

사 냉방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표 6 Interruptible 부하 정보(여름철)

Table 6 Data of Interruptible Load(Summer)

의 표에서  ,    는 각각 건물 실내 열 특성에 

따른 상수값  냉/난방장치의 에어컨의 기계  특성이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제품에 명시된 를 사용하 으며, 참고

문헌[5]의 수치와 실제 제품의 를 함께 고려하여  , 를 

결정하 다. 한 기존 제어방법에서의 여름철 실내 설정온

도는 여름철 평균 냉방장치의 설정온도를 고려하여 22[℃]로 

설정하 으며, 제안된 방법의 설정온도는 작업시간에서의 작

업자의 활동량을 고려하여 값은 0.5 이내로 제한하

으며, 이는 일반 으로 PMV 값이 0.5 이내로 유지되는 경

우 다수의 사용자가 재 실내온도에 하여 만족감을 느

끼는 경우를 반 한 경우이며[7], 작업이 이루어지 않는 

심시간  휴식시간에는 조정계수  로 설정하여 0.6이

내에서 제어되도록 하 다.

4.1.3 Deferable 부하 

본 연구에서 Deferable 부하는 기기기내의 연재료로 

사용되는 EPOXY 수지를 단단히 굳게 만드는 장비인 경화

기로 설정하 다. 경화기는 일반 으로 한번 가동될 경우 

경화/후경화 과정을 30시간 이상 지속해야 하는 특성을 가

진 부하로서, 상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화기에 한 기

본 데이타는 표 7과 그림 9과 같다.

본 연구에서 용된 경화기는 그룹A(k=1,2). 그룹B(k=3,4,5) 

총 5 의 경화기가 그룹별로 격일 운 하게 되며, 기존에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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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eferable 부하사용량 패턴

Fig. 9 Load pattern for Deferable loads 

된 시각에 경화기가 기동되는 반면, 제안된 부하제어방법을 

용할 경우 사 에 리지가 지정한 시간범 내(
min∼max )에

서 경화기의 기동시각을 변동시킬수 있도록 하 다.

4.2 1일 부하제어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부하제어 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1차 으로 2013년 8월 20일 하루 운 결과를 산출하

다. 아래의 그림 10, 11은 각각 해당 일에 한 기상데이터 

그림 10 실외온도  상 습도

Fig. 10 Out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그림 11 실시간 기요  곡선

Fig. 11 Real time electricity charge curve

그림 12 작업자의 활동량 스

Fig. 12 The schedule of user’s metabolic rate 

 RTP 단가를 보여주며, 그림 12는 8월 20일의 작업 스

(9시 출근, 21시 퇴근)에 따라 모델링 된 활동량을 보여

다. 기존의 참고문헌[7]을 참조하여 작업시간에는 80[ ]

으로 설정하 으며, 휴식시간에는 65[]로 설정하 다.

20일을 상으로 한 부하제어 결과는 그림 14  표 8과 

같다. 기존의 부하제어방법의 경우 일반 으로 냉방장치를 

고정된 설정온도로 운 하는 을 고려하여 표 6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냉방온도를 22[℃]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하여 그림 13와 같이 근무시간 동안 냉방운 을 지속하도

록 하 다. 반면, 제안된 부하제어 방법에서는 지정된 

을 만족하는 범 에서 냉방장치의 출력을 히 

조 하고, 필요시 출근  사 냉방 실시하여 냉방을 통하여 

기요 의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제어한다.

그림 13 설정온도 비교

Fig. 13 Comparison of the setting temperature

한 Deferable 부하인 경화기의 경우 기존에 작업자가 

설정한 기동시각에 운 하는 것을 기존 부하제어 방식으로 

결정하 으며, 이에 기존 부하제어방식에서의 경화기는 표7

에 언 된 기동시각에 고정 으로 운 을 시작하도록 설정

하 다. 반면 제안된 부하제어 방법에서는 A그룹의 경화기

(k=1,2)는 19일에 기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속 으로 운

할 수밖에 없어서 20일에는 제어가 불가능한 Critical 부하

로 분류되고, B그룹의 경화기(k=3,4,5)에 한 최  기동시

각만 결정하게 된다. 제안된 최  부하제어에 의하여 B그룹

의 경화기는 기존 기동시각 보다 1시간 이후 기동을 시작함

으로써, RTP 단가 높은 시간 에 력사용량이 집 되는 

것을 막도록 제어됨을 볼 수 있다.

제어방식 지정시각(
 ) 기존방법 제안된 방법

기동시각

( )

k=1 19 - -

k=2 20 - -

k=3 19 19 20

k=4 20 20 21

k=5 20 20 21

표 8 Deferable 부하 기동시각 비교(B그룹)

Table 8 Comparison of the starting time of Deferable loads

이와 같이 제안된 최  부하제어 방법의 경우는 기요

의 단가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부하운 을 제어하여 그림 14

의 (b)와 같이 RTP 단가가 높은 시간 에는 최 한 부하사

용을 억제하고 단가가 렴한 시간 에 부하사용이 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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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등의 효율  부하 사용  배치를 통하여 기요

이 최소화 되도록 제어한다.

(a) 기존 제어 방법

(a) The conventional load control method

(b) 제안된 최  부하제어 방법

(b) The proposed load control method

그림 14 소비 력량과 설정온도의 비교

Fig. 14 temperature setting and power consumption

아래의 그림 15는 제어방법에 따른 작업장의   곡선

을 보여주고 있다. 앞 에서 언 되었듯이 일반 으로 

≤0.5 인 경우 다수의 주거자  작업자들이 쾌 함

을 느끼게 되는 경우로 제안된 제어방법은 모든 부분의 

작업시간에서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기존제어 방법에서는 총 12시간의 작업시간  9시와 

11시 사이에 정   수치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

안된 방법에 비하여 작업장 쾌 도가 히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5 의 비교

Fig. 15 Comparison of the 

아래의 표 9는 8월 20일의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  부하제어 방법을 용할 경우, 기

존 부하운 방식에 비해 약 4.5%의 기요 이 감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냉난방장치의 사  운   부하 운 시간의 

조정를 통하여 피크시간 에 부하사용이 집 되는 것을 억

제하여 기본요  한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어 방식 기존방법 제안된 방법

일일 력사용량(kWh) 1,356 1,131

최  부하사용량(kWh) 77.4 71.6

일일 기요 (원) 185,304 176,935

요  변화율(%) -4.52%

표 9 8월 20일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on August 20

4.3 1개월 부하제어결과

이번 에서는 2013년 8월의 기상데이터  SMP 데이터

를 이용하여 수행한 기존 부하운 방식과 제안된 부하제어

방법의 한 달간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8월 한 달간

의 시뮬 이션 결과는 아래의 표 10 과 그림 16과 같다.

제어 방식 기존 방법 제안된 방법

월 력사용량(kWh) 42,899 42,883

평균  0.54 0.45

월 기요 (원) 5,528,428 5,388,168

요  변화율(%) 　 -2.54%

표 10 8월의 시뮬 이션 결과비교

Table 10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for August

그림 16 8월 기요  비교

Fig. 16 Comparison of the Electricity Charges for August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  부하제어 략을 통하여 약 한 

달간의 운행 시뮬 이션 결과 약 2.54%정도의 요 감 효

과  작업장의 쾌 도를 증진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된 F-EMS 최 부하제어 알

고리즘을 산업용 수용가에 용할 경우, 력의 효율 인 사

용에 따른 일정수 의 력사용량 요  감과 함께 피크

력의 감을 통한 기본요 의 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작업장의 쾌 도 한 하시키지 않고 오히

려 정수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다. 그러나 

8월 20일의 감율 4.52%와 8월 한 달간의 감율인 2.54%

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의 날에는 요 이 감되

었으나, 요 이 감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 다. 요

 감이 크지 않은 날은 부분 기요 이 공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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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 시간  요 측오차가 크게 발생한 날들로 이는 

체 인 최 화에 있어서 기요  측모델의 정확성이 

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제어 최  

모델개발을 1차 인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기요  측

모델로써 일반 인 시계열모델을 사용하 으나, 향후에는 

기요  측정확도 개선에 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한 기온이 높을수록 요  감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냉방장치의 가동률이 증가

하며, 가동률이 높을수록 제어를 통하여 요 감 효과를 높

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지 까지 본 연구에서는 RTP을 용받는 산업용 수용가

에서의 생산효율 하시키지 않는 범 에서 력요 을 최

소화하기 한 F-EMS 부하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F-EMS 부하제어 알고리즘은 산업용 수용가에서의 

부하를 제어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부하특성에 따라 

합한 제어방식을 용하도록 하 으며, 작업자가 사 에 

입력한 수용가의 작업스 을 고려하여 최 의 부하 운  

스 을 산출  제공함으로써 작업장 쾌 도 증진  작

업 스 에 향을 주지 않는 등 부하제어에 따른 생산효

율을 하시키지 않도록 모델링 하 다. 서울지역의 기장

비 제조업 수용가를 상으로 한 사례연구 분석 결과 제안

된 F-EMS 부하제어 알고리즘을 용하여 기존 운 방식에 

비해 일정수 의 력요   최 부하 력 감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 으로 작업장의 정한 실내온도 유

지를 통하여 작업자의 작업효율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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