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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increasing national power crises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 power market change is needed more 

developed and systemized DSM(Demand Side Management) search at DR market. To overcome national power crisis 

outbreaking every year and manage the eletric power reserve ratio, we need to construct and develop the electric safety 

manager and general public main oriented national power plant. For the advanced national power demand management system, 

it is required the application development like OpenAPI, Big Data Acquisition, Web/APP basd on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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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전력 피크타임시 일시적 대규모 정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2012년 전력사용 피크기간 중 국민의 

절전이 발전소 하나를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갖는다는 수요자 

중심의 신개념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여 화력발전소 3기

(166만kW)의 놀라운 절감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빌딩/공장/주

택 등의 수용가에서 에너지사용을 줄임으로서 생겨나는 네가와트

(Negawatts)급 전력량의 발전효과를 얻기 위한 에너지전력수급정

책을 위한 중장기 전원개발계획의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

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력위기대응 정책은 예측이 가능하거나 부

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용 수용가와 대형빌딩을 수요관리 

하는 부하관리사업자(LA)중심이었다(그림 1). 그러나 이러한 전력

위기대응정책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에 한계를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전력수요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압 수용가에서 전력을 관리하는 전기안전

관리자나 전력소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저압수요자인 주부, 

학생, 소상공인 등 전력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매년 반복되는 전력 피크타임시 순환단전과 피크기간 중 

전력수급 불안정 요인의 다변화 요인방지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 

전력수습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의 정책으로 획기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의 전력수

급관리 정책에 있어 수요관리중심의 정책성공을 위하여 설비별 

정확한 수요예측과 절감량의 측정체제 등과 더불어 사용설비를 

관리하는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와 저압 수용가인 상업용/주택용 

모두 최종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국가전력

수급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력정보관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에너지 절감 기능을 갖

는 직접부하제어시스템 해석 및 설계(박종찬, 2005), 수요관리자

원으로서 스마트계량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효과를 분석

(임상국, 2010 ; 임상국 외, 2010) 그리고 에너지 정보 공유를 

위한 SNS 기반 홈 에너지 절약 시스템 설계 및 구현(최승환, 

2013)에 대하여 논의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일

반 소비자 참여형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전력정보관리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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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ational Power Operating System based on ICT 

Fig. 5 Big Data & OpenAPI on the Connected Electricity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참여형 국가전력수급운영시스템은 과거의 DSM 개념에서 

Web/APP을 수용하는 ICT 기반으로 전력시장에 소비자의 자유로

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기안전관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각각

의 다양한 수요자원에 따른 그림 2와 같은 맞춤형 DR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급중심의 전력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

책으로 전환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지능형전력망을 기저로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전력계통 또는 설비에 따른 정보를 

DB화하고 향후 도입되는 DR 시장과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전력

절감혜택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현재의 제도와 별개로 최종소비

자인 전기안전관리자와 개인이 자유로이 전력절감활동에 참여하

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ICT 기술과 접목된 인센티브 모델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CT 기반 전력절감활동 인센티브는 정부 

각 부처별 업무(환경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필요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시간 인증제도를 그림 

3과 같이 연계검토가 필요하다. 

Fig. 3 Reward & Certificated Program for Volunteer’s Power 

Saving Activity

또한 ICT 기반 전기안전관리자와 일반 소비자 기반 국가전력

수급운영 시스템은 향 후 Smart Device와 HEM과 IHD와 연동하

여 계절이나 시간에 일정한 산업용 부하에 치중되지 않고 냉난방 

부하비중이 높은 상업용/주택용 부하해소를 위한 미래 전력위기

의 새로운 수요자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용가 

전력관리자와 일반 소비자 참여형 전력정보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전력수요공급에 필요한 시스템구

축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2. 본  론

2.1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력난의 구조적 문제 “새로운 원전건설, 원전일시 가동중지, 

산업용전기요금의 현실화, 무분별한 전력화 현상, 전력계통의 운

영능력 부족, 송전망 설비지연”등 계속되는 발전자원의 불안전성

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저압 수

용가인 상업용/주택용 위주의 새로운 수요정책의 발굴과 ICT 기

반의 전국민 참여형 국가전력수급운영시스템이 요구된다. 

Fig. 4 Demand Management Subject to Volunteer Authorized 

System

국민참여형 국가전력수급운영시스템은 제한된 소수의 사용주 

위주의 각종 혜택(전기요금 감면 등)에서 다수의 전기안전관리자

와 국민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인센티브 제공(절감량 현

금보상과 봉사활동시간 연계등)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수집된 지

역별, 세대별 빅데이터와 정부 3.0 공공 OpenAPI 정책과 

Mesh-up,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하여 지역상권과 연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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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pply & Demand Operating System for People 

Participation

Fig. 8 Electricity Safety Manager’s Middleware based on 

ICT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전력산업부문의 

빅데이터와 공공 API, 전력절감 마일리지는 제한된 상거래 당사

자와 한정된 이해당사자의 탄소 마일리지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전산업 부문과 전지역에 새로운 창조경제의 

Infrastructure로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2.1.1 수용가 전력관리 현황

국민참여형 국가전력수급운영시스템의 첫 번째 모델은 전기안

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력 절감량 일부 금액을 보상하는 수요관

리 제도로 정착시 기대이상의 예비전력과 수요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표 1은 2013년 9월 전기안전관리자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한국전력 계약 수용가는 272,953개소, 계약전

력은 378,854,477kW, 전력수급 위기시 순수 관리하는 용량 7,421

만kW이며 주간예고제도 및 수요자원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총용

량 860만kW, 관리 수용가 용량은 6,561만kW으로서, 주간예고제

도 및 수요자원시장 최대 절감 량은 350만kW이며 정부의 정책

에 부합한 수요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수요

관리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감량은 6,561만kW의 5%로 약 

328만kW을 추정할 수 있다.

Table 1 Electric Safety Manager’s Consumer Status(‘13.9.10)

2.2 소비자 참여형 전력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과거 전력계통은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

책에서 1970년대 Oil Shock 이후, 수요절감에 대한 DSM 관리중

심으로 변화하였고 전력관리 시장의 도입이래 소비자 반응 중심

으로 변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Market Power의 해소방안으로 DR(Demand Response)

의 시장참여 유도로 전력예비력을 확보하고 전력시장에서 발전자

원과 수요자원의 경쟁을 통하여 시장가격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자원 발굴은 상업용/주택용을 대상

으로 상시 사용설비 관리자인 전기안전관리자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자원을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스템 대상을 전기안전관리자용 수요관리자

동화 시스템과 일반국민용 전용앱을 차별보급하고 통합할 수 있

는 시스템구축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력수요관리의 효

과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수요관리시스템은 예년/피크타임 

대비 전력절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송수신하며 실시간으로 

절감량을 비용으로 전환해주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Fig. 7 Electric Safety Manager’s Demand Management System

전기안전관리자와 일반국민의 참여하는 새로운 수요시장 발굴

과 창출 시스템 플랫폼은 그 사용규모에 맞추어 전기안전관리자

용 시스템과 일반국민 시스템과 차별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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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wer Shortage Notification System for People 

Participation 

또한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와 수용가들의 공공빅데

이터를 Open API 기반으로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전력수요시장

에 참여하고 전력산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BM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Open 

Source로 설계·개발되어야 한다.

3. 결  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전력수급 위기대응정책과 그에 따른 다

양한 수요관리정책, 피크타임 발생 패턴을 억제하는 정책을 위하

여 산업용 중심의 수요관리정책에서 벗어나 부하비중이 높은 상

업용 부하와 주택용 부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하여 전력설비관리자인 전기 안전 관리자 대상으로 

ICT 기반 수요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범국가적 전력

위기 대응에 있어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가전력수급 운영시스템으로 그림 9와 같이 TO-BE 모델이 개

발되어야 한다.

정부의 전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국민참여형 수급운영시스템은 

수요자원의 자유로운 DR Market Power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

속한 국가전력위기대응 그리고 새로운 수요자원 발굴을 위한 핵

심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요자원으로 재

고 되여야 매년 전력수요관리비용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전력수

습운용시스템의 지속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유인할 수 있는 인

센티브 보상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국민참여형 국가전력수급 운용시스템’의 ‘인센티브 보상제도’

는 AMI나 Smart Meter기 보급과는 별개로 고압/저압 전기안전

관리자용 전용 Platform 개발과 일반국민(전기안전관리자 포함) 

누구나가 Smart Device(Smart Phone, Digital Camera, Tabloid)

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력절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Platform 개발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보상제도는 플랫폼 개발과 

더불어 정부 각 부처에서 업무별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 지침’을 전력절감활동에 객관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전력절감 봉사활동 인정기준지침’ 마련과 적용 시스

템 병행개발도 필요하다.

전력부문에 있어 전력절감활동의 자율성·무대가성·무보수성 

자원봉사활동의 시민문화의식으로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새로운 제도개발과 전력절감 활동에 따른 ‘보상 비즈니스 모

델(BM)’ 개발 및 적용이 이루질 때 국가의 전력정책이 실효적으

로 이루어 질 수 있다.

Fig. 10 TO-BE Model of National Power Supply-Demand 

System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용 전력운용시스템 구축은 전력위기 시 

정부와 고압수요자간의 위기관리 전달체계의 중요한 허브역할로

서 그리고 일반국민용 전력운용시스템은 정부와 저압 수요자인 

일반국민(상업용/주택용)간 위기대응 체계로 시민 참여의식 고취

와 전력절감 문화의식 생활화 매개체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력

절감활동을 통하여 생성된 전기절감량 보상제도의 Business 

Model(탄소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 제도 도입)과 지역상권(상품)

과 연계한 상품거래,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OpenAPI와 서비스

를 통하여 전력산업부문과 지역상권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창조경제형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진

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

로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

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관리시스템 구

축 및 적용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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