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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mand response provides customer load reductions based on high market prices or system reliability conditions. One

type of demand response, price-based program, induces customers to respond to changes in product rates. However, there are 

large-scale general and industrial customers that have difficulty changing their energy consumption patterns, even with rate 

changes, due to their electricity demands be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This study proposes an in-house pricing model for 

large-scale general and industrial customers, particularly those with multiple business facilities, for self-regulating demand-side 

management and cost reduction. The in-house pricing model charges higher rates to customers with lower load factors by 

employing peak to off-peak ratios in order to reduce maximum demand at each facility. The proposed scheme has been applied

to real world and its benefits are demonstrated through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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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회사의 제반 활동 중에 하나인 수요 반응은 최소의 비용

으로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력회사의 

제반 활동이다[1,2]. 이러한 수요 반응의 궁극적 목적은 전력수요

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부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전력 수

급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적인 에너지 자원 절약에도 기여

하는데 있다. 수요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요금

제 기반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기반 프로그램이다[1,3]. 요금제 기

반 프로그램은 누진제, 실시간 요금제, 피크요금제 등이 있으며 

인센티브 기반 프로그램은 부하관리요금지원제도(자율절전, 하계

휴가보수지원제도)와 부하관리기기 지원제도(축냉식 냉방지원제

도, 원격제어에어컨,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제도)등이 있다[3,4].

이 중 요금제 기반 프로그램은 수용가가 우선 자체적으로 전

력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것이

고 다음으로 수용가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에 반

응하여 수용가 스스로가 전기사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요금차이가 

클 경우에는 이러한 요금 구조에 반응하여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

에 변화를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서 낮은 시간대로 전기 사용시간

을 변경하여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일반용 및 산업용 

등 대규모 수용가들 중 업종에 따라서 전기 사용시간의 조정이 

불가능한 수용가들도 많으며 이러한 수용가들은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스스로 최대수요를 억제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수용

가들이 전기요금 절감 및 자체 수요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내 요금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국내

외 대규모 수용가들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와 효과를 조사하고 대

규모 수용가의 사업장별 전기 사용행태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제

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대규모 수용가의 

사업장별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최대부하 대비 최소부하 비율

(Peak to Off-peak Ratio : POR, 이하 POR)을 사용하여 피크 

시간대 동안 부하관리를 할 수 있는 사내요금제 모델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실제 대규모 수용가의 사업장별 일별 전력소비 패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수용가에 적용함

으로써 현행 요금제 대비 변화 내역 및 효과를 정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6가지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용도별 전기요

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요금체계의 분류는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용, 학교나 박물관에 적용되는 교육용, 광업이나 공업 분야에

서 사용하는 산업용,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농사용, 가로등과 보

안등에 적용되는 가로등, 공공건물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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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으로 구분되고 있다[5]. 표 1의 용도별 전기요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여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상대적으

로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경쟁

력 향상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을 제외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수요관리에 의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계절

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계절별 차등요금

은 연중 최대수요 발생시기인 여름에 비싼 요금을 적용하며 시간

대별 차등요금은 하루 중 전력수요 집중시간에 비싼 요금을 적용

한다.

구분
적용
범위

요금체계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제 124.18

일반용
공공, 

영업용
계절별 차등(6~8월 고율)
3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146.64

교육용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계절별 차등(6~8월 고율)
10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131.97

산업용
광, 

공업용
계절별 차등(6~8월 고율)
3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119.01

농사용
농, 림, 
어업용

단일요금(농사용(갑), 농사용(을) 
저압)
농사용(을) 고압 : 계절별 차등

48.11

가로등
가로, 

보안등
갑(정액등), 을(종량등) 123.81

표    1 용도별 전기요금체계[5]

Table 1 Level of electricity rate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교육용을 제외한 모든 용

도별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으며 그 중 일반용과 산업용이 가장 많

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절전으로 유인하

겠다는 목적이 크다[6]. 이와 같이 일반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인상폭이 가장 높지만 일반용과 산업용에게 피크요금제의 종류인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I/II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자발적인 피

크 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였다. 수요

관리형 선택요금제 I은 고압A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용(을), 산업

용(을) 수용가들을 위한 요금제로 동계와 하계 각 60여일 중 높

은 요금이 부과되는 피크일을 10일 내외로 지정해 피크일 중 최

대부하 요금을 대폭 할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부하 구간별로 현

재보다 할인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수요관리형 선택

요금제 II는 고압B, C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용(을), 산업용(을) 수

용가에게도 여름철과 봄, 가을철의 최대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현

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

시간은 중간부하 요금 수준으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5]. 이와 

같은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부하율이 낮고 최대

부하 시간대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수용가를 제외한 수용가들은 

현행 요금대비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전력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전력요금에 대한 보편

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국 전력시장의 환경 및 제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실시간 요금

제 및 피크요금제 등 요금의 변화를 통한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나[7]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전력요금의 변화를 통한 수요반응 유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8].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계기로 소비

자의 자발적 수요반응 프로그램 참여가 활기를 띠면서 뉴욕주의 

전력회사인 Con Edison은 하루 전 단일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으며[9] Georgia Power는 2부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7]. 또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여러 종류의 수용

가를 대상으로 요금제에 따라 최대부하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들

이 있는데 Faruqui 와 Sergici[10]는 최근 15건의 실험을 서베이

한 결과 계시별 요금제는 최대부하를 3~6 퍼센트 감소시켰으나 

피크요금제를 적용한 경우 최대부하가 13~20 퍼센트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피크요금제의 효과를 실험한 연

구로는 Faruqui 외[11], Newsham과 Bowker[12], Stromback 

외[13]가 있다. 

일본의 동경전력은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피

크요금제 및 실시간 요금제 등 선택요금제를 확대하고 있지는 못

한 상황이다[8]. 유럽국가 중 프랑스의 EDF는 계시별 요금제뿐

만 아니라 색깔별 구분을 통하여 피크요금제를 성공적으로 운영

하는 국가로서 평가되고 있으며[14] 이러한 피크요금제에 대한 

효과는 소비자의 전력소비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ENEL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정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계시별 

요금제도 병행하고 있는데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수

요 감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5]. 우리나라의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제와 유사한 용도에 대한 수요반응 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우선 산업 및 상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요금제를 적용한 사례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적용 결과 고객들의 

75%가 최대부하 기간에서 경부하 기간으로 전기 사용을 이전시

켰음을 발견하였다[16]. 또한 Schwarz 외[17]에서 실시간 요금

제를 산업 고객에 적용시킨 결과 여름철 최대부하의 대략 8%가 

감소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가격탄력성 측면의 연구결과를 보

면 대규모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요금제를 적용한 결과 평

균 가격 탄력성은 0.08에서 0.14의 범위를 갖는데 평균적으로 

0.10을 갖음을 여러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가격 탄력

성은 대규모 수용가의 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는

데 제조업의 경우 0.16, 정부 및 교육용은 0.10, 소매업의 경우 

0.06, 의료업인 경우 0.04 값이 산출되었다[18].

3. 사내요금제 적용방안

3.1 사내요금제 적용목적 및 배경

사내요금제는 많은 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 자체 수요관리를 위하여 내부에서 추진하는 요금제로서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 회사의 경우 일괄적인 전력사용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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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다는 통신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등, 전열 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 사무용 전력사용의 절감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금융

서비스 회사의 경우 금융전산장비 이외의 전력사용의 절감을 목

표로 한다. 이와 같이 통신장비 및 금융전산장비 같이 서비스 제

공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사용과 기타 사무용 전력사용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용도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설치

된 한국전력계량기 및 스마트 미터기는 전력 사용용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수 전력사용과 기타 전력사용을 구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데이터인 한국전력 

i-SMART[19]의 일별 전력소비 패턴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전력 

i-SMART의 업종별 전력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림 1에서처럼 

Internet Data Center(IDC)나 전산실의 경우 24시간 전력소비 패

턴이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과 최

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의 차이가 거의 없고 통신실의 경우 

근무 시간대에 약간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4

시간 많은 차이가 없으며 경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과 최대부

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과의 차이가 약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상업건물의 경우는 퇴근 시간대에 비해서 근무 시간대의 전

력사용량이 상당히 높으므로 경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과 최대

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IDC나 전산실의 경우 일괄적인 전력사용량을 줄

일 수 없으며 통신실의 경우 통신전력을 제외한 사무용 전력사용

을 절감할 수 있고 상업건물의 경우 통신장비나 금융전산장비 등 

필수 전력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무용 전력사용을 절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1 업종별 전력소비 패턴

Fig. 1 Energy consumption patterns by business

이는 부하율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림 1에서 하루 동안의 부

하율은 IDC와 전산실이 가장 높으며 통신실은 그 다음으로 부하

율이 높고 상업건물은 상대적으로 부하율이 가장 낮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하율은 최대전력에 대한 평균전력의 비를 백

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부하율은 해당 전기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

하게 이용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부하율은 설

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 그러므

로 부하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전력수요를 줄이게 함

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원래 최대수요를 허용한계 이하로 재분배함을 의미하며 이는 필

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20]. 즉 부하율이 낮은 사업장은 부하율이 높은 사업장에 비해

서 필수 전력사용이 더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부하율을 갖는 

사업장들은 기타 전력사용 비중이 높으며 고부하율을 갖는 사업

장들은 필수 전력사용 비중이 높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요금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의 최대전

력과 평균전력을 계산하는 대신 부하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i-SMART의 일별 전력소비 패턴 자료에서 최대부하값과 최소부

하값을 사용하여 POR을 계산한다. 즉 고부하율 사업장은 POR이 

낮을 것이고 저부하율 사업장은 POR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IDC, 전산실은 부하율이 높기 

때문에 POR이 낮을 것이고 상업용 건물은 부하율이 낮기 때문에 

POR은 높을 것이다. 이는 POR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고부하율

을 갖기 때문에 필수 전력사용 비중이 높고 기타 전력사용 비중

이 높고 POR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저부하율을 갖기 때문에 필

수 전력사용 비중이 낮고 기타 전력사용 비중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수용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내요

금제는 필수 전력사용의 절감이 아닌 기타 전력사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전력계량기 

및 스마트 미터기 같은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필수 및 기타 전력

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표로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를 제안하여 그림 1의 IDC, 전산실 및 

통신실 유형의 사업장보다 상업건물 유형의 사업장의 전력사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요금제 중 피크요금제

를 제안하는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주택용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보다 피크요금제가 최대부하 

전력사용량을 더 절감시킨다는 실험결과[10,11,12,13]에 따라 부

하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3.2 사내요금제 :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

사내요금제는 많은 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며 그림 1의 업종별 전력소비 패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일반적인 근무시간대와 비근무시간대로 전력소비 

패턴이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한국전력요금은 표 2에서

와 같이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의 3단계이지만 사내

요금제는 근무시간대와 비근무시간대로 구분하며 따라서 경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만 고려한 2단계 요금제로 제안한다. 경부하 요

금은 현행 한국전력요금 중 경부하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최대

부하 요금은 전일의 POR을 기존 한국전력요금제의 최대부하 요

금에 반영하여 산출한다. 전일의 POR을 사용하는 이유는 Con 

Edison 전력회사가 실시했던 의무적 하루 전 실시간 요금제

(Mandatory Day-Ahead Hourly Pricing : MHP)[9]가 하루 전 

가격신호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고객이 수요의 감소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MHP는 실시간 요금제의 일종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전일의 POR을 가지고 다음날에 대한 전력소비

패턴을 검토하고 어떤 변화를 계획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이

러한 PO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제공하고 있는 

i-SMART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를 대

규모 수용가용 사내요금제로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 가정을 

수립하였고 이 가정 하에서 계산공식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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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6~8월)
(3~5월, 

9~10월)
(11~2월)

8,320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표    2 현행 한국전력 일반용(을) 고압A 선택II 요금[21]

Table 2 Current KEPCO tariff(for customers with more than 

200 hours and less than 500 hours of use per month 

using less than 66,000 voltages)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6~8월)
(3~5월, 

9~10월)
(11~2월)

8,320

비근무

시간
56.1 56.1 63.1

근무시간 191.1×POR 109.3×POR 166.7×POR

주말 및 

공휴일
56.1 56.1 63.1

표    3 사내요금 :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

Table 3 CPP Tariff using POR

(가정)

(1) POR값이 높을수록 기타 전력사용비중이 높고 POR값이 

낮을수록 필수 전력사용비중이 높다.

(2) 수요관리형 사내요금제 적용 시 전일의 POR값을 사용한다 

(단 월요일 전기요금은 전주 금요일의 POR값을 사용한다). 

(3) 수요관리형 사내요금제는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소비 패턴

에 따라 근무시간대와 비근무시간대 2단계로 구분하며 주

말 및 공휴일은 비근무시간대로 구분한다.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

    
∈




× × ∈× × (1)

   : 대규모 수용가의 사업장 index

   : 시간,  ⋯

   : 근무시간 집합

   : 비근무시간 집합


   :  사업장의 전일 최대부하 전력소비량


   :  사업장의 전일 최소부하 전력소비량







  :  사업장의 POR

   :  사업장의  시의 전력소비량

 :  시의 전기요금, 만일 ∈이면 =최

대부하 요금, ∈이면 =경부하 요금

   :  사업장의 일일 전기요금

예를 들어 특정사업장의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전기요금은 

전주 금요일인 6월 12일의 POR값을 확인한 후 근무시간 동안에

는 시간별 전력소비량과 기존 최대부하 시 요금의 곱에 POR값을 

곱하여 계산을 하고 비근무시간 동안에는 시간별 전력소비량과 

기존 경부하시 요금만을 곱하여 계산한다.

표 3은 표 2의 현행 한국전력 요금을 기준으로 식 (1)을 적용

하여 산출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을 나타내고 있다. 주말의 

경우 가정 (3)을 적용하여 비근무시간과 동일한 기존 경부하시 

요금을 적용한다. 제안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는 POR값이 

높을수록 기타 전력사용비중이 높고 POR값이 낮을수록 필수 전

력사용비중이 높다는 가정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통신실 및 전산

실 유형은 POR값이 낮아서 최대부하 요금이 현행 한국전력 요금

과 유사한 반면 상업 건물 유형은 POR값이 높아서 최대부하 요

금이 현행 한국전력 요금에 비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피

크요금제에 POR을 활용하게 되면 필수 전력사용과 기타 전력사

용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POR값이 높을수록 최대부하 요금이 POR배 만큼 높아지는 결과

가 발생하므로 사업장별로 최대부하 사용량을 줄이려는 수요관리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사내요금제 적용결과

4.1 사업장 유형별 분류

우리가 제안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를 A그룹의 사업장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A그룹 사업장들의 전력소비 패턴을 분석하

였다. A그룹은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회사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력소비 패턴을 갖는 사업장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표 4와 같이 상업건물형, 통신실1형, 통신실2형, 전산실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통신실1형과 통신실

2형은 전체 건물에서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면적으로 구분되며 통

신실1형은 전체 건물에서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50% 미만

인 통신실이고 통신실2형은 전체 건물에서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50%이상인 통신실이다. 이 4가지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상업건물형은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가 

없기 때문에 200 kW 미만이며 통신실1형은 200-299 kW, 통신

실2형은 300-499 kW, 전산실은 500 kW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POR값을 분석한 결과 상업건물형은 3이상으로 최대부하 요

금이 기존 한국전력요금제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며 통신실1형은 

POR값이 1.5-3이므로 최대부하 요금이 기존 한국전력요금제 대

비 1.5-3배만큼 증가하게 되고 통신실2형 및 전산실형은 POR값

을 산출해보면 1.0-1.5이므로 최대부하 요금이 기존 한국전력요

금제 대비 약간 증가하거나 유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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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그룹 전력소비 패턴에 따른 사업장별 유형

Table 4 Types of workplaces for Company A

구분 사업장수 전력소비 패턴 단위면적당 전력사용량(kW) POR

상업건물형 27 200 미만 3이상

통신실1형 255 200~299 1.5~3

통신실2형 189 300 이상 1.3~1.5

전산실형 6 500 이상 1.0~1.2

계 477

4.2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 계산결과

A그룹의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전력사용에 따라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를 계산해본 결과 표 5에 요약하였다. 

표 5에서 한국전력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실제 한국전력에 지

불한 요금이며 피크요금은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계산된 요금이다. 6개 사업장에서 6번 전산실형을 제외하고 5

개 사업장 모두 기존 한국전력요금 대비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

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1번과 2번 사업장은 대표적인 상

업건물형이므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 적용 후 기존 한국전력

요금 대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95-293% 증가) 관리대상 사업

장으로 지정하여 기타 전력사용량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6번 

사업장은 전산실형으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 적용 후 오히려 

기존 한국전력요금 대비 낮아졌는데(6% 감소) POR값은 1.08이지

만 주말 24시간 모두 기존 한국전력요금의 경부하요금을 적용함

으로 인해 주말의 요금이 기존 한국전력 요금 대비 낮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요금이 한국전력요금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많은 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수용가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필수 전력

을 제외한 기타 전력을 절감하고자 동계와 하계 사무실의 일정 

온도 유지, 점심시간 조명 소등 및 개인용 컴퓨터 절전모드 사용 

같은 기타 전력 절감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22,23]. A그룹의 경

우 단위면적당 전기요금을 산출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했지만 사업장 유형별 전력소비 

패턴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존 한국전력요금을 

적용했을 때 단위면적당 요금을 계산해보면 1번 사업장은 1.90이

고 4번 사업장은 6.59이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전기요금이 높은 4

번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력소

비 패턴을 살펴보면 4번 사업장은 통신실형이기 때문에 필수 전

력사용 이외의 기타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을 적용했을 때 면적당 요금은 1

번 사업장은 7.46이고 4번 사업장은 6.85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

위면적당 전기요금이 1번 사업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

므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이 상업건물형 같이 기타 전력사용

량을 절감해야 하는 사업장의 요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

문에 이 요금을 사내요금제로 적용할 경우 수요관리를 하는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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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 적용 결과(2013년 8월 요금)

Table 5 Electrical charges calculated by CPP Tariff using POR

유형 사업장 면적(m2) POR

요금(천원) ()안은 면적당 요금

요금 변화한국전력요금

(실제요금)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

(산출요금)

상업건물형
1 22,471 6.60 42,700 (1.90) 167,737 (7.46) 293% 증가

2 26,737 3.13 90,540 (3.39) 176,463 (6.60) 95% 증가

통신실1형 3 7,932 1.56 28,361 (3.58) 33,396 (4.21) 18% 증가

통신실2형
4 17,566 1.30 115,751 (6.59) 120,256 (6.85) 4% 증가

5 65,138 1.38 337,350 (5.18) 362,997 (5.57) 8% 증가

전산실형 6 36,302 1.08 537,851 (14.82) 503,023 (13.86) 6% 감소

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를 사내

요금제로 적용할 때 사업장별 평가지표와 연계할 수 있는데 첫번

째는 POR값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별 POR을 산출하

여 POR값을 사업장별 KPI 중 하나로 포함시키면 높은 POR값을 

가진 사업장은 최대부하 전력사용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두번

째는 POR을 활용한 피크요금제 기반으로 단위면적당 평균 사용

요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유형별로 단위면적당 평균 사용

요금 순으로 평가하게 되면 표 5와 같이 상업건물형이 기존 한

국전력요금 적용시보다 높은 요금을 가지게 되므로 절감이 가능

한 냉난방 기구, 전등, 전열 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력사용

을 줄일 수 있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수용가가 전기요

금 절감 및 자체 수요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내요금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수용가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일괄

적인 절감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사업장별로 전력소비 패턴이 상

이하기 때문에 절감 목표 달성으로 인한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장애 같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전력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대부하 대비 최소부하의 비율 (POR) 개념을 도입하여 필수 전

력사용과 기타 전력사용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하였고 이를 토

대로 사내요금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사내요금제는 POR값이 

높을수록 기타 전력사용비중이 높고 POR값이 낮을수록 필수 전

력사용비중이 높다고 가정하여 통신실2형 및 전산실형 같이 POR

값이 낮은 유형은 사내요금제 적용시 현행 한국전력요금과 유사

하지만 상업건물형 및 통신실1형은 POR값이 높기 때문에 사내요

금제 적용시 현행 한국전력요금대비 많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타 전력사용이 많은 상업건물형과 통신실1형에게 절감 목표를 

많이 부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POR을 피

크요금에 적용함으로써 최대부하 요금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POR값이 높은 사업장은 기타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자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최대부하 사용량을 줄이려는 수요관리 

노력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우선 A그룹의 상업건물형, 통신실1형, 통신실2형, 전산

실형 이렇게 4가지 사업장유형에 해당하는 6개 사업장을 대상으

로 2013년 8월 한달 동안 전력사용에 따라 제안된 사내요금제를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6개 사업장의 전력소비 패턴에 따라 POR

값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기존 한국전력요금대비 제안된 피크

요금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산실형을 제외하고 5개 사업장 모

두 현행 한국전력요금 대비 요금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POR값이 

높은 상업건물형은 90%이상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상업

건물형 사업장들은 1차적인 전력사용 절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절감은 정부 차원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

니라 수용가별로 업무 및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이슈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사내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 전력과 기타 전력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력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

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의 i-SMART 데이터를 활용하여 POR을 활

용한 피크요금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수용가의 사업

장별 요금제를 제안하였지만 향후 수용가별 사업장별, 부서별 요

금제의 상세 분배 적용을 위해서는 전력사용용도 비율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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