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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 로그램 설계 시 로그램의 효
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CBL (Customer Baseline Load)의 추정방법으
로 일기보정을 고려한 가 이동평균법 (Weighted Moving Average)을 
제시하 다. 한 제안된 방법을 PJM에서 리하는 지역 력 수요 데
이터를 이용한 사례연구 수행 결과를 시하 다.

1. 서    론

최근 증가하는 력 수요는 력 시스템 운 자에게 력 에 지 공
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를 한 력 수요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 다.  세계 으로도 력 수요 리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력 수요 리  하나가 수요 반응 로그램(Demand 
Response)이다. 기존 수요반응 로그램은 신뢰도 기반의 로그램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력시장이 구조 개편됨에 따라 시장참여자
의 능동 인 참여를 요구하는 경제성 기반의 로그램들이 연구되며 개
발되고 있다. 이런 수요 반응 로그램들의 평가를 해서는 기존 력 
수요 비 수요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력 수요 이동 혹은 감의 
가치에 한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해 기
존의 력 수요량을 추정하는 것이 CBL이다. CBL은 수요반응 로그
램의 경제  효과를 계산하기 해 선정된 소비자의 기본 력 수요량
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력 수요량을 의미한다. 수
요반응 로그램을 용 시 체 력 수요량은 실제 력 사용량을 통
해 알 수 있으며, 과거 력 수요 패턴을 통해 측된 기존 력 수요량
과의 차를 계산하게 되면 수요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력 수요 감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 로그램 설계 시 고려되는 CBL 추정 방법에 
한 일반  알고리즘  가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CBL 추정 알고리즘

을 제사하 으며 그에 따른 사례연구 결과를 시하 다.   
2. 본    론

  2.1 CBL 추정 절차

CBL 추정 방법은 일반 으로 3가지 과정을 거쳐 CBL을 추정하
게 된다 [1]. 그림 1은 CBL 추정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알고리즘 
 첫 번째 과정은 CBL 추정을 한 과거데이터 선택과 련되
어 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과거 데이터 에 측하려는 날과 유사한 특징(물
리  혹은 시간 )을 가진 과거데이터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CBL 추정 

알고리즘 

두 번째 과정에서는 선택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CBL 추정 방
법을 택해야 한다. CBL 추정 알고리즘에서 리 사용되는 추정

방법은 평균법을 이용한 모델과 단순회귀모델 등이 있다. 평균법
을 이용한 모델에서는 선택된 과거데이터의 력 수요의 평균을 
통해 CBL을 추정하게 되며, 단순회귀모델은 력수요와 일기
상과의 상 계를 분석하여 CBL을 추정하게 된다. 와 같은 
방법들이 가장 리 사용되는 이유는 추정 알고리즘이 단순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한 시스템을 구
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통해 추정된 CBL을 보정하는 것이다. 100% 정확한 
측은 실의 여러 조건을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그러한 을 고려한 보정시스템이 
필요하다. 보정 시스템에는 측할 때 미쳐 상 못한 원인에 의
해 발생하는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CBL 추정에서도 
보다 높은 정확성을 갖기 해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보정은 측된 CBL과 해당 일의 실제 력수요와의 차
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과 일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2.2 제안된 CBL 추정 방법

CBL 추정을 해 제안된 방법은 가 이동평균법 (Weighted Moving 
Average)에 측된 CBL과 해당 일의 실제 력수요와의 비를 이
용하여 가 이동평균법으로 추정된 CBL을 보정하는 방법이다. 가
이동평균법이 해외 ISO 와 Utility 사용되는 기존 방법과 다른 은 최
근 데이터, 즉 CBL을 측하려는 날과 가까운 과거 데이터에 가 치를 
부여하여 CBL을 추정하는 것에 있다. 기존 방법에서는 CBL 추정을 
해 선택된 과거 데이터의 단순 평균으로 CBL 추정을 하 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단 은 최근 발생한 데이터의 변화를 반 하기가 어렵
다는 이다. 를 들어 격한 기온 변화 혹은 사회 /경제  이벤트에 
따른 력 수요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안된 가 이동평균법은 
이러한 을 극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보정 방법은 기존 방법들에서 
부분 선택되는 방법이며, CBL이 용될 당일 피크 시간  의 CBL

과 실제 력수요의 비를 이용하여 피크 시간 의 CBL을 보정하는 방
법이다. 그림2에서 소개된 과정은 제안된 방법의 CBL 추정 알고리즘이
다. 

<그림 2> 제안된 CBL 추정 알고리즘
제안된 CBL 추정 알고리즘의 첫 번째 차는 CBL 추정을 한 과거 
데이터 선택이다. CBL을 측하려는 날 이 의 과거 데이터 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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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공휴일 데이터와 이  수요반응 로그램이 용되었던 날을 제
외하고 남은 데이터 에 측하려는 날과 가까운 n개의 날을 선택한
다. 선택된 n개 날의 력수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DR 로그램이 용
될 날의 시간 별 CBL을 가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다. 가 이
동평균법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측하려는 날(d) t 시간의 CBL 값이며,  은 번

째  날의 t 시간의 실제 력 수요 값이다. 는  번째 날의 가 치

이다. n은 가 이동평균법을 해 선택된 과거 데이터의 수이다. n은 시
스템 사용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는 일반 으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가 커지면 0에 가까워지는 

값을 가지게 설계한다.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2)

  ⋯                     (3)

측된 CBL 보정을 해 수요반응 로그램 용  2 시간 의 실제 
력 수요와 측된 CBL 값의 비를 이용하여 보정계수를 계산한다 [2]. 

수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계수     
     

         (4)

여기서  는 수요반응 로그램 용 당일(d)의 로그램 시작 t 

시간의 1시간  실제 력수요 데이터이며,  은 수요반응 로

그램 용 당일(d)의 로그램 시작 t 시간의 1시간 의 CBL 추정 데
이터이다.

수식 (3)에 의해서 계산된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정된 CBL 값
을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계수×              (5)

  2.3 사례연구

사례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PJM에서 리하는 지역 력 수요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다음의 표1에서 사례연구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표1은 제안된 방법의 CBL 추정 오차를 과거데이터
의 수에 따라 보정 /후의 값을 보여 다.

n=4 n=5 n=6

CBL 보정 CBL 보정 CBL 보정

Test 

Day1
8.78 1.78 7.96 3.11 13.85 4.85

Test 

Day2
9.69 0.48 9.97 0.72 10.06 1.19

평균 9.24 1.13 8.97 1.92 11.96 3.02 

  <표 1> 제안된 방법 - CBL 추정 오차(%)

CBL 추정 오차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추정오차 실제전력수요
실제전력수요

×           (5)

표1를 통해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CBL 추정을 하 을 때 보정을 
하 을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선택된 과거 데이터 수
(n)를 일수록 추정 오차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이동평균법
만을 용한 일반 인 CBL 추정 시 오차는 선택된 과거 데이터 수에 
무 하게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정 방법을 추가하
을 때 3% 이하로 오차율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된 과거 데

이터 수가 작을수록 오차율이 더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림3에 있는 그래 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3> n값에 따른 제안된 방법 추정 오차 평균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 로그램 설계 시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CBL (Customer Baseline Load) 추정방법으로 일기보정을 
고려한 가 이동평균법을 제시하 다. 사례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PJM에서 리하는 지역 력 수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CBL 추정을 수
행하 다. 사례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미국 PJM에서 리하는 특
정 지역의 력 수요 데이터임으로 그로 인한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제안된 CBL 추정 방법의 추가 인 검
증이 필요하다. 한 향후에는 력 수요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산업별 
력 수요 패턴에 기반한 CBL 추정 알고리즘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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