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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unique approach to scheme a demand response (DR) program in the electricity
market from a customer-oriented perspective, which is based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proposed
program
has the objective to maintain the system reliability at the emergency period, and it is designed as an
incentive-based program (IBP) considering Korea power systems with the cost-based generation pool (CBP). The DR
program using AHP could represent the mutual importance degrees of load curtailment criteria from the viewpoint of
different load-holders, thus customers’ participation in this program is determined by the incentive payments
corresponding the specific load curtailment conditions. A test system for the case study is used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pproach, and the load profiles with the proposed DR program and the
required incentive payments are obtained. The results show not only the enhancement of system reliability but also the
economic benefit within Pareto-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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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는 DR을 수급안정화 및 계통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핵
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각국의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의 소비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
한 추가설비 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화석 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러한 전력 수요증가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수요관리
(Demand-Side Management; DSM)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기존 공급 중심의 전력수급정책에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1]. 하지만 DSM은 관리자 중심의 일
방적인 정책으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 이후 수요 측의 의
사를 시장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전력 환경은 기존의 DSM 개념을 ‘자발적’,
‘양방향’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전력시장의 수요반응(DR)이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에
의해 소비자의 전력사용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
된 요금제도(Tariff), 또는 시장가격이 급등하거나 계통신뢰
도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 소비자의 전력사용 감소를 유도하
기 위해 고안된 인센티브 프로그램(Incentive Program)으로
정의된다[2]. DR은 계통 신뢰도 유지 및 전력 시장 참여자
의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미 전력 선진국에서

DR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다[3]-[6].
한편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요금지원 등의 부하관리 제도
와 고효율기기 보급 등의 효율향상 제도를 포함하는 DSM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에는 다양한 형태의 DR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DR은 기존의 DSM 제도
중 직접부하제어(Direct Load Control; DLC)를 일부 변형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전력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DR 프로그램의 설계가 시급한 시점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의 시장 상황을 고려
하여, 비상시 계통 신뢰도 유지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인센티
브 기반(Incentive-based) DR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을 제안
한다.
효과적인 DR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 첨두 가격에 반응
하는 수요 자원[5], 수요 자원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기 가격
모델[6]등 다수의 기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가격 기반 (Price-based) DR에 초점을 둔 연구로 전
기 가격 신호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국내의 CBP
(Cost-Based Generation Pool) 시장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전력 수요 이동에 따른 신뢰도 증진
및 가격을 분석한 참고문헌 [7]의 경우 DR의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인 설계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방법론으
로 널리 알려진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8], 전력 소비자마다 상이한 인센티브와
상세 수요 감축 조건(감축량, 시행 횟수, 지속 시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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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점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파레토향상(Pareto-improvement)을
고려하여 DR 시행으로 인해 복지(Welfare) 감소가 야기되
는 전력시장의 구성원 없이, 사회전체의 복지수준(Social
Welfare)은 증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2. 수요반응(DR)의 효과분석
2.1 DR 프로그램 시행 효과의 분류
DR을 전력계통에 도입했을 때, DR이 제공하는 가장 기
본적인 효과는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자원절
감(Resource Savings)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력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계량 및 가치화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Economic Benefit; EB)
은 그 수혜자를 기준으로 전력 소비자    와 전력회사

그림 1 DR 시행의 단기적 편익 분석
Fig. 1 Analysis for Short-run profit owing to DR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는 다시 DR 참여자
  

  와 DR 비참여자    로 나누어 그 편익을 분

석할 수 있다.
DR 참여자의 편익 
  은 DR로 인한 요금청구액 감
소와 DR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수령에 의한 이익으로 계산
 
 은 DR로 인한 도
된다. 또한 DR 비참여자의 편익 

매시장가격의 감소가 공급비용 감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DR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또한 요금감소의 이익을 경험
하게 됨을 표현한다.
전력회사의 편익    은 전력 설비의 회피 및 계통운
영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설비의 고장정지 가능성
및 실제 고장정지 횟수를 줄임으로써, 전력회사의 재정적 손
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하여 얻게 되는 계통의
신뢰도이익(Reliability Effects; RE)을 포함한다.
그러나 신뢰도이익(RE)은 정전에 의한 손실 위험 감소의
차원에서 전력 소비자(DR 참여/ 비참여자)에게도 해당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경제
적 편익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 분류하기로 한다.
또한 추가적인 편익(Additional Effects; AE)은 DR 시행
으로 유발되는 환경적 이익, 시장 기능 강화 및 효율 개선
그리고 DR 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효과 등
을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은 계량 또는 가치화가 어려워 편익
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분석 방법에 따라 자
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추가적인 편익(AE)의 정량적 분석은 논외로 한다.
2.2 경제적 편익 분석
DR의 경제적 편익은 그림 1, 2와 같이 각각 단기적 편익
과 중장기적 편익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림에서
각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DR 시행의 장기적 편익 분석
Fig. 2 Analysis for Long-term profit owing to DR
이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전력 요금 감소로 인한 편익으로
전가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DR 후 같
은 양의 전력을 낮은 가격에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되는 편익의 양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

여기서  은 DR 참여자가 그들의 부하를 줄인 후의 수요
량을 표현한 것이며,    은 DR에 의해 감축된 수
요량     에 의한 SMP 변화량을 의미한다.
나. Area B
가격에 반응하여 DR에 참여한 소비자가 얻는 발전부분으
로 부터 이전된 편익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Area A의 ‘이
전’과 개념적으로 비슷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

여기서    는 에너지 시장의 SMP곡선을 의미한다.
가. Area A
DR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가 얻는 발전부분으로부터
‘이전’(Transfer)된 편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전’이란 발전
부분의 수요 감축으로 인해 줄어든 단기 소득이 수요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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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ea C
소비자와 발전부문 모두에게 저절로 생기는 편익을 의미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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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DR참여자들의 가격에 따른 반응을 나타
내는 DR의 공급곡선을 의미한다.

 
전력회사의 편익(   )과 DR 비참여자의 편익( 
)

에서 인센티브( )를 충당하여 DR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수
행된다. 전력회사로부터 충당하는 인센티브를   , DR에
참여하지 않고 편익을 얻은 소비자로부터 충당하는 인센티
 
라 하면, 각 구성원들의 경제적 편익을 다음과
브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라. Area D
중장기적 관점에서 DR 시행으로 인해 회피된 전력설비
비용(Supply Facilities Cost; SFC)을 의미한다. DR의 효과
는 중장기적으로 송변전 및 발전 설비의 건설,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용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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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 단위 용량 당 설비 건설비용의 함수를 표
현한 것이다.

 
 ∙     


(7)
(8)

여기서 ,  와 는 모든 구성원 해당되는 편익  를 분
배하기 위한 계수이며       , DR 시행의 한 단위를
 라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발생되는 단기 편익을
합산하여, 그림 1의 단기편익들을 그림 2의 장기적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DR의 신뢰도 편익과 제약조건
3.1.2 파레토향상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약조건
DR의 신뢰도 편익은 첨두부하 시 공급용량 부족으로 인
해 강제적으로 부하가 차단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가 얻는 이익과 광역정전의 방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
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DR 시행 전후의 신뢰도비용
(Reliability Cost; RC)을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비용은 설비비용(Utility Cost; UC)과
정전비용(Outage Cost; OC)의 합으로 정의된다[9]. 여기서
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회사의 투자 및 운영비용
을, 는 신뢰도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의미
한다.
계통계획 및 운영의 신뢰도 요구조건은 일반적으로 앞서
정의한 신뢰도 비용( )을 최소화하는 신뢰도 수준   으
로 결정한다. 이는 개념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신뢰도 제약조
건임이 자명하나, 정전비용( ) 산정의 어려움 및 신뢰도
요구조건의 다양함 때문에 적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비용( ) 회피의 효과를 경제
적 편익으로 다루어 그림 2의   로 표현하였으며, 정전
비용( )은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예비율 제약
조건을 적정 신뢰도 수준 



정책의 당위성은 사회 전체의 복지(Social Welfare)의 증
진과 필요충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 전 자
원 배분을   , 정책으로 변화된 자원 배분을   그리
고 자원배분으로 결정되는 복지수준을    라 하면, 정책은
       일 때 그 당위성을 갖는다. DR 정책

전후 복지 수준의 차이(        )는 앞서 기술한
경제적 편익( ), 신뢰도 편익(  ) 그리고 추가 편익(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9)

여기서 신뢰도 편익(  ) 및 추가 편익(  )은 항상 양(+)의
값을 갖으며, 경제적 편익( )은 식 (6)~(8)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



∀ 

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   

(5)

여기서    는 예비율의 허용 최소치를 의미한다.

3. 인센티브 기반 수요반응(DR) 프로그램 설계

따라서 식 (10)에 의해 식 (9)는 양(+)의 값을 갖게 되고,
DR 시행의 당위성은 증명된다.
그러나 정책으로 인한 자원의 재 배분 결과 복지 감소를
경험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 전체의 복지의 증진
이 확보 되더라도 이 배분은 효율적 배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DR 참여자와 DR 비참여자 그리고 전력회사의 편익
은 모두 DR 정책에 의해 향상 되어야 한다.

3.1 DR 프로그램의 개념설계
3.1.1 인센티브를 고려한 DR의 경제적 편익 분석
가격 신호가 크지 않은 국내 CBP 시장을 고려하면, DR
정책의 적극적 발효를 위해 DR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DR 정책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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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개념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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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10]. 이

시간, 이벤트 공지 시점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이

제약식은 DR 정책의 적극적 발효를 위해 주고받는 인센티

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고찰한다.

브와 관련이 되며, 식 (6)와 (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 

  



 ∙      

(12)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프로

(13)

그램 설계를 위해, DR 프로그램 설계자의 입장에서 참여자
의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모의

∀ 

  



∀ 

 





 ∙    

∀ 

결과를 이용한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
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화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

3.2 파레토-신뢰도 기반 DR 프로그램
일정수준(    ) 이상의 예비율을 보장하며, 동시에 파레토
향상을 고려한 DR 프로그램의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14)



     


∈ 



∈

(15)



∈

   ≤  ≤  

∈

 ≤  





 ≤  ≤ 

     ∙

(16)
(17)

∈

(18)

 

(19)

∈ 

 


여기서 , ,  는 각각 송전량, 발전량, 수요량을 의미
하며, 와 는 각각 모선 및 선로 번호를, 와  는 각각
발전기 모선과 부하모선을 나타낸다. 식 (14)의 ∈는 비상
시를 표현한 것이며, 예비율의 허용 최소치(    )를 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상시( ∈ )와 비상시를 구분할 수 있다.

  
   

 

∀

∀

3.3 AHP를 이용한 DR 프로그램 참여 의사결정 모의

 
      


 
   ≤   


  
∙  


∙

∈ 

 


 


∈

(20)

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
는 분석 방법이다[8]. 직관적으로,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
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
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 도 있다. AHP는 의사결정
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 기준 의사결정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하고, 그 가중치
(Weight)를 비율척도(Ratio Scale)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AHP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Step 1] 의사결정문제의 요소들 간의 관계 분석, 계층구조
형성 (Hierarchy Level 1, 2, 3)
[Step 2] Hierarchy Level 2의 의사결정요소들을 쌍대 비교
하여 상대적 중요도 계산
[Step 3] 2단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합하여 Hierarchy
Level 3의 선택가능대안들의 중요도 계산
[Step 4] 3단계의 결과에서 최대 중요도를 갖는 대안으로 의
사결정
본 논문에서는 [Step 1]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DR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고려하게 되는 요
소를 상세히 항목화하고 계층화하여 표현하였다.

(21)

식 (15)는 비상시에 모선에서 시행되는 DR의 량(  )를
포함한 계통 평형 방정식이며, 식(16)~(18)은 각각 발전, 송
전 및 DR 감축크기의 제약조건을 표현한 것이다. 식 (19)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DR의 목적인 신뢰도 유지 제약 조건을
표현한 것이며, 계통의 공급예비력  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
∈

(22)

제안하는 DR 프로그램은 제약식 (19)를 통해 적정신뢰도
유지를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안
하는 DR의 신뢰도 목표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총합의 최
소값을 목적함수 (14)를 통해 산정하고, 이를 식 (12)와 (13)
에 적용하여, 파레토 위배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였다. 여기
서 인센티브는 수요 감축의 조건(감축량, 시행 횟수, 지속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지원금 기반 수요반응프로그램 설계

그림 3 DR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구조
Fig. 3 AHP structure to select the suitable DR program for
the different load-holders
그림 3에서 Hierarchy Level 3 (H3)의 항목들(Program
A, B, …, X)은 각각 상이한 H2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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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 정보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판단
을 통해 최선의 DR 프로그램(Program X)을 선택한다. H2
의 정보는 부하 감축 조건(Load curtailment specification)과
이벤트 공지 시점(Notice time) 그리고 인센티브(Incentive)
로 분류하였고, 감축 조건은 빈도(Frequency), 지속시간

은 설문을 통해 부하의 개별 특성이 고려된 AHP 모의 결과
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즉, AHP로 부하의 위치(  )마다 상이
하게 결정되는 각각의 DR량(      ) 및 인센티브(      )를
이용하여, 식 (14)~(19)의 최적화 문제를 계산하고 선택된
위치(  )의 부하는 DR 수행의 대상이 된다.

(Duration), 크기(Magnitude), 에너지(Energy)로, 다시 지속
시간을 1회 감축의 지속시간 또는 연간 총 지속시간으로 분
류하여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Step 2] 과정은 다음의 설문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4. 사례 연구
본 절에서는 IEEE 24 RTS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으로
DR을 수행한 결과를 모의하였다. 여기서 부하의 유형별 DR

표

1 DR프로그램의 요소 간 쌍대비교 설문 샘플
Table 1 Questionnaire to determine the importance degrees

반응의 차이를 적용하기 위해 테스트 계통의 부하를 상업,
주거,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부하 구성비를 각각 0.2~0.5로
랜덤하게 모선별로 가정하였다. 각 부하 유형별 DR 가격탄

How important is the criterion of load curtailment  related to  ?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where,     ,     ,     ,     and     . OL, VL, SL,
ML, E, MM, SM, VM, and OM are abbreviations of Overwhelmingly Less
important, Very strongly Less important, Strongly Less important,
Moderately Less important, Equally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Very strongly More important, and
Overwhelmingly More important, respectively.

  

  

  

  

   

[occ./week]

[hour/occ.]

[KW/occ.]

[p.u.]

[원/unit]

력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하 유형별 DR 가격탄력성
Table 2 DR Elasticity for different load type
부하 유형
가격탄력성

상업용
-0.02

주거용
-0.16

산업용
-0.10

그림 4는 모의기간 동안의 부하곡선 및 예비율 기준, 그
리고 해당시간의 SMP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은 각각 DR의 시행 횟수, 지속시간, 크기
(량)를 표현한 것이며, 공지 시점  는 전일 공지 기준(1
p.u.)의 상대 값을, 인센티브 는 단위 DR(1 unit = 주 1회
시행, 회당 1시간, 1KW 감축, 전일 공지) 당 지급금액(원)을
의미한다. 응답자  에 대한 쌍대비교행렬   는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3)


여기서 
는 설문의 결과        

에 각각 1/9, 1/7, 1/5, 1/3, 1, 3, 5, 7, 9의 값을 할당하여 결
정된다.


은  이며,  는 설문 응답자  의 관점에서 DR 수

행 요소  의 중요도가 된다.
[Step 3]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와   의 DR 프로그램
조건(         )을 결합하여 각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24)

마지막으로, 전력소비자(설문 응답자  )는 [Step 4]에서

그림 4 모의 계통의 부하 곡선 및 SMP
Fig. 4 Load profiles and SMP for the case study
그림 4에서 부하곡선은 국내 실적을 참조하여 2008년 8월
의 하계 첨두부하일의 패턴과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며, 48시
간의 모의기간 중 예비율 기준      을 만족하지 못하
는 22시 ~ 27시를 연중 첨두부하가 발생하는 비상시로 가정
하였다. 또한 SMP는 발전비용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계단공급곡선으로 모의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 중요도          를 찾아 해
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DR 설계자는 설문을 통한 상기 모의 과정을 이용하여,
DR 시행 대상 부하의 참여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프로
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DR의 필요 크기(     의 합)는 비상시의
상황에 따라 일정 값으로 정해지며, DR 시행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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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여기서 ∙ 는 단위계단함수이고  는  발전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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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용, 그리고  는 그 발전기의 총 발전용량을 나타낸
다. 모의를 위한    의 계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6 DR요소의 중요도
Table 6 Importance degrees
상업용

표

3 모의를 위한 SMP 계수
Table 3 SMP parameters for the simulation






주거용







[원/kWh]

34

50

82

148

230













[MW]

1000

1550

2450

2750

3000

표 4는 그림 4의 비상시 DR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식 (1)~(4)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 설
비회피 이익   는 단기 발전소득의 감소분(   )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였다.

상업용

 

 

 

 

 

0.0358

0.0469

0.1000

0.4718

0.3455











0.0693

0.0805

0.5230

0.1380

0.1892

 

 

 

 

 

0.1521

0.0859

0.0669

0.0664

0.1287

표 5는 AHP를 위한 DR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
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설문의 결과는 부하 종류
가 같으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응답자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 주거, 산업용으로 구분되고, 이
에 따라 쌍대비교행렬   는 식 (23)을 통해 3가지 유형
(    ,   ,    )으로 표현된다.
표 5를 통해 구성된   는 부하의 유형별 감축요소의 중
요도(  )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의 계산 결과는 표 6과

표
4 비상시 DR 시행의 경제적 편익(I)
Table 4 Economic benefit with Emergency DR program (I)


       
Event    
22시
23시
24시
25시
26시
27시

[MW]
63

[원/kWh]
82

[천원]

[천원]

[천원]

221,400

4,100

1,249

98

82

221,400

4,100

4,378

150

82

221,400

4,100

9,236

91

82

221,400

4,100

3,743

74

82

221,400

4,100

2,220

21

82

221,400

1,722

20

[천원]

1,337,500

표
5 DR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설문결과(쌍대비교행렬)
Table 5 Questionnaire results (Pair-wise comparison matrix)
상업용
(    )
  
  
  
  
   

주거용
(   )
  
  
  
  
   

산업용
(    )
  
  
  
  
   

  

  

  

  

   

1
1
3
9
9

1
1
3
9
3

1/3
1/3
1
5
3

1/9
1/9
1/5
1
3

1/9
1/3
1/3
3
1

  

  

  

  

   

1
1
9
3
1

1
1
5
3
1

1/3
1/3
1
1/5
1/3

1/9
1/9
5
1
3

1/9
1/3
3
1/3
1

  

  

  

  

   

1
1/3
1/3
9
1

3
1
1
7
1

3
1
1
7
3

1/9
1/7
1/7
1
1/5

1
1
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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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여기서       이며,    (    
 )이다.
표 6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모의하는 DR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식 (24)를 통해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24)에
서 이용되는 각 프로그램의 조건(         )을 단위
DR(1 unit = 주 1회 시행, 회당 1시간, 1KW 감축, 전일 공
지)의 인센티브( )를 기준으로 일정단위 마다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최대 중요도를 갖는 프로그램을 찾아  관점의
최적 DR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표 7은 단일 인센티브(원/kW)를 적용한 직접부하제어
(Direct Load Control; DLC)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으로 인
센티브(원/unit)를 책정하여 부하의 반응을 고려한 DR 수행
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DLC제도의 인센티
브 실적을 AHP의  요소인 DR 프로그램들의 평균 인센
티브가 되도록 모의하여 사용 인센티브의 총합으로 합리적
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7 AHP DR과 기존 DLC의 총 인센티브 비용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proposed DR and DLC
AHP DR
14,644

Total incentive [천원]

DLC
23,167

표 8은 표 7의 계산결과에 DR 프로그램에 사용된 인센티
브를 고려하여 각 구성원의 편익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편익  는         의 비율로 배분된
다고 가정하였다.
표
8 비상시 DR 시행의 경제적 편익(II)
Table 8 Economic benefit with Emergency DR program (II)

 [천원]

  [천원]

15,423
-

 

∀



 

[천원]

27,434
+

 

∀

 

1,333,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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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통해 표 7의 DLC을 위한 인센티브를 충당하
기 위해서는 DR 비참여자로부터 별도의 기금(



  
)을
 

∀

추가 조성하여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DR 프
로그램은 같은 목표수준(예비율 0.1 이상)을 달성하는데 상
대적으로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함으로써 전력회사의 편
익(   )만으로 인센티브를 모두 충당하여 파레토 향상이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

Power

Systems

with

Stochastic

Demand Side Load Shift”, Power Engineering Society
General Meeting, IEEE, pp. 1 – 8, 2007.
[8] Omkarprasad S. Vaidya, Sushil Kumar,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

overview

of

applications”,

Elsevier,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69, pp. 1–29, 2006.
[9] Roy Billinton, Ronald N. Allan, "Reliability evaluation
of power system", 2th Edition, Plenum Press, NY,

5. 결 론
본 논문은 전력 소비자가 전력망 운영자(ISO) 또는 전력
회사(Utilities)의 통보에 응하여 인센티브 지급의 대가로 전
력수요를 줄이거나 사용시간대를 변경하는 DR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AHP를 이용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방법론은 부하의 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DR 프로그램
참여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구분하고 중요도를 정량화
하여, 합리적인 DR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DR 효
과의 정량적인 분석과 인센티브의 제약을 통해 전력시장 구
성원들의 파레토 향상(Pareto-improvement)을 고려할 수 있
게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본 논문에서 모의된 비상시 수급
안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DR 설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응용이 가능하여, 향후 감축조건에 따른 부하의 DR 참
여가능성을 정량화하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그 유효성이 더
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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