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ferences
[1] Aalami, H. A., M. Parsa Moghaddam, and G. R. Yousefi. "Demand response modeling considering I/C loads and capacity market programs." Applied Energy 87.1 (2010): 243-250.
[2] Yoo, Tae-Hyun, et al. "Reliability-based Incentive Mechanism for Demand Response in Electric Power Market."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ouncil on Electrical Engineering 1.4 (2011): 377-383.
[3] 김두중, 양민승, and 조병탁. "수요자원시장운영경험및개선방향."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11): 662-663.

수요반응관리기업의
비용최소화를위한모델링

김진우
College of Busines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of Technology

E-mail: jinwoo6627@business.kaist.ac.kr

최대전력수요를줄이기위한방법으로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각광받고있으며, 국내에도 2015년이후본격적으로도입될예

정이다. 본연구에서는, 수요반응관리기업(Aggregator)에의해수행되는신뢰성 DR을모델링하고, 수요반응관리기업의비용최소화를

위해배치과정에서의자투리자원(Slack)발생을최소화하는새로운스케줄링휴리스틱을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통하여, 제안된휴리스

틱이수요자원이부족한상황에서기존방법보다개선된성과를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

수요반응(DR)

• 연 60~80 시간의최대부하를대비하기위해서, 10% 이상의발전
자원이상시대기되어야한다.

• 짧은시간동안전력소비자의부하를저감하는제도(수요반응)를
통해서, 안정적인최대전력수급이가능하다.

• 발전소를건설하는대신, 전력소비자와계약을맺어부하저감의
대가로인센티브를지급하는수요반응제도가등장하였다.

수요반응관리기업(Aggregator)

• 개별소비자들과의계약을통해많은수의수요자원을확보하고, 확
보된자원 pool을바탕으로신뢰성 DR에참여한다.

• 수요자원이고갈될경우, DR Event에실패하게되며, 위약금이발
생한다.

• 1)2)의연구를바탕으로, 신뢰성 DR에참여하는수요반응관리기
업의비용을다음과같이정식화하였다. 

Aggregator cost

Minimize ∑ 	∑ 	 	∗ 	 , 	 ∗ 	 , +  * * 		

스케줄링정책(Heuristic)

• 신뢰성 DR 이벤트의발생예측이불가능하기에, 사전계획을통한
최적스케줄링이불가능하다. 따라서스케줄링을위한정책
(Heuristic)이필요하다.

• 기존에는단기계획법(Greedy algorithm)을사용하였으나, 수요
자원특이적인제약조건과 DR이벤트의규모등의상황을고려하지
않아심한낭비가발생한다는단점이있다.

• 배치과정에서발생하는자투리자원(Slack)의발생을최소화하는
탐색과정을삽입함으로써, 위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
Heuristic을 2가지제안하였다.

• Cost Minimization Heuristic(CMH, 기존방법, Greedy)
• 저가자원우선배치
• Slack(자투리자원) 처리프로세스없음

• Largest Size first – Slack Minimization Heuristic(LSSM)
• 대형자원우선배치
• Slack 발생시, Slack을최소화하는수요자원탐색후배치

• Cost Minimization first – Slack Minimization 
Heuristic(CMSM)

• 저가자원우선배치
• Slack 발생시, Slack을최소화하는수요자원탐색후배치

• s.t.

, 	 <= ∗	 , for all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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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nary for all i,j

• Notification

, i기 j자원의참여용량(DV)

, i기 j자원의참여여부(DV)
N DR 이벤트수( i = 1...N;)
M 수요자원수 ( j = 1…M;)

i기의 Event 크기
j자원의최대참여용량
j자원의최대참여횟수
j자원의운용비용
j자원의고정비용

시뮬레이션(Numerical Study)

• 2013년의최대부하데이터와, 3)의자료를바탕으로 DR Event
와수요자원의정보를 Generate하였다.

• 신뢰성 DR을수행할때, Tightness라는변수를사용하여 Event
의상대적인크기를나타내었다. 
*Tightness가클수록, 계약한수요자원의수가적다.

• Aggregator와계약한자원의수를늘려가며, 한계약기간(1년)
동안의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결론

• 본연구를통해, 신뢰성 DR을수행하는 Aggregator의특정
상황(Tightness > 0.4)에서기존 Scheduling policy 대비
개선된효용을보이는휴리스틱을제시하였다.

• Tightness가큰상황에서는, 제시된 LSSMH과 CMSMH가
기존의 Greedy 기반휴리스틱보다우수한성과(비용, 달성률)
를보여주는것을확인하였다.

• Tightness가큰상황에처한 Aggregator는, DR 불이행
Risk를회피하기위하여제시된휴리스틱을사용하는것이유
리하다

Figure 1. Aggregator의감축용량당소모비용(Won/kW)

Figure 2. Aggregator의 DR Event 달성률 (1-불이행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