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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 력 시스템 운 자의 trigger poin와 수요 반
응 로그램 참여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
을 측하여 경제성 수요 반응 로그램에 어떤 향을 끼치는 지 살펴
보고 운 자가 수요 반응 로그램 반응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게 
PR을 제안한다.

1. 서    론

  력 시장이 자율화 되면서 력 시스템의 기 가격은 수요와 상호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수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 수요 반응은 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 사용 형태로 정의한
다. 수요 반응은 그 목 에 따라 신뢰성 수요 반응과 경제성 수요 반응
으로 구분하는데, 신뢰성 수요 반응은 수요 삭감에 하여 소비자가 보
상 을 받는 반면 경제성 수요 반응은 높은 기 가격 신호에 하여 
소비자들이 자발 으로 부하 감축을 실시한다[1]. 이때 경제성 수요 반
응 로그램을 장려하기 하여 시스템 운 자는 LMP가 “Trigger 
Point”보다 높은 경우 한 보상 을 제공하는데, "Trigger Point"보다 
낮은 기 가격 신호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성 수요 반응 로그램에서 한 “Trigger Point” 설정은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과 시스템의 Trigger 
point에 따른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을 측하고 수요 반응 로그
램에 한 소비자와 시스템의 향력을 나타내는 지수를 제안한다.

2. 본    론

  2.1 전력 시스템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보통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 이 균형을 이루는 지 에서 재화의 가격
과 공 량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실제 력 시스템에서는 력의 수요
와 공  곡선에 의하여 기 가격과 공 량이 결정된다. 그림 1은 실제 
력 시스템에서 수요와 공  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경제성 수요 

반응 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수요 감축에 한 음의 탄력성 를 
가질 때 그림 1의 수요 곡선을  1차 함수로 가정하면, 수요 곡선 
는 다음 (1)식과 같다[2-5].

                           (1)

여기서 는 기 가격의 기값, 는 소비자의 수요량이다.

  발 기의 연료비용곡선이 2차 함수라고 가정하면 그림 1의 공  곡선
은 한계공 비용함수로써 1차 함수가 되며, 공  곡선 는 다음 (2)
식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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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발  부문의 총 연료 타입 수, 는 (k)-타입 발 기

의 한계공 비용함수, 는 (k)-타입 발 기의 총 발 용량, 는 0, 

∙는 단  계단 함수이다.  

  2.2 Trigger point와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 반응 이후의 전기 
가격      
  실제 력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은 그림 2-a처럼 비탄력
인데, 이 사실은 력 시스템의 운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시스템 운 자는 소비자에게 인센티   보상 을 제공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그림 2-b처럼 수요 감축에 한 탄력성을 부여한다. 그
림 2-b의 수요 곡선이 피크 수요 곡선인 경우, 공  곡선과 피크 수요 
곡선의 교차 은 수요 반응 이후의 발 량과 기 가격을 나타낸다. 수

<그림 1> 실제 전력 시스템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림 2> 수요 반응에 따른 수요 곡선 

요 반응 이후의 발 량과 기 가격을 계산하기 하여 식 (1)을 수요 
반응 이 의 수요량과 trigger point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3)과 같다. 

   
     ≤≤

 (3)

여기서  , 은 수요 반응 이 의 수요량과 기 가격, 

 , 은 수요 반응 이후의 수요량과 기 가격, 는 

수요 반응 로그램의 trigger point,   이다.

  수요 반응 이 의 수요량이 (m)-타입 발 기와 (m-1)-타입 발 기 
사이에서 발 량으로 결정될 때 수요 반응 이 의 기 가격 은 

(m)-타입 발 기의 한계공 비용함수로 결정되며 이때 식 (2)로부터 
은 다음의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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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m은 m-타입 발 기, 은 m-타입 발 기의 총 발 용량이다.

  식 (4)의 수요 반응 이 의 기 가격이 높은 값으로 측되는 경우 
시스템의 운 자는 수요 반응 로그램을 실시하며 이때 소비자는 가격 

탄력성 에 따라 그들의 수요를 감축시킨다. 이때 수요 반응 이후의 수
요량과 기 가격은 그림 2-b의 피크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의 교차  
( , )이 된다. 수요 반응 이후의 수요량이 (n)-타입 발 기와 

(n-1)-타입 발 기 사이에서 결정될 때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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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타입 발 기의 한계공 비용함수로 결정되며 이때 식 (2)

로부터 은 다음의 식 (5)와 같다. 

  
 

  

      

    ≤ 

  (5)

여기서 n은 n-타입 발 기, 은 n-타입 발 기의 총 발 용량, 

   이다.
  공  곡선에 의하여 결정된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은 피크 수요 
곡선의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과 같으므로 식 (5)는 다음의 식 (6)
과 같다.

                 (6)

  식 (6)으로부터 수요 반응 이후의 수요량과 기 가격은 trigger point
와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음의 식 (7)과 같다.

   


 

  

       
   (7) 

                                             (8) 

  경제성 수요 반응 로그램은 높은 기 가격 신호를 낮추는데 목
을 가지고 있다. 수요 반응 로그램 참여자의 높은 탄력성은 더 많은 
부하를 감축하게 하고 기 가격을 더욱 더 낮추게 한다. 이러한 기 
가격의 하락 정도는 경제성 수요 반응 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가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수요 반응 로그램 참여자와 로그램의 
trigger point가 기 가격 하락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하여 Price Regulation(PR)을 제안한다. PR은 수요 반응 로그램 참여
자의 탄력성과 로그램 trigger point에 따른 기 가격의 변화율로 정
의하며 다음의 식 (9)와 같다.


 

×                 (9)

  2.3 사례 연구
  본 논문의 사례 연구의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연료 타입 5개의 발
기가 존재하며 각각의 한계공 비용함수는 그림 3의 ~로 가정

한다. 수요 반응 이 의 수요량은 1100 [MW]로 상되고 수요 반응 
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은 식 (10)과 같이 -1에서 0까
지 존재하고 로그램의 trigger point는 식 (11)과 같이 0[$/MWh]에서 
500 [$/MWh]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3> 공급 곡선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은 그림 4에서 PR은 그림 5에 나타난다. 
그림 4는 로그램의 trigger point와 수요 반응 로그램 참여자의 가
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을 나타낸다. trigger 
point가 증가할수록 기 가격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수요 반응 로그램

의 시작 지 이 높아져서 수요 반응 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감
소한 결과이다. 한 동일한 trigger point에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기 가격은 감소하는데 이것은 수요 반응 로그램에 참여한 
수요가 많은 결과이다. 그림 4의 낮은 trigger point(< 100)에서는 가격 
탄력성에 따른 기 가격의 변동 폭이 큰 편이며, trigger point가 증가
할수록 가격 탄력성에 따른 향력이 차 감소하다가 특정 수  이상
이 되면 가격 탄력성의 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
은 실제 력 시스템에서 운 자가 한 trigger point를 제공해야하
며 소비자들의 탄력성에 한 정보를 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
한다. 그림 5의 PR도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의 운
자는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에 한 수요 반응 정도에 한 정보를 

식 (9)의 PR로 나타내어 수요 반응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그림 4> 수요 반응 이후의 전기 가격 

<그림 5> Price Regulation

3. 결    론

  본 논문은 력 시스템 운 자의 trigger poin와 수요 반응 로그램 
참여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수요 반응 이후의 기 가격을 측하여 
경제성 수요 반응 로그램에 어떤 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았다. 한 
운 자가 수요 반응 로그램 반응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게 PR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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