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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력산업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수요자원에 

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력가격  력수

의 안정을 해 수요반응자원의 활용에 한 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미국을 심으로 력시장과 연계하

여 수요반응에 의한 수요 리를 극 으로 시행하고 있다.[2] 

재 이러한 수요반응 자원에 한 운 은 과거 부하 리 

로그램들과는 달리 양방향 통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인 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1.1 수요자원시장과 수요 리의 차이

기존의 수요 리는 사 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기소비자의 력가치와 의사를 정확히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 리 로그

램도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에 비해 수요

자원시장은 부하 측의 수요자원이 경제 인 인센티 에 따

라 자발 으로 부하차단  자체 비상발 기 가동 등으로 

력수요 감축에 참여하는 수요반응 로그램이다.

  수요시장은 재원의 형태에 따라  크게 지원 시장과 경쟁

시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은 지원

시장에 속한다.  력공 시장이 소비자의 력수요를 

확정하고 이에 맞는 공 량 확보에 치 한 반면 수요자원시

장은 공  이외에 수요측도 자원으로 활용하여 공 신뢰도 

향상과 동시에 공 비용의 감을 유도하고 있다.[3]

표  1 수요 리와 수요반응

Table 1 Demand side management and demand response

구분 수요 리(DSM) 수요반응(DR)

사업구조 수직통합체계 경쟁시장 체계

사업체계 공 자 심 소비자 심

운 체계 오 라인 온라인(실시간)

통신체계 단방향 양방향

활용시기 비상시 운 상시/비상시 운

소비자보상 인센티 인센티 /입찰/요

요 제 고정요 가변요 (시장가격)

용 량

가격

P*

가격

용 량

소비자 

편익

설비용량
감 소 분

P*

그림 1 수요반응에 의한 소비자 편익

Fig. 1 The consumer's convenience by demand response

다시 말해 기존의 수요 리제도가 수직독  체제에서 

력회사 심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 수요자원시장은 경쟁체

제에서의 소비자 심의 수요 리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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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별 수요반응제도 운 황

1.2.1 미 국

미국의 수요자원시장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은 동부지역 

(PJM, 뉴욕  뉴잉 랜드 등)으로 수요자원은 설비 비력 

확보, 에 지 수 균형  기품질시장 분야에 참여 가능하

다.[4]  한 최종소비자에게 공 신뢰도 수 에 따라 사용

요 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표  2 수요자원의 도매 력시장 참여사례(PJM)

Table 2 The Participation of Demand Resource i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PJM)

구 분 용량시장 에 지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목 설비 비력 확보 에 지 균형 기품질 유지

참여방식 발 기와 동일 좌동 좌동

재 원 수혜자 부담 좌동 계통운 자 부담

1.2.2 유 럽

유럽연합(EU)차원에서의 수요자원에 한 포 인 정책

은 없으나 나라마다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국은 력산업구조개편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

문에 민간 매사업자가 스스로 수요 리를 시행하고 있으

며 국가 으로 수요자원이 참여 가능한 시장은 보조서비스

시장 ( 기품질시장)이다. 노르드시장(노르웨이,스웨덴,핀란

드 등)에서는 소비자요 을 도매 력시장의 시장가격과 연

계한 실시간요 제를 통해 수요반응을 진하고 있다.

1.2.3 우리나라

재 우리나라의 도매 력시장에서는 수요자원이 직  참

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도매시장은 가격입찰

이 아닌 비용평가에 의한 변동비반 시장으로서 근본 으로  

 시장가격이 등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만약 참여가 허용 

된다고 해도 수요반응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한 시

그 과 인센티 가 실 으로 어렵다.

표 3  도매시장에 수요자원의 참여여부

Table 3 The possibility of demand resource to participate in 

Korea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구 분
설비용량
확   보

에 지시장
보      조
서비스시장

거래가격
가스터빈고정비

(7.46원/kWh)
시간별 한계비용
(최  LNG발 기 변동비)

고정단가 

거래 액
(09년기 )

3.99조원 22.88조원 475억원

수요자원 참여불가  참여불가 참여불가

우리나라의 소비자 요 제는 일부 계시별가격제(Time Of 

Use pricing) 등이 도입되어 있으나 기요 은 정부의 규

제정책으로 체 으로 상당히 낮은 수 이고 종별 교차보

조가 심한 상태로 소비자가 경제  인센티 에 의해 자발

으로 사용량을 조 할 인센티 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5]

이러한 실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감축가능량을 입찰하

여 이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시장가격에 의해 인센티 를 지

하는 수요자원시장의 도입은  기소비자의 선택권 확 를 

통한 수요반응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요자원시장을 통하여 재의 비탄력

인 력 수요를 보다 탄력 으로 조 할 수 있으며 최 수

요를 억제하고 부족한 공 비력을 확보할 수 있어 력시

장가격과 력수 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력수요자원시장

2.1 시장설계의 기본원칙

수요자원시장은 부하감축이 필요한 경우 계통운 자(SO)

인 력거래소가 시장개설을 통지하고 수용가의 장근무자

가 미리 등록된 웹기반 홈페이지를 통해 부하감축일의 력

사용량을 고려하여 감축가능용량과 가격을 직  입찰하는 방

식으로 개시된다.[6] 력거래소는 수용가가 제출한 입찰서

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수용가별 계획감축량을 

최종 통보한다. 이때 거래 단 시간은 매시 00분을 기 으로 

30분 간격이다.

수용가의 계획감축량은 시장가격보다 가의 입찰량에 

해 통보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 부하감축을 한 수용가

의 기술  특성이 반 되게 된다. 시장은 부하감축일 하루

에 감축계획이 확정되는 하루 시장과 부하감축일 당일 확

정되는 한시간 시장으로 구분되어 개설되며 일단 계획감축

량이 확정되면 수용가는 이를 자발 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가 있다. 부하감축이 이루어지면 입찰량에 한 고정단가의 

정산 인 감축가능용량 정산  (기본지원 )과 감축실 에 

따른 정산 인 실감축량 정산  (제어지원 )을 시장가격에 

의한 단가로 정산하게 된다.

표  4 수요자원시장의 하루 시장과 한시간 시장

Table 4 The schedule of Day-ahead market and hour-ahead 

market 

구 분 하루 시장 한시간 시장

시장개설통보 부하감축일 일 15시 부하감축개시 3시간

입찰마감 부하감축일 일 15시 부하감축개시 2시간

계획감축량통지 부하감축일 일 15시 부하감축개시 1시간

2.2 수요자원의 구성

수요자원시장은 감축가능용량이 300kW 이상으로 최소 30

분 이상 수요감축이 가능하며 력사용량에 한 30분 단

의 계량이 가능한 수용가를 그 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유

수지배수펌 장 등 력사용량의 불규칙성이 큰 경우나 발

사업자로 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발 소가 부하감축에 

이용되는 경우 등은 그 참여가 제한된다. 재 참여수용가의 

부분은 산업용이며 종류별로는 시멘트업체의 입찰량이 

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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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업종별 수요자원시장 참여비  (09년 하계)

Table 5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classified by the type 

of business, (Summer 2009)

구 분 시멘트 석유화학 제철․제련 기기계 기타 합 계

수용가수
(개소)

17 13 4 5 19 58

총입찰량
(MW)

325 122 174 8 12 640

2.3 시장개설  통보

수요자원시장은 다른 부하 리사업과 같이 공 비력 부족 

시 이를 확보하여 력계통 신뢰성을 증 하고 계통의 최

력수요를 억제하여 장기 인 력설비 투자비를 억제하

는 데 있다. 시장개설을 한 조건도 이와 련이 깊다. 

재 수요자원시장의 개설조건은 계통운 자인 력거래소가 

계통의 공 비력이 일정수  이하로 측할 경우 는 

력수요가 기존 최  력수요를 경신할 경우 등이다. 이 때 

시장개설 여부를 결정하기 한 공 비력과 최 력 

망치 등 력계통자료는 하루 시장의 경우 거래일 하루 에 

발표되는 일일 운 발 계획을, 한시간 시장의 경우에는 실

시간 운 자료를 각각 활용하게 된다. 시장개설 조건이 

만족되면 력거래소는 자체 문가 실무 의체를 통하여 시

장개설 여부를 최종 으로 확정하고 각 수용가에게  휴 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용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시장개

설을 통지하게 된다.

2.4 수요자원의 입찰

수용가가 감축가능량과 가격을 신고하는 입찰은 상비입찰

과 일일입찰로 나 어 용하고 있다. 상비입찰은 력거래

소가 미리 공지한 정기운 기간에 매일 자동 용되는 입찰

로서 수용가는 해당기간의 평균 인 력사용계획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상비입찰 자료는 거래 일  일일

입찰로 변환되고 입찰마감시간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경

우에는 거래일의 최종 입찰자료가 된다. 정기운 기간을 별

도로 공표하지 않은 기간에도 시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이때

는 상비입찰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찰자료는 부하감축일 당일에 상되는 력사용량 수

에서 다음 단계로 력사용량을 이면 이 때  기 하는 감

축가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5개 구간까지 나 어 제

출할 수 있다.

가격

상소비량

 (kW)10 20 30 40 50 60

5,00
0
(원/k

Wh)

4,00
0
(원/k

Wh)

1,00
0
(원/k

Wh)

800
(원/k

Wh)
500
(원/k

Wh)

그림 2 수요자원의 입찰(5구간 입찰의 )

Fig. 2 The example of a bid by one participant (using five 

bidding sections)

이 때 수용가는 최  력사용량, 최소 부하감축 정지시

간, 최  부하감축시간, 최소 부하감축시간 등의 기술  특성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5 감축구매량 곡선

감축구매량을 결정하기 해 감축구매곡선이 필요하며, 

본 수요자원시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감축구매곡선을 사용한

다.

그림 3 감축구매량 곡선

Fig. 3 The demand curve of the demand resource market

 기 감축구매량(Qref)은 력거래소가 필요한 구매량의 기

이 되는 용량이며, 총 감축가능용량 이내에서 거래소가 결

정하는 값이다. 상한가격(Price Cap)은 원계획상의 LOLP 

수 인 연간 12시간 이내 운 되는 첨두발 기인 LNG 가스

터빈발 기(OCGT)의 연간 력생산비용의 80% 수 인 

4,000원/kWh으로 결정했다.

표  6 첨두(OCGT) 발 설비에 의한 력생산비용

Table 6 The production cost of electricity by the peaker 

(OCGT)

연간투자 액
변동비 공 단가

연간비용(원/kW) KWh당 단가

건설비회수 34,376

4,864원/kWh 159원/kWh 5천원/kWh운 유지비 23,994

합계 58,370

G/T 30만kW 기 연 12시간  

기 구매량(Qref)을 100% 구매하기 한 가격인 EGFC는 

 력시장의 가장 비싼 발 기의 변동비를 기 으로 하

으며 최 가격인 NL은 최근 건설된 LNG 복합화력이 G/T 

단독 운 할 경우 발생하는 변동비와 산업용 소비자요 과

의 차이로 이는 매회사인 한 이 력공 으로 인한 손실

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매곡선은 가격에 한 정한 수요탄

력성을 도입함으로서 규모 수용가에 한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하고 시장가격이 합리 인 수  이내에서 변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2.6 감축계획의 수립

수요감축계획은 수용가가 제출한 입찰자료와 감축구매량 

곡선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감축계획의 수립은 최 화의 문

제로 그 목 함수는 수요자원의 공 측과 수요측의 잉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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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다.


   ∙   ∙           (1)

        BPi,t,b : 수용가 i의 t 시간 b 구간 입찰가격(원/kWh)
        SPt,b : t 시간 감축구매량 곡선 b 구간 가격(원/kWh)
         p i,t,b : 수용가 i의 t 시간 b 구간 계획감축량(kW)
         g t,b:  t 시간 시스템 수요 b 구간 계획감축량(kW) 
 
제약조건은 먼  시스템 체에 용되는 제약으로 감축

구매량곡선과 수용가의 입찰에 의한 감축량은 같다는 조건

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시스템 수요의 b구간의 감축량 상한에 한 제약과 수용가 

i의 부하감축량 상한에 한 제약은 각각 아래와 같다.

≤ ≤                                           (3)

≤ ≤  ∙                                  (4)

 SQt,b : t 시간 시스템 수요 b 구간 용량(kW)

   BQi,t,b : 수용가 i의 t 시간 b 구간 입찰용량(kW)

 ui,t  : 수용가 i의 t시간 부하감축 여부 (0 는 1)

  

입찰 수용가의 기술  특성에 따른 제약조건에는 부하감축

이 한번 시작되었을 때 연속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최소감축지속시간(MUTi)의 제약, 부하감축 시행완료 이후 

다시 부하감축이 시작될 때까지 부하감축을 정단해야 하는 

최소 정지시간(MDTi)의 제약, 수용가의 최  감축지속시간

(MHRi)의 제약 등이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5)

       ⋯  ≤  (6)

    ⋯  ≤                      (7)

si,t   : 수용가 i의 t시간 감축시작 여부 (0 는 1)

di,t   : 수용가 i의 t시간 감축종료 여부 (0 는 1)

MUTi : 수용가 i의 최소 감축지속시간

MDTi  : 수용가 i의 최소 감축정지시간

MHRi  : 수용가 i의 최  감축지속시간

이 때 부하감축 여부(ui,t)는 시작 여부(si,t)  종료여부(di,t)

와 아래와 같은 계가 있다.

 

                                         (8)

2.7 계량  감축량 평가

수용가의 감축량 평가를 해서는 계량이 필요하다. 수요

자원시장에 참여한 수용가에 한 감축량 평가는 매사업

자(한국 력)의 원격검침시스템에 의한 15분 단  계량값을 

취득하여 단  거래구간인 30분으로 환산하여 용하고 있다.

감축량에 한 평가 방식은 먼  수용가의 직  10일의 

정상근무일  시장개설 시간 와 동일한 시간의 력사용

량 합계 상 2일 하 2일을 제외한 6일을 기 부하일로 정

하고 이를 거래일과 가까운 순으로 높은 가 치를 부여하여 

시간 별로 가 평균하는 방식으로 거래일의 력사용량을 

추정하여 고객기 부하(Customer Baseline Load)를 설정하

고 실제 감축량은 이 기 부하에서 계량값을 차감하여 평가

하는 방식이다.

그림 4 고객기 부하에 의한 감축량의 평가( )

Fig. 4 The example of evaluating the load reductions using 

CBL

2.8 정산

수용가에 한 정산 은 감축가능용량 정산 과 실감축량 

정산 으로 구분하여 정산한다. 실감축량에 한 정산은   

수용가 실제 부하감축시 발생하는 비용에 한 보상으로   

계획감축량에 따른 실 으로 정산하고 있으며 감축가능용량 

정산 은 부하감축을 하기 해 기하는 비용의 보상으로 

수용가의 입찰가격별 입찰량에 따라 정기운 기간  거래

가능 구간 동안 산정한다. 실감축량에 정산  산정식은 아래

와 같다.

PCPi = 


(ECAi,t × CMPt × PCi,t)                      (9)

PCPi: i 수용가의 실감축량정산  (원)

ECAi,t: i 수용가의 t 시간  실감축량 (kWh)

CMPt: t 시간 의 감축시장가격 (원/kWh)

PCi,t : i 수용가의 t 시간 의 성과계수 (0≤PCi,t≤1)

  여기서 실감축량(ECA)이 계획감축량의 110%를 과하는 

경우에는 110% 한도까지만 정산에 인정하고 있으며 성과계

수(PCi,t)는 i 수용가의 t 시간 의 실감축량(ECAi,t)을 계획감

축량으로 나 어 이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최소 0에

서 최  1까지 그림 5와 같이 용한다.

 성과계수(PC)

이행률(%

)

 

그림 5 이행률에 따른 성과계수

Fig. 5 The Performance coefficient(PC) by the participan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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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획감축량을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원래의 시장가격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속된 계획감축량 미이

행에 한 패 티의 역할과 함께 입찰시 스스로 실제 감축

가능한 양 만큼을 입찰하게 하여 시장가격의 왜곡을 시  

차단하기 한 장치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감축가능용량에 한 정산 은 아래와 같다.

CAPi = 



(BQi,t,b × BPFi,b × APref ) × APCi         (10)

CAPi : i 수용가의 감축가능용량에 한 일일 정산 (원)

BQt,b : i 수용가의  t 시간  b입찰가격구간의 입찰량(kW)

BPFb  : i 수용가의 b 입찰가격구간의 입찰가격계수

APref : 용량가격 (09년 하계 17.852원/kWh)

APCi : i 수용가의 평균성과계수 

       (APCi


 ×  


)

입찰가격계수(BFP)는 입찰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낮은 입찰

가격에 한 입찰량에 보다 높은 기비용을 지 하기 해 

도입되었으며 입찰가격별로 최소 0.0 부터 최  1.0 사이의 값

을 같는다. 평균성과계수(APC)는 실감축량정산 에 용된 각 

거래시간별 성과계수를 계획감축량으로 가 평균한 값으로 최

소 0.0 부터 최  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실제 계획감축량 이행

률이 높은 수용가 일수록 기비용도 높게 지 하기 함이다.

3. 수요자원운  운 결과  시사

3.1 09년 시장운 결과

09년 하계 정기운 기간에는 하루 시장이 4일, 한시간

시장이 2일 개설되었으며 동계(09년 12월)에도 비력이 

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측된 1일에 하루 시장이 추가 개설

되었다. 이에 한 시장운 결과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7 수요자원시장운 결과 종합표

Table 7 Summary of market operating results

구       분
하루 시장 한시간 시장

(하계)하계 동계

 운 기간
(시장개설일)

7.13~31/8.10~28
(8. 14,18,20~21)

상시 
(12.18)

7.13~31/8.10~28
(8.24~8.25)

입찰량 최  472MW 최  434MW 최  537MW

계획감축량(A) 364MW 364MW 427MW

부하감축량(B) 364MW 364MW  455MW

이행률(B/A) 100% 100% 107%

평균 시장가격  1,154원/kWh 1,069원/kWh 1,155원/kWh

수용가의 입찰량의 경우 최  537MW 으며 하루 시장

은 지정기간제 시행기간 에 개설되어 기 약정된 수용가의 

입찰량은 인정되지 않아 이보다 다소 낮은 472MW를 기록

했다. 공 비력 부족으로 정기운 기간 공지  운 없이 

불시에 시행한 동계의 경우 이보다 낮은 434MW 다. 한시

간  시장의 부하감축량은 평균 364MW로 수용가는 평균 으

로 계획 감축량을 100%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

계시장의 시장가격은 평균 1,154원/kWh 수 이었다.

시장가격의 변동은 시간 별로 1,000~1,301원/kWh로 비교  

안정 이 으며, 특이한 은 하루  15시 후의 입찰량이 

증가하여 해당시간 의 시장가격이 다소 낮아진다는 이다. 

이는 시장개설을 통한 부하감축 가능성이 높은 시간 를 수용

가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시간 의 력사용계획

을 보다 유동 으로 하여 입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림 6 계획감축량  시장가격 추이(09년 하계)

Fig. 6 the planned reduction and market price (Summer 

2009)

3.2  시사

09년 수요자원시장은 처음 도입된 08년 보다 체 실감축량

이 19.7만kW에서 36.4만 kW로 85% 가량 증가하 음에도 

평균시장가격은 오히려 4% 하락한 1,154/kWh으로 나타나 

수요 자원시장에 한 수용가의 높은 참여와 수용가간의 실

질 인 경쟁을 보 다. 수용가의 업종을 보면 주로 시멘트, 

제련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업종에 편 되고 있는데, 이는 부

하감축의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특정업종이 극 으

로 시장에 참여하 기 때문이며 이들 업종들은 시간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이행률도 높아  하루 이내의 빠른 시간 안

에 감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어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거의 모든 우수업종 수용가의 

평균성과계수는 1이었으며 최  110% 만을 인정하는 정산규

칙에 의해 감축량을 정산받지 못하는 감축량도 평균 4% 미

만으로 나타나 체 으로 자신의 계획감축량을 성실하게 이

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수용가 스스로 력사용 계획을 입찰의 형태로 의사

표 을 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하여 계획감축량이 결정되는  

수요입찰제의 성공 인 정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동계

에는 력계통의 공 비력 부족으로 별도의 고 없이   

기존 등록된  수용가를 상으로 하루 시장 개설을 통보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 수 의 수요반응을 확인함으로서 

하계 이외의 기간에도 규모 발 단지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수용가 스스로의 입찰에 따라 필요량 만큼의 정

한 부하감축을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4. 결  론

수요자원시장은 우리나라에 최 로 도입된 시장경쟁형 부

하 리제도로서 그 성과와 활용가능성이 입증되었다. 향후에

는 력소비자의 선택권을 확 하는 방향으로 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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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개선하여 기소비자와 공 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상호 -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한 수요자원시장은 계통운 자가 운 하는 부하 리제도

의 하나로 계통운   실시간 업무와 한 계를 가

져야 하고 이에 한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수요자원시장이 단시간 에 고되

어 실질 인 피크억제 효과와 공 비력 확보 효과가 높은 

을 감안 부하응동이 빠른 수용가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 으로는 해외 선진 사례에서 보듯 수요자원이 수요자

원만 참여하여 상호 경쟁하는 재의 틀에서 벗어나 도매

력시장의 메커니즘 속에서 매사업자, 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여자의 역할 속에 비차별 으로 거래될 수 있는 

수요반응 로그램에 한 심층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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