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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도 보다 선진화된 요금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정 

부문에서의 선택적 전력요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요금제, 실시간 요금

제(RTP), 계시별 요금제(TOU)를 도입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기반모형을 구

축하였다. 시간대별 전력소비 유형이 다른 행위자를 설정하였으며, 전력수요와 전력가격을 연

동시키기 위해 발전부문도 모형에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 유형이 피크부하 때 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요금제인 RTP나 TOU를 택했을 때의 비용절감 효과가 컸으며, 특히 스

마트 계량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사용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편익이 더욱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마트 전력소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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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the introduction of consumer’s selective electricity tariff 

systems in order to enhance demand response in electricity market in Korea. Real time pricing (RTP) and 

Time of Use (TOU) are typical examples of demand response system through which electricity price is 

linked to real time demand. This paper adopts an agent-based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such demand 

system on the counsumers’ electricity costs. The result shows that real time pricing system is effective to 

reduce electricity costs of consumers by providing more flexible tariff system, depending on each 

consumer’s demand pattern. This finding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supporting smart grid system in the 

presence of responsive dem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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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의 주택용 누진제만으로는 가정부문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관리가 어렵기 때

문에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수요와 가격이 연계된 보다 선진화된 요금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태적 전력요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갈수록 변

동성이 증가하는 계절별 및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

력가격에 대한 수요반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변화되는 시장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피크 부하와 가격이 서

로 연동되도록 요금체계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2) 

이를 위해서 최근에는 시간대별로 차등화된 최대피크요금제를 산업용과 일반용

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요금체계는 전력 도매시장의 한계비용 가격과 이원

화된 가운데, 평균비용을 반영하는 단일요금제 위주로서 가격규제를 통하여 총괄원

가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격결정 방식은 오히려 피크시간에 전력소

비량이 몰릴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지 못한 채,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실패와 사회적 

후생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소비자 선택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

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

로 지역 경쟁시장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설계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송전서비스의 진입장벽 완화, 발전산업의 수직적 통합의 완화,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육성 등 공급 측면 정책이 다수 도입되었다. 하지만, 구조개편

이 된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2000년과 2001년 사이 서

1)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은 “시간에 걸쳐 전력가격이 변화할 때 이에 반응하여 소비자가 자신
의 정상적인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전력소비의 변화를 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전력도매가격
이 높을 때나 또는 계통 안정성이 위협받을 때에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설계된 인센티브제에 의해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US DOE, 2005; FERC 2006). 

2)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선택요금제는 수요반응 프로그램 중에서 가격기반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대형전력소비기기의 직접제어방식, 간섭방식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Albadi and 
El-Saadany(2008)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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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의 전력위기, 전력가격 변동성과 때로 높게 발생하는 가격 스파이크 문제, 계

통상 피크수요 발생 시 전력공급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전력시장 정책에서 

수요반응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이르렀다(Wellinghof and Morenoff, 

2007).

따라서 2005년 개정된 미국의 에너지정책기본법(EPACT: The Energy Policy Act)

은 전력시장에서 미국 에너지정책의 주된 목적은 도소매 수준에서 소비자나 공급자

의 시장반응 참여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미국 의회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이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 자원의 규모와 범위, 최신 계량기 등에 대하

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FERC가 3300여개

에 이르는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08년도에 각각 수행한 조사 결과, 2006년의 

126개 기관이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274개 기

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요반응 프로그램에 의해 국가 전체적으

로 피크부하의 감소규모가 2006년의 약 5%에서 2008년에는 5.8% 증가하였다

(Cappers et al., 2010). 전력소비를 능동적으로 줄이는 효과 외에도 전력공급의 안정

성 및 설비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3) 

이와 같은 소비자 요금제는 크게 시간대별로 요금이 일정한 고정요금제(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단일요금제를 의미), 시간대별로 요금이 상이한 실시간 요금제

(RTP: real time pricing), 그리고 시간대 구분을 넓게 설정한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최대전력소비에 적용한 벌과금

의 유무에 따라 홉킨스 요금제와 비홉킨스 요금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4) 관

련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인 Faruqui and Malko(1983)는 전력소비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총 12개의 다양한 요금제를 700개 가정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는데, 가정부

3) 미국 내 발전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Craig and Savage(2013)에 의하면, 도매전력시장의 접근 허용과 소
매시장의 선택의 폭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발전사의 효율이 약 9% 증대되었다.

4) 단순한 형태의 홉킨스 요금체계는 월 전력소비량에 적용되는 kwh 당 전력요금과 시간기준으로 최대
전력소비에 적용되는 kwh 당 전력요금으로 구성된다. Seeto et al.(1997)은 매시간 전력요금이 변화하
는 RTP는 기본적으로 시간대를 넓게 구성한 TOU의 극한 형태로 보고 있다. Hausman and Neufeld 
(1984)는 홉킨스 체계와 같이 소비자의 최대전력소비에 적용한 벌과금 형태는 전체 계통상의 전력소
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논리적인 요금체계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홉킨스 요금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유수 ․ 박호정(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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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피크시간대 전력소비는 TOU와 같은 가격기반 프로그램에서 피크부하 절감효

과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수요반응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Gottwalt et al.(2011)은 일종의 상향식 

모형(bottom up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별 소비자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소

비하는 가상의 환경을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집계소비를 계산하고 전체 계통에서 

예측된 가격이 하루 전날 고지된다. 익일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기기를 

통해 개별 가정에서의 시간대별 전력소비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상향식 모

형의 특성상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가정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와 건조기의 

용량은 140W, 1,410W, 그리고 이들의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와 

2.5%로 가정하였다. 가전제품의 전력소비를 분배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반영

되었으며, 심지어 가정에 어느 누가 어느 시간대에 머무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도 고

려하고 있다. Gottwalt et al.(2011)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익일 가격이 사전에 고지

되는 TOU 체제 하에서 스마트 계량기와 스마트 가전기기를 갖춘 소비자의 부하관

리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훈 ․ 김성수(2004)는 계시별 가격구조 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후생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상헌 외(2011)는 소비자의 

전력소비 행위 조정을 분석하였는데,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제

도가 도입되면 피크시간대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설정한 행위자기반모형(ABM: 

Agent Based Model)을 개발하여 선택요금제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전력수요

와 전력가격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요금제를 분석할 수 있는 실증 데

이터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장의 상황에 근접한 형태로 시뮬레

이션 방식을 취한다. ABM 모형 외에도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도록, 전력소비 유형 

측면에서 이질적인 소비자(heterogeneous agents)를 고려하여 다양한 전력소비행태

를 보이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형에 포함하도록 한다. ABM 또는 이와 유사한 형

태의 모형에 기반하여 전력요금제나 소비자의 수요반응 시스템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Faria and Vale(2011), Wagner(2012), Yu et al.(2011), Yang et al.(2013), Nuchprayoon 

et al.(2009) 등 다수가 있다. 본 논문이 이들과 차별되는 점은 우선, 소비부문뿐만 

아니라, 발전 및 전력시장 부문까지 통합함으로써 시간대별 전력가격의 결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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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화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전력요금 지출규모를 반영하여 자신에

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학습과정을 포함시켰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택요금제가 전력요금 절감효과를 분석

하기 위한 행위자기반모형을 구축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행위자기반모형을 이용한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결론 및 시사점은 4장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II. ABATAR 모형

1. 기본구조

ABM은 연구자마다, 그리고 연구목적마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

로는 상호작용하는 자율적인 경제주체(interacting autonomous agents)들로 이루어

진 시스템을 컴퓨터 가상환경에서 구현한 모형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모형에서 설

정한 규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며, 이들 의사결정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행위

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로 단순하거나 또는 복잡한 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예측가능한 점도 있지만, 개별 의사결정이 집계되

어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적으로 파악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ABM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요소가 정의되어야 한다: 

(1) 행위자(agents): 의사결정의 주체

(2) 상호 관계(relationship): 행위자간에 의사결정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3) 환경(environment): 행위자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본 논문에서의 ABM 모형은 전력소비와 발전부문에서의 소비자-생산자 간의 상

호 작용을 전력요금제를 매개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행위자는 소비자와 생산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는 전력가격과 전력소비, 그리고 소비자가 택

하는 전력요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전력시장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구축된 모형을 다양한 소비자 전력요금(tariffs) 효과

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ABATAR(Agent Based Tariff)로 칭하도록 한다. 

ABATAR 모형은 소비부문의 서브모듈인 ABATAR_D과 발전부문의 서브모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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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TAR_S으로 구분하며, 이 둘을 연결하는 전력시장 모듈 ABATAR_M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전기의 선택요금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ABATAR_D는 가정부문을 중심으로 모형화하였으며, 산업용 수요를 포함한 나머

지 부문은 확률과정으로 표현된다. 아직 국내에 선택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몇 가지 세부적인 요소는 임의로 설정하였지만, 이후 선택요금제 도입 시 실

제 시행될 개연성이 높은 것에 국한하였다. 전력요금을 전날에 사전에 고지하는 익

일 시간대 전력요금(one-day-ahead hourly tariffs)이 대표적인 예다. 이 환경에서는 

소비자는 다음 날의 시간대별 전력요금을 사전에 고지받는, 이른바 QRTP(Quasi 

real-time-pricing) 형식을 취한다(Gottwalt et al., 2011). 

<그림 1> ABATAR의 구조

전력시장과 발전부문에 관한 ABATAR_M과 ABATAR_S는 실제 우리나라 전력

시장 운용환경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구축하였다. 전력판매사(PD: Power distributor)

는 과거의 전력소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익일 전력소비를 추정하고, 발전사 

(GENCO: Generation company)로부터 발전입찰을 받는다. 각 발전사는 발전원에 

따라 이질적인 비용을 갖도록 설정되었으며, 이들이 최소비용원칙에 의해 입찰한 

물량을 바탕으로 PD는 SMP 규칙에 의해 시간대별 전력요금을 결정하여 소비자에

게 고지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익일의 전력요금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여건에 맞



박호정 ․ 이유수

• 232 •

춰 전력소비를 결정한다. ABATAR 모형은 이상의 과정이 매일같이 반복되도록 설

정되었으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력요금은 한 달 기준으로 합산되어 부과된다. 

ABATAR 모형에서의 행위자는 생산부문이나 소비부문 모두 이질적 행위자 

(heterogeneous agents)로 정의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전사는 상이한 발

전한계비용에 의해 이질적이다. 소비자의 경우, 개별 소비자가 익일 전력요금 정보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이질적 행위자를 도입하였다. 즉, 소

비자가 주어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전력소비를 최적화하는 정도가 개별 행위자 여

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 전력소비를 시간대별

로 재배분(load shifting)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행위자기반모형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경제주체의 학습행위다. ABATAR에서 행

위자의 학습행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요금 지출정보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한다.5)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세 종류로 단순화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고정요금제(FLAT)

는 전력피크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다. 두 번째로 단순한 형태

는 실시간 전력요금제로 나아가기 전 단계로서의 TOU로서, 4시간이나 6시간 등 일

정 시간대 동안에는 고정가격을 적용받지만 피크 정도에 따라 가격수준이 증감하는 

형태를 취한다. 실시간 전력요금에 가장 가까운 RTP는 매 시간대별로 전력부하에 

비례하여 가격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Friedman(2011)에 의하면 소비자가 전력요금제를 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현상

유지 편향(status quo bias) 효과가 존재한다. 현상유지 편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양하겠지만,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새로운 요금제를 택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

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유지 편향을 실물옵션 이론에서의 

히스테러시스(hysteresis)로 파악하여,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옵션 모형을 ABATAR

에 포함시켰다(Dixit and Pindyck, 1994).6) 

5) 행위자의 학습행위는 (준)최적화된 의사결정 하에서 모형의 전개를 동태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
다. 최근 ABM 관련 연구에서는 행위자간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 대신, 개별 주체가 자신에게 적합한 전
력요금을 결정하는 학습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 경희대학교의 오형나 교
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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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부문 

모듈 ABATAR_D에서 소비자는 전력소비 형태에 따라 Type 1과 Type 2로 구분

된다. Type 1 소비자의 전력소비는 오전과 오후의 피크부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Type 2 소비자의 전력소비는 비피크부하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두 유형의 소비자 모두 전력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는 

목적함수의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목적함수는 전력비용이며, 제약식은 계통 상 

전체 전력수요가 확률과정으로 주어진 가운데서의 전력수요가 된다. 

ABATAR 모형의 주기는 일, 월, 그리고 연으로 구분된다. 매일의 전력소비가 30

일 기준으로 합산한 것이 월단위 모듈이며, 월단위를 1년까지 확장하였다. 전체 모

듈간에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결정변수는 일 단위, 월단위의 정태모형에서는 전력사

용량(시간별)이 되며, 일별 모형을 365일로 확장한 동태모형에서는 자신이 선택하

게 되는 전력요금제가 된다. 요금제는 한 번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1년간

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의 상세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일단위 모형에서 오늘을 라고 표기할 때, 그 전날인  일의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전력가격이 개별 소비자에게 고지됨(기본적으로 가격은 예측수요에 기

반하여 시간대 가격을 SMP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공급부문 모형 설명에서 상

술하도록 함):  일에 추정된 일의   의 시간대별 수요가   

으로 표기할 때, 이에 근거한 시간대별   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고지됨 

- 보통 소비자의 전력소비는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ABATAR에서는 다음의 

     sin  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 는 기본전력소비량, 

는 시간대별 전력소비 조정계수, 는 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나타냄

-  일에 개별 소비자의 전력소비가 추정되면 이를 합한 가정부문 전체 소비

는 다음과 같이 Type 1과 Type 2 소비의 합으로 결정됨(Type 1 소비자의 크기

는 N1이고, Type 2의 소비자 크기는 N2일 때): 

6) 요금제가 1년 단위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만기(expiry)가 존재하는 유럽형 옵션이나, 만
기 이전에 요금제 전환이 가능한 아메리카형 옵션의 적용이 가능하다. ABATAR에 포함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은 이유수 ․ 박호정(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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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정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전력소비 규모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니므로 아

래와 같이 외생적인 확률과정으로 처리하도록 함

- 는 기하학적 브라운 과정(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른다고 가정7)

  exp       (2)

: 에서 위너과정(Wiener process)로서,     

: 와 는 시간대별 전력소비의 증가율과 변동률로서 시간불변이라고 가정함

- 따라서 소비총량은 (1)과 (2)를 합한      이 됨

- 총집계 전력소비는 또한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가격이 결정되는데 사용됨

- 선택적 요금제 하에서 소비자의 최적화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는데, 기본적

으로 선형계획법에 의한 전력소비 재배치(load shifting) 문제로 요약됨

min 
 



     (3)

s.t.   ≦     ,     (4)

        
  



    (5)

: 위의 비용최소화 문제는 개별 소비자마다 주어지므로, ABATAR에서는 총 

 개의 최적화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음

7) 기하학적 브라운과정의 GBM은 시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력
소비는 대부분 계절요인에 의한 주기성을 갖는다. 따라서 실제 ABATAR의 월별, 연도별 모형에서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계절성 주기를 포함하였으며, 해당 항에 GBM을 승수로 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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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전력소비 최적화 행위에 대한 연구로는 Caron and Kesidie(2010)와 

Goudarzi and Hatami(2011)을 참조

: 제약식 (5)에서 등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전력소비 최적화를 결정할 때 시

간대만 이동함으로써, 24시간 동안의 총 전력소비량은 변동 없는 것을 가정하

였기 때문인데, 이후 이러한 가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음

: 식 (4)의 는 소비자가 최적화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조정계수를 의미하

며, ABATAR에서는 그 정도를 난수처리를 통해 생성함8)

ABATAR에서 이질적 행위자 간의 연결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

어, RTP 환경에서는 만일 Type 1 소비자가 피크시간대에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해당 시간의 전력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Type 2 소비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

다. 동일한 이치로, Type 2 소비자의 비피크 시간대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고정요금

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Type 1 소비자의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공급부문 모형

본 절의 목적은 ABATAR에서 공급부문인 ABATAR_S 모듈의 구조를 설명하도

록 한다. 공급모형에서 행위자는 개별 발전사가 된다. 가상적으로 5개의 발전사가 

각 3개의 발전소를 보유한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편의상 가정이며, 발전소 개

수를 변경하는 것은 ABATAR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개 발전사   가 보유한 5개의 발전소   를 가정하여, 매일 

  의 전 기간에 걸쳐 전력을 공급함(SMP 분석을 위해서는 엄밀히 말

해서 발전기 단위까지 고려되어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발전소까지 한

정하였음) 

- 각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단위: MW), 가동률은 로 표시할 때, 발전량은 

  (단위:MWh)가 됨

- 시장에서 전체 공급량은 다음과 같음:  






8) ABATAR의 전체 시스템은 MATLAB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선형계획법 프로그램 역시 MATLAB의 
LINPROG를 활용하여 전력소비 최적화 값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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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비용(수선유지비 제외)은 단순한 선형함수로 가정9):   

- 알고리즘 상 최소비용원칙(the least cost principle)을 구현하기 위해 25개의 발

전소에서의 발전비용은       과 같이 상향식으로 순위화시키며, 

이에 대응하는 표준발전량 역시 

 

  


로 표기함(위 비용순서에 대응하

는 각 발전소의 표준발전량인  을 의미함)

- 전력시장에서 균형을 위한 시장수요와 발전량 청산조건은 다음과 같음: 

 






- 발전소별 특성변수로는 한계비용, 발전용량, 표준발전실적, ramp-up 비용, 기동

비용(start-up cost)을 고려

-  에 일의 전력수요 추정: 전력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시계열모형을 이용

하여 추정하듯이 다양한 추정모형을 ABATAR에 적용할 수 있음: ARCH, 

GARCH, Kalman 필터링 등이 가능한데 본 논문에서는 Kalman 추정기법 활용

- 현재 시점   에서의 전력수요 추정을 위해서     의 과

거 전력소비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입력자료로 활용

- 발전소별 기동정지계획(unit decision)은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해 운용됨

- 익일 발전에 대해 입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SMP가 결정되는 방식

: 일 소비수요 실현 시, 전력공급 부족분 발생하게 되면 최소비용원칙으로 한계

발전비용 낮은 순으로 투입하기 위한 급전지시

- 발전소의 목적함수: 발전비용 최소화(공급은 주어진 것으로 함): 반영비용으로

는 기동비용(start-up cost)과 수선유지비까지 포함함

전력시장에 대한 ABM의 국외연구에서는 발전사는 발전량과 전력입찰가격을 동

시에 제시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가격이 경쟁적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발전량 입찰만 고려하도록 한다. Kopsakangas-Savolainen(2004)에서 

9) ABATAR에서는 이후 모형의 용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발전비용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발전소
의 기동계획(unit decision) 및 입찰과 시장청산, 그리고 KPX의 역할을 벤치마킹한 전력수요 추정 등 
세분화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은 소비자 선택요금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자세한 모형에 대해서는 박호정 외(2013)을 참조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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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바와 같이, 발전한계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때 전체적인 후생효

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도매시장에서는 SMP를 기준으

로 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에 적정 마진을 추가하여 소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

정한다.

III. 선택요금제의 소비자 전력요금 분석

본 절에서는 선택적 요금제가 유형이 다른 두 소비자 그룹의 전력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ABATAR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Type 1 소비

자는 디폴트로 고정요금제인 FLAT를 택하며, Type 2 소비자는 RTP 내지 TOU를 

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적용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형태로 구분되는데, 우선 

기본시나리오인 S1은 전력소비 최적화에 의한 부하이전이 없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S2는 d-1에 고지된 가격에 반응하여 소비자가 전력소비 시간대를 재배치하는 최적

화 과정이 있는 경우다. Type 1 소비자는 이미 고정가격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전제

하였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는 전력소비 최적화의 필요가 없지만, 변동요금제를 택

한 Type 2 소비자는 최적화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다시 세분된다.

시나리오 구분 S1 S2

최적화 여부 최적화 없음  최적화 있음

선택 요금제
 Type 1: FLAT 

 Type 2: RTP / TOU
 Type 1: FLAT 

 Type 2: RTP_opt/TOU_opt

* 하첨자 opt는 소비자의 전력소비 최적화 행위를 의미함.

<표 1> 시나리오에 따른 최적화 및 요금제 구분

아래 <그림 2>는 Type 1 소비자의 1만 가구(N1=10,000)와 Type 2의 소비자 1만 

가구(N2=10,000)에 대한 24시간 기준의 시간대별 전력수요의 평균값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준다. Type 1 소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와 

12시, 오후 3시와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력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Type 2 소

비자는 비피크 시간대에 소비가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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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ype 1 및 Type 2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력소비 분포

 

다음은 각 요금제 하에서 소비자의 전력비용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RTP와 TOU는 전체 전력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발전부문에서

의 전력공급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시간대별 SMP를 기준으로 구하며, 고정

요금제는 부하의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임의로 280원/kWh에서 

330원/kWh까지의 범위를 설정하되 기본 값으로는 330원/kWh를 택하였다.

<그림 3>은 Type 1 소비자가 고정요금제와 RTP, TOU의 세 가지 요금 하에서 

지출하게 되는 전력비용을 일 단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

요금제에서는 일평균 3,889원이며, 최대요금 대비 최소요금 차이는 평균값 기준으

로 1.11%였다. RTP에서는 일평균 3,680원, 최대 최소 차이는 1.84%, TOU에서는 

일평균 3,627원, 최대 최소 차이는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요금제에서 

전력요금 지출은 RTP나 TOU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폭에서 움직이나, 비용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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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ype 1 소비자의 30일간 전력비용 지출 시뮬레이션

<그림 4> Type 2 소비자의 30일간 전력비용 지출 시뮬레이션

Type 2 소비자의 월 지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최대 

대비 최소 편차가 고정요금제와 RTP, TOU에서 각각 0.43%, 0.89%, 0.88%인 것으

로 나타나, Type 1과 유사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월 지출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 

입력변수가 있기 때문에, ABATAR의 구동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아래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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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GUI(Graphic-User Interface) 환경을 구축하였다. Type 1과 Type 2의 크기

인 N1과 N2가 5,000과 10,000 중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정요금제에서의 가격

도 기준가격인 250원/kWh 외에 다른 가격도 분석하게끔 선택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5> N1, N2 및 고정가격 기준의 옵션 환경

<그림 6>에서, 우선 N1=10,000, N2=10,000, 그리고 고정요금 330원/kWh인 경우

를 살펴보자. Type 1과 Type 2 모두 RTP나 TOU보다는 고정요금제 하에서 월 전력

요금 지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Type 2는 RTP와 TOU를 택하였

을 경우에, 자신의 소비 시간대를 최적화하게 되면 각각 8.2%와 6.9%% 만큼 전력

요금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가운데, 

만일 N2=5,000으로 줄게 되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2 소비자의 최적

화 행위로 인한 전력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컸다. 이는 피크시간대 전력소비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지는 N1의 상대적 크기가 커지면서, 전력시장에서 피크시간대 전력요금

의 인상효과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Type 2의 선택요금제 효과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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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1, N2를 달리하였을 때의 각 유형별 전력지출(고정요금 330원/kWh)

<그림 7>은 고정요금이 250원/kWh로 낮아졌을 때의 선택요금제의 효과를 보여

준다. 고정요금제에서보다 RTP나 TOU에서의 월 전력요금 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

로 평가되었다. 고정요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유형의 소비자라도 RTP나 TOU

로 요금제를 전환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변동요금제에 비해 고정요금제 수준이 적절히 높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10) 한편, 고정요금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Type 2 소비

자는 자신의 소비행위를 미리 전날 고지된 전력가격에 의해 최적화할 때, 전력비용

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그림 6>과 <그림 7>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변동요금제인 RTP나 TOU에서의 전력요금이 고정
요금제보다 더 낮도록 만드는 임계수준의 고정요금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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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1, N2를 달리하였을 때의 각 유형별 전력지출(고정요금 250원/kWh)

앞의 결과에서 Type 1과 Type 2 소비자의 비중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요금이 수요에 반응하여 결

정되기 때문에, 피크시간대에 소비가 집중되는 Type 1과 나머지 시간의 소비에 집

중되는 Type 2의 영향이 전력가격으로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N1과 N2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선택요금제에서 특정 요금제로 전환하게 될 때의 비용절감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N1과 N2의 

전체 합은 20,000으로 고정해 놓은 채, N1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경우, Type 2 소비

자의 요금제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어떠한지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그림 8>에 의하면, 앞의 <그림 6>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즉, Type 2 소비자

가 고정요금제에서 RTP나 TOU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얻게 되는 비용절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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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수록 커진다. 즉, Type 1 소비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피크

시간대 요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ype 2 소비자가 변동요금제를 택하

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8>에서 보듯이, 어느 임계수준

을 넘어서게 되면 N1의 상대적 비중은 더 이상 Type 2 소비자의 비용절감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TP나 TOU에서 달성할 수 있는 비용절

감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8> Type 1 및 Type 2 소비자의 상대크기의 변화에 따른 요금제 변경 

시의 전력요금 절감효과

지금까지는 월 전력요금을 살펴보았다. 이를 연 단위로 확장한 결과는 <그림 9>

에 제시되어 있다. N1=N2=10,000이고 고정요금이 330원/kWh일 때, Type 1 소비자

는 고정요금제에서 RTP와 TOU로 전환할 경우, 월 평균 28,295원과 29,489원을 절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계량기 설치비용으로 20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금제 전환의 절감규모를 볼 때 충분히 계량기 구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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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1) 고정요금제, RTP, TOU의 

월 전력요금 변동성은 42.29원, 3,578원, 3,577원으로서, RTP와 TOU의 변동요금제

의 변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Type 2 소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정요금제에서 

RTP와 TOU로 전환할 때에 전력비용이 절감하게 되며, 특히 이들이 소비전력 시간

대를 재배분할 때에 더욱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소비자의 요금제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12개월)

IV. 요약 및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

비자의 수요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전력수요가 

11) 그러나 이는 고정요금 330원/kWh를 가정한 것으로서, 고정요금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변동요금제 
전환에 따른 실익이 감소할 것이다. 스마트 계량기 설치비용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고정요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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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몰리는 피크시간대에 전력수요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에 

수요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원화된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을 연계하고, 소

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소비자 선택요금제는 

그간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raig and Savage 

(2013)이 밝히는 바와 같이, 도매전력시장의 접근 허용과 소매시장의 선택의 폭 확

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발전부문의 효율이 증대되었다.12) 이는 소매시장에서 

소비자의 전력구매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비록 도매시장에서 기타 시장메

커니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발전사가 경쟁적으로 비용을 저감하는 노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승인 차액계약(vesting contract)과 연료비 연

동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력시장 합리화의 본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전력요금제와 같은 소매부문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Hausman and Neufeld(1984)는 미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가시화되는 1980년

대 이전에 경제학계에서 전력요금제에 관한 연구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이유로, 전

력산업을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인식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의 에너지 위기 때마다 결국 

제기되는 것은 소비자 가격에 어떻게 적정한 에너지 비용을 반영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전력소비 특히 피크부하 때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정책주제

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의 탄소비용의 반영, 하절기와 동절기의 낮은 예비율 문제 극복, 10단

계의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최저 및 최대전력요금의 과도한 차이, 전력송전망의 네

트워크와 이의 사회적 비용 반영 등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전력요금 체계를 전반

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선택적 요금제 하에서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실질적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소비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

보를 최적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금제 변경을 수월토록 하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

12) Faruqui and Sergici(2010) 역시, 미국 전력시장에서 고객의 수요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비용
으로 약 4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때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수요반응 시스템을 통한 발전
비용 감소로 충당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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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비자의 전력소비 유형을 전체 계통상에서 피크부하 때 많

이 집중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구분하여, ABM을 구축한 후 선택적 전력요

금제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분석 결과, 소비자 유형이 피크부하 때 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요금제인 RTP나 TOU를 택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피크부하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계량기나 스마트 가전제품을 이용하여 

전력사용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편익이 더욱 증가하였다. 소비자의 

요금제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선택적 요금제

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적합한 요금제

를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선택적 요금제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계속 확대, 축적

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가전제품의 기기별 사용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과제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일에 스마트 계량기나 스마트 가전제품의 도입 시에 절약되거나 부하이동이 가능

한 소비규모의 파악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행동에 의한 학습효과

(learning-by-doing)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한 주제로서 향

후 연구과제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요금제를 도입할 시 이를 자발적 참여시스템으로 할지, 의무적인 시스템

으로 도입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Friedman(2011)은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크게, 자발적 시스템, 디폴트 시스템, 그리고 강제적 시스템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유형의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상이한 거래비용, 불편비용 등

으로 상이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Faria and Vale(2011)가 구축한 모형은 여러 수요반응 프로그램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즉, 가격기반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인 부하관리 및 전력차단 등의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전력요금

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종합적

인 모형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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