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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 관점에서 해석한 수요반응의 사회적 후생 분석

Social Welfare Analysis of Demand Response from the Viewpoint of Dem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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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ocial Welfare is useful concept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n economic policy in micro economics. This 
paper focuses on Social Welfare(SW) of electricity market incorporating demand response(DR). Competition between DR and 
generation company is modeled as a simple bid function. DR function can be considered as an negative generation(called 
Negawatt) and as an element of modified demand function. These two approaches result in the same demand reduction, 
generation power, and the market price. However, SW in the modified demand function approach is not identical to SW in 
the Negawatt approach. It makes the numerical index of DR effectiveness less persuasive. This paper proposes modified 
definition of SW in the demand function approach. The proposed definition of SW leads the DR effectiveness index to be 
identical to that in the Negawatt approach.

Key Words : Demand response, Electricity power market, Social welfare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Korea.

   E-mail: 1052andy@naver.com

*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Korea .

Received : November 21, 2016; Accepted : December 8, 2016

그림 1 수요반응 거래절차

Fig. 1 Demand Response Transaction Procedures

1. 서  론

현재 국내에서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 DR)의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에서 수요자원시장을 개설하

여 시장참여자들의 전력소비감소 및 피크부하절감을 유도하고 있

다[1]. 수요자원이란 소비자의 전력수요 감축을 수요자원으로 해

석한 것이다. DR을 도입하였을 때,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 

SW)이 미치는 영향은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사회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는 모형화가 필요하다.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2,3]에서는 

가격반응부하의 실제 적용을 연구하여 수요반응의 효율성이 분석

되었다. [4]에서는 DR의 입찰과 시장가격 형성의 관계를 모형화 

하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5]에서는 수요관리사업자, 시장운영자, 

배전관리자, 전력 소비자 등의 입장에서 DR과의 상관관계에 대

한 모형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공급자 기준으로 수요자원을 예비력으로 해석하고 생산비용 최소

화, 이윤 극대화를 주로 다루었고, 수요자원의 기준으로 이익분석

과 사회적 후생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2-5]. 그러나 사회

적 후생의 정량적 수치분석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다양

한 관점에서 미시경제학적으로 해석 했을 때 정량적 수치가 동일

하게 나와야 한다. 본 연구는 완전경쟁하에 전력시장에서 DR함수

를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각각 모형화하여 해석했을 때, 사회

적 후생의 정량적 수치 편차를 지적한다. 기존의 정의를 수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상관없이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수치값을 동일하

게 하는 SW 정의의 수정을 제안한다. 

2. 수요반응 현황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거래절차는 

그림 1에서와 같다[6].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Negawatt Market으

로 불린다. 전력사용량 감소를 Negative와 Megawatt를 합성하여 

Negawatt라고 한다. 전력소비자가 수요자원을 수요자원시장에 판

매하는 것은 판매한 만큼 전력사용량 감소를 의미한다.

DR 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의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

력계통의 위기 시, DR로 확보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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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7-8]. 본 연구에서는 요금절감 DR

을 다룬다. 수요자원이 전력시장경매에 참여하여 하루 전 감축량 

입찰을 통하여 거래당일에 감축가능용량과 발전기 입찰가격보다 

수요감축가격이 저렴할 경우 감축을 통해 실적금을 수령한다. 

DR의 효과는 소바자의 시장참여 및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유도를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 회피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력소비자가 수요자원을 수요자원시장에 판매하는 매

커니즘을 모형화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모형화

수요반응함수는 시장가격 대비 감축량을 나타낸 것이다. 감축

량은 감축시장가격(Curtailment Market Price : CMP)보다 낮게 

제시된 감축량만 판매가 결정된다. 수요자는 전력시장에서 시장

운영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수요자 역할이지만, 수

요자원시장에서는 전력사용 감축을 통해 공급자 역할을 하며, 수

요자원 판매를 통해 감축지원금 수익을 얻는다[6].

그림 2에서처럼 전력시장에서 가격이 P에 형성 되었을 때, 감

축량은 이 된다. 가격이 P’에 형성 됐다면, 감축량은 수요자원

시장에 입찰한 최대감축량 max가 된다. 완전경쟁시장하에 P와 

max의 가격이 동일 할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본 연구에서 시장운영자가 제시한 감축가능용량과 가격에 의

해 결정된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모형화하여, 전력수요함수와 발

전력함수의 모형과 결합을 시도한다. 전력시장에서 DR함수를 반

영했을 때, 수요자관점과 공급자관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수요

자관점은 DR함수를 수요함수로 가정하고 해석한다.

그림 2 수요반응함수곡선

Fig. 2 Demand Response function Curve

그림 3에서 와가 꺾이는 것은 시장가격보다 감축량 

이 낮아 max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① (a)에 그림 2

를 반영하면 (b)와 같고 합성수요곡선이 된다.   는 

①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이다. B는 소비자 편익이고, C는 발전비

용이다. 공급자관점에서 DR함수의 감축량을 Negawatt로 간주하

여 등가의 발전기로 반영하면 공급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3-② (c)와 그림 2의 DR함수곡선을 Negawatt함수로 합성 반영

하면 (d)와 같다. 

그림 3 DR함수가 포함된 사회적 후생 

Fig. 3 Social Welfare considering  DR function

 는 ②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과 같다. 그림 3의 그래프에

서 시장가격과 실제발전량은 동일하게 계산된다. 같은 DR함수를 

반영하였지만, 음영 처리된 부분만큼 SW면적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의 정량적 지표 일치화를 위해 

수요자관점의 SW극대화 정의 수정을 제안한다. 

4. 사회적 후생 수정

4.1 제 안

그림 4는 수요자관점을 수정하여 발전력에 의해 수요충족이 

된 사회적 후생 와 부하감축에 의해 수요충족이 된 사회적 

후생 로 구분했다. 는 실제발전력 q까지의 소비자 편익 

B에서 실제발전에 의한 발전비용 C를 뺀 것을 의미한다. 부하감

축에 의해 수요충족이 된 사회적 후생 는 부하감축으로 수

요충족이 된 소비자편익 B에서 감축지원비용  을 뺀 것을 의

미한다. 

그림 4에 수요반응 곡선이 q의 가격과 다르게 형성된 것은 감

축량 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감축량이 max만큼 감축

된 상황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관점을 수정하여 그림 4

와 같이 발전력에 의한 와 수요감축에 의한 로 구분하

여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지표 일치화를 제안한다. 

그림 4 수정 제안한 사회적 후생의 정의 

Fig. 4 Suggested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4.2 정식화

다음은 완전경쟁시장하에 SW극대화를 고려하여 수요공급함

수와 DR함수의 극대화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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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 :       (1)

공급함수 :    (2)

수요반응함수 :      (3)

수정 된 

시장운영자 

최적화 

:

max ′ 
 
 




    

   
 ≥ 

 ≤ max

(4)

   : 전력시장의 수요함수

   : 전력시장의 공급함수

    : 전력시장의 수요반응함수

 


 : 발전력에 의한 사회적 후생

   : 발전력에 의한 소비자 편익과 생산비용의 차





 : 부하감축에 의한 사회적 후생

   : 부하감축에 대한 수요자편익과 감축지원비용의 차

       : 각각 발전량, 전력수요량, 부하감축량

식 (1)은 전력시장에서의 수요함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력 수요

량 에 따른 소비자편익 계산에 사용된다. 식 (2)는 공급함수로써 

한계비용이 시장가격에 이를 때까지 공급하고, 생산비용 계산에 

사용된다. 식 (3)은 DR함수로써 부하감축량   값에 따라 시장가

격을 나타낸다. 식 (4)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     정의를 

수정하여 실제발전력에 의한 사회적 후생 


와 부하감축에 의

한 사회적 후생 



의 합으로 나타낸다. 시장가격은 공급함수

에 의해 결정 되고, 감축량에 의한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감축량 은 최대 감축량 max보다 작아야 한다. 그

림 5의 상황은 감축량 이 max로 설정된 상황이다.

그림 5 사회적 후생 면적 비교

Fig. 5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Area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지표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그림 3-②와 

그림 4의 면적이 같아야 한다. 그림 5 좌측 그림에서 가로빗금 

친 (q)는 그림 3-②에서 (C)와 (D)의 면적 차이 부분이고, 세

로빗금 친 (r)은 그림 4에서 가격 일 때 수요감축량에 의한 사

회적 후생 의 부분을 나타낸다. 그림 5 좌측 그림에서 음영

처리 된 부분은 그림 3-②와 그림 4에서 면적이 공통 되는 부분

이다. (q)와 (r)의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면 그림 3-②와 그림 4의 

면적 차이에 해당한다. 

그림 5의 우측 그림 ①과②의 기울기와 ⑤와⑥의 기울기는 항

상 같다. (q)의 상단 삼각형과 (r)의 상단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와 양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가로의 

길이도 항상 같다. 또한 ①②④의 면적에서 (q)의 아래쪽 사다리

꼴과 ①⑤⑦④의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가 같으므

로 (q)와 (r)의 면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요관점을 수정한 사회적 후생 극대화 정의가 성립된다.

5. 사례 연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공급, 수요, DR함수는 각각 하나로 가정

한다. 발전사의 한계비용함수, 수요함수와 DR함수의 기울기 및 

절편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요함수, 수요반응함수, 한계비용 함수  

Table 1 Demand, Demand Response, Marginal Cost Functions

함수 형태 절편 기울기

한계비용함수  0 0.25

수요함수   100 0.5

수요반응함수   20 0.25

표 1의 함수를 이용하여 4.1절에서 언급한 수정된 사회적 후

생 극대화 정의를 통해 구했을 때, 그림 2에서 시장가격 P와 최

대부하감축량 max의 값이 동일 할 때의 상황과 같은 시장가격 

28, 실제발전력 112, 부하감축량은 32이다.

그림 6  값에 따라 다른 사회적 후생

Fig. 6 Variation of Social Welfare according to   value

그림 6은 표 1에서 수요반응함수 값을 0~53.32까지 변화하

여 나타냈다. 값이 32가 최적의 max이고 사회적 후생의 수치

는 6880이다. 표 2는 표 1을 이용하여 DR함수가 포함되기 전 기

존시장과 DR이 포함된 후의 시장을 표로 나타냈다. 기존시장은 수

요반응 함수가 포함되기 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시장이다. 공급관점과 수요관점은 완전경쟁시장하에 부하감축

에 따른 수요반응을 수요와 공급함수에 포함 시킨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는 DR이 포함 되었을 때, 포함되기 전 보다 시장가격

이 28로 감소하고, 실제 발전량이 112로 감소됐다. 공급관점에서 

SW는 6880으로 기존시장 보다 3.2% 증가했다. 수요관점에서는 

4704로 기존시장보다 29.4% 감소했다. 표 2에서 공급관점과 수

요관점의 SW의 정량적 지표가 동일해야 하지만, 수요관점의 SW

는 공급자 관점의 68.4% 밖에 형성되어있지 않다.



전기학회논문지 66권 1호 2017년 1월

26

표    2 전력시장에서 DR의 효과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DR effects in the electricity market

시장가격 실제발전량 SW

기존시장 33.33 133.33 6666.67

공급관점 28 112 6880

수요관점 28 112 4704

그림 7은 수요반응함수가 포함된 수요자관점, 공급자관점, 그

리고 수정된 정의를 사용한 사회적 후생의 면적을 표1을 사용하

여 값을 분석했다. SW면적은 수요관점 4704, 공급관점 6880이다. 

SW면적차이는 2176이다. 제안한 정의를 사용한 그림의 SW면적

은 실제발전력 112까지의 사회적 후생 면적 6496과 112부터 

144까지의 수요감축량 32만큼의 면적 384를 합한 6880으로 사회

적 후 면적이 동일하다.

 

그림 7 사회적 후생 수치 비교

Fig. 7 Numerical comparison Social Welfare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 함수가 포함 되었을 때

의 상황을 모형화하여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지표를 분석 하였

다.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DR함수를 수요

자관점에서 수요함수로 가정하고, 공급자관점은 Negawatt개념으

로 해석했다. 두 관점에서 시장가격 감소와 발전력 감소의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수요자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지표가 

감소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급자 관점과 정량적 지표를 통일 

시기키 위해 수요자 관점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정의를 수정 

제안했다. 사례연구에서 수정된 정의를 통해 사회적 후생의 정량

적 지표를 해석했다. 사회적 후생의 정량적 지표 일치화는 앞으

로 수요반응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해석하는 관점 상관없

이 사회적 후생의 통일된 정량적 지표 산출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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