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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reduce costs of electricity energy at periods of peak demand,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interest in 

Demand Response (DR).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 on the participants’ behavior in response to DR. Under the assumption 

of perfect competition, the equilibrium point of the electricity market with DR is derived by modeling a DR curve, which is 

suitable for microeconomic analysis. Cournot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electricity market of imperfect competition that 

includes strategic behavior of the generation companies. Strategic behavior with DR makes it harder to compute equilibrium 

point due to the non-differential function of payoff distribution. This paper presents a solution method for achieving the 

equilibrium point using the best response function of the strategic players. The effect of DR on the electricity market is 

illustrated using a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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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전력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1% 씩 증가하고 

있다. 전력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지만 국내외적 에너지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부대비용 증가로 인해서 발전시설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접근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제2

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14.1)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공급중

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15.7)에서는 수요자원의 용량을 전력수요의 3% 수

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수요반응자원(Demand Response: DR)이란 전력의 소비를 자

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첨두부하시에 수요자원

을 활용함으로써 발전비용이 절감되고 나아가서 발전설비의 확충

을 피하고 안정적 전력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전

력 소비자의 자발적 감축을 어떻게 유도해내는지와 전력시장에서

의 시장원리와 잘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에 수요자원거래시

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의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서 자발적 

감축이 가능한 부하를 모집하고 감축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감시와 계량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다. 상

대적으로 수요자원시장이 기존 도매전력시장과 결합되어 가격결

정구조와 시장참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

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부하 측의 기본부하량과 부하반응률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DR의 감축량을 평가한 연구[1]와  감축구매량 곡선을 정의하여 

전력시장과 결합된 수요자원시장에서 부하간의 감축구매 경쟁을 

연구한 논문[2]이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가

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수요반응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로는 부하에 가격탄력

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요반응의 작용을 모형화한 것[3]과 부하의 

수요반응을 모형화해서  발전기의 기동정지계획 문제와 결합한 

것[1], 게임이론에서의 선도-추종자 모형(Stachelberg Model)을 

발전참여자와 수요반응 참여자의 경쟁에 적용한 것[4], 수요반응

과 혼잡현상(Congestion)을 연관지어 게이밍 현상을 분석한 연구

[5], 발전용량시장과 부하의 가격탄력성을 반영하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

[6], 다양한 시장형태에 대해 DR의 편익(Benefit)을 분석한 것

[7,8]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자원이 전력시장에 포함될 때 전력거

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쿠르노 모형으로 발

전력 공급자의 선택과 시장의 결과를 연구한다. 수요반응자원 거

래시장의 모형화를 위해서 가격대비 부하감축량을 나타내는 함수

를 정의한다. 이를 수요함수에 결합하는 시도와 발전자원으로 간

주해서 공급경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모두 시도한다. 쿠르노 모

형으로 발전력 공급경쟁을 분석한 연구에서 송전선 혼잡현상 등

의 제약조건이 반영될 때 균형상태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

였다[9]. 본 연구에서 수요반응자원은 일반 부하전력에 비해 규

모가 작기 때문에 최대용량 제약에 걸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균형상태 계산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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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전략(mixed strategy)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계산이 어려워

진다. 경쟁참여자의 보수함수 영역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계영

역의 분석을 통해서 복합전략의 발생 여부와 균형상태 계산 기법

을 제시한다. 

2. 수요반응자원의 모형화 

2.1 수요반응의 함수표현

수요반응이란 전력을 소비하는 주체가 전기요금이나 금전적인 

유인에 반응하여 전력소비의 패턴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

요반응 참여자에게는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의 형태와 적

용방식이 큰 관심사항이 된다. 금전적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효과적으로 참여의 유인을 설계함으로써 첨

두부하시에 부하량이 다른 시간대로 이전하는 자발적 반응을 증

대시킬 수가 있다. 첨두부하가 삭감되면 가격안정화는 물론 공급

예비력 확보와 전력수급 안정화를 통해서 계통의 신뢰성과 전력

산업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해 진다. 

실제의 수요반응의 제도를 모형화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DR에 따른 공급참여자들의 미시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1과 같은 함수로 수요반응함수를 정

의할 수가 있다.[4] 

bd

qd_max

p

qd

그림 1 보상가격과 감축부하량의 함수관계

Fig. 1 Demand reduction and market price

감축에 대한 보상가격(p)이 증가하면 부하에서 전력의 소비를 

포기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현상이 강해질 것이므로 감축부하량

(q)은 가격에 비례할 것이다. 수요반응에 참여하는 부하량은 전체 

부하량에 비해 극히 작다. 이는 국가기본계획에서 향후의 목표를 

3%대로 설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함수는 제한된 범

위에서만 정의가 되고 이러한 최대감축 용량은 DR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함수에서 세로축의 절편은 수요반응이 발생하는 최소의 보상

가격에 해당되는 값이다. 수요반응에 참여한 주체들의 감축의사

를 반영하는 파라메터로서 값이 작을수록 부하가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자 한다. 또한 DR 함수의 기울기는 DR에 의한 수요의 가

격탄력성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울기가 클수록 수요

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이는 다음 단원의 합성 그래프에서 

설명이 된다. 

2.2 수요함수와의 합성

전력시장에서 가격의 형성 메커니즘과 공급 경쟁자들의 전략적 

행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많은 시도가 있었다.[10] 이들은 

수요와 공급 참여자들의 특성을 함수형태로 나타낸 후 각자의 목

적을 최적화 수리모형으로 정의하여 수학적 해를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요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미시적 접근방식에 맞도록 수요반응함수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가능하도록 결합해야 한다. 수요반응함수는 기존의 전력수요

함수 측면에서 보면 음(negative)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두 함수를 결합하면 그림 2와 같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bd

IIII

p

q
II

그림 2 수요반응함수가 포함된 전력수요함수

Fig. 2 Demand curve combined with DR

합성된 함수는 3개의 구간으로 분리된다. 구간 I은 시장가격이 

높아서 수요반응에 참여한 부하용량 전체가 사용된 상태로서 수

요함수가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형태이다. 구간 III은 시장가격이 

낮아서 감축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DR이 전력시

장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즉 수요함수의 형태

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구간 II는 시장가격대가 중간 범위에 해

당되며 수요함수의 기울기는 수요반응함수에서의 기울기와 결합

되어 가격변동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수요반응함수에서의 파라메

터가 전력시장의 가격형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2.3 발전자원으로의 등가화

수요자원이 활용되었다함은 그 만큼의 전력수요가 감축되었다

는 것이다. 이를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만큼의 발전량이 공급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감축량은 발전량으로, 보상가격은 발

전한계비용으로 치환하면 그림 1의 수요반응함수는 발전의 한계

비용함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수요반응함수에서 그래프 아래

쪽의 면적은 한계비용함수에서의 그래프 아래쪽 면적, 즉 발전비

용에 대비된다. 따라서 수요반응 자원이 포함된 전력시장에서 수

요반응함수 대신에 등가의 발전 한계비용함수를 적용하면 시장가

격의 형성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작용하여 같은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발전참여자의 특성과 등가발전기의 특성이 정확히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공급자는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수요반응 특

성이 반영된 등가발전기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가정하기가 어렵

다. 즉 등가발전기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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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반응에 참여하는 부하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요

관리사업자[11]가 노력은 하겠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

기까지는 일반 발전자원에 비해서 수요자원 용량의 규모는 매우 

작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원시장이 가동될 때 수요자원의 등가 

발전량은 최대값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는 불완

전경쟁 모형에서 발전사들의 전략적 선택이 포함되어  전략변수 

공간에서 이득값의 분포에 꺽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균

형상태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3. 완전경쟁에서의 수요반응 영향

3.1 수요-공급 균형점의 이동

수요반응시장을 포함한 전력시장 전체를 완전경쟁 형태라고 

가정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자신의 선택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해

석은 발전의 한계비용함수와 전력 수요함수의 교점에서 균형상태

가 나타난다고 본다. 

수요반응 자원과 전력수요함수가 결합된 그림 2의 함수에서도 

시장가격의 결정원리는 일반적인 완전경쟁에서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수요반응함수에서 가격 등의 파라메터에 따라서 

균형의 교점이 나타나는 형태가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수요반응 함수에서 절편 값의 크기에 따라서 작을 때(a), 클 

때(c), 중간 범위일 때(b)로 구분하면 그림 3에서와 같이 3개의 

합성수요함수와 균형점들이 형성된다. 경우 (a)에서는 낮은 보상 

가격에서도 감축이 이뤄지며 그림 2에서 DR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구간 I에 해당된다. 이 때의 감축량은 수요자원의 최대용량

이 된다. 경우 (c)에서는 높은 보상가격에서 감축이 시행되기 때

문에 DR의 참여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림 2에서의 구간 III에 해

당된다. 이 때의 감축량은 영(zero)이다. 경우 (b)에서는 수요반응

의 보상가격대와 발전한계비용함수의 가격대가 유사한 구간으로 

그림 2에서의 구간 II에 해당된다. 이 때의 감축량은 수요반응 함

수와 발전한계비용함수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수요자원이 시장가

격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다. 

bdc

bdb

bda

c

b

a

p

q

그림 3 DR 함수에 따른 균형점 변화

Fig. 3 Equilibrium points according to DR function

3.2 수요반응이 반영된 균형점 유도

수요자원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요자원의 사용량은 양

자택일(all or noth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가능 용량이 모

두 감축되거나 아니면 감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수요

자원의 용량이 증가하면 그림 3에서의 경우 (b)에서와 같이 시장

가격과 DR 함수가 상호간 민감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력시장 균형점을 유도한다.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전 참여자는 1인만을 가정

해도 충분하고 전력수요시장에 수요반응 자원이 공급자로 참여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서 설명한 수요반응의 발전자원 등가화 

개념을 사용하면 일반 발전사와 DR 발전사의 공급경쟁 구도가 

된다. 완전경쟁 형태에서의 균형점은 공급함수에 대하여 수요함

수에서의 편익(Benefit)이 극대가 되는 점에서 나타난다.[9] 모든 

함수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점은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동일하

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

이 만족된다. 

b+mq1 = bd+md qd = a-r(q1+qd) (1)

식에서 첫 번째는 발전사의 한계비용함수로서 b, m은 절편과 기

울기, q1는 발전량이다. 두 번째는 DR 함수에서의 절편과 기울기, 

그리고 qd는 수요반응에 참여한 부하 감축량을 나타낸다. 세 번

째는 전력수요함수로서 a, r은 절편과 기울기이고 부하전력은 발

전량 q1과 감축량 qd의 합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이를 정리하면 

균형가격은 다음과 같다. 

p=(m md a + m r bd + md r b)/△ (2)

pcr=(m a+r b)/(m+r) (3)

여기서 △=m md+md r+r m 이고 (2)식이 성립하는 구간은 bd≤

pcr 이다. 만약 DR 함수 절편 bd가 이 범위를 초과하면 감축에 

대한 보상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시장에서는 감축량이 발생하

지 않게 된다.(구간 III) 

한편 균형상태에서의 가격(p)은 DR 함수의 절편(bd)에 비례함

을 알 수 있다. 절편값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증가하다가 절편

이 임계값(pcr)을 넘어서면 감축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DR 함수는 

작용하지 않고 발전한계비용 만이 작용하여 시장가격은 임계값 

pcr 이 된다. 즉 bd≤pcr 일 때는 식 (2)에 의해, bd>pcr 일 때는 

식 (3)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DR 함수가 임계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DR 함수가 낮아질수록 시장가격은 절편값(bd)에 비례해

서 낮아지게 된다. 

4. 과점경쟁에서의 수요반응

4.1 쿠르노 모형에서 공급자의 선택

발전산업의 규모 특성상 경쟁구조는 과점 형태를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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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DR이 포함된 보수행렬의 입체(a)와 등고선(b) 표현

Fig. 4 Contour and 3D shape of payoff function with DR

경쟁 참여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시장가격이 영향을 받는 형태

이다. 과점형태에 대한 산업구조 분석모형 중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것이 쿠르노(Cournot) 모형이다. 공급 경쟁자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련성을 이용하

여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즉 

시장가격은 수요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급경쟁에 참여하는 발전사는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

략을 선택할 것이고 시장운영자는 사회적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시장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만의 전략변수 혹은 가격을 결정하는 다변수-다목적 

함수의 문제가 나타난다. 발전력을 변수로 하는 발전사의 이득극

대화 문제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qi는 발전사 i 의 발전력, p는 시장가격이며 πi는 발전사

의 이득이다. 한편 시장운영자의 편익(benefit) 극대화 문제를 정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d는 부하전력으로서 무손실을 가정하면 발전력의 총합과 

일치한다. 부하에서의 편익을 나타내는 식은 시장수요함수를 적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공급경쟁 참여자의 수가 N이면 시장거래가치 극대화가 목표인 

시장운영자를 포함해서 시장에는 N+1개의 목적함수가 독립적으

로 존재한다. 이러한 시장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해

(solution)를 균형상태(equilibrium)라 하며 균형상태 계산을 위해

서는 게임이론이 사용된다. 전략변수가 모두 미분가능하고 별도

의 제약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전력시장에서의 균형상태 계산은 

해석적으로 이루어지나 제약조건에 구속(binding)되거나 전략변

수 공간이 미분불가능하면 균형상태 계산은 간단하지 않다.[9]

4.2 수요반응함수에 따른 내쉬균형 분석

수요반응 함수가 쿠르노 전력시장 모형에 추가됨으로써 균형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시장특성에 주는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내용이다. 

수요반응자원의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전력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원이 전략적

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수요자원

함수는 마치 완전경쟁에서의 한계발전비용함수와 같은 기능을 할 

것이고 수요반응은 시장가격 수용자 역할을 할 거라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렇다면 수요반응함수를 반영한 과점의 전력시장분석 

방법에는 2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력수요함수에 수

요반응함수를 결합하여 2.2절에서와 같이 변형시킨 후에 발전참

여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요자원을 

등가화한 가상의 발전참여자는 가격수용자로 모형화하고 일반의 

발전참여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모형화하는 것이다. 

쿠르노 모형으로 해석을 해도 가격의 결과는 앞서 그림 2에서

와 같이 구간 I, II, III 중에 한곳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구간 

II 에서 균형상태가 존재한다면 해석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앞의 식 (4)에서 발전참여자 i의 최적선택은 ∂πi/∂qi=pi 

-bi-mi+qi∂p/∂qi =0 조건이 만족되는 값인데 발전참여자는 ∂p/∂

qi =-r 식이 적용되는 반면 수요자원의 등가발전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이므로 ∂p/∂qi=0 의 관계가 적용된다. 과점경쟁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2인의 발전참여자를 G1, G2 가정하고 수요자원의 등

가발전 참여자를 G3로 가정하여 3자 발전경쟁 모형에 대한 해석

적 내쉬균형상태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qi는 쿠르노 모형의 균형상태 발전량이고 bi, ms는 한

계발전비용함수의 계수이고 a, r 전력수요함수의 계수이며, 

    이다. 

4.3 수요반응함수의 파라메터 분석

수요반응이 포함된 과점해석에서 내쉬균형이 해석적으로 구해

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앞의 그림에서 구간 II에서 수요

-공급함수가 교점을 이뤄야하는데 수요자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구간의 폭이 그리 넓지가 않다. 즉 수요자원의 활용이 최대 혹은 

최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각 참여자들의 전략변

수 공간에서의 이득함수 분포에 미분 불가능한 구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균형상태는 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단순전략(pure 

strategy)이 아닌 복합전략(mixed strategy)으로 나타날 수가 있

으며 복합전략 내쉬균형은 해석적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이다.[9] 

본 연구에서는 발전 참여자들의 선택변수를 이산화하여 2인의 

경쟁자의 선택변수에 따른 이득을 보수(payoff) 행렬로 계산한 

뒤, 최적대응전략(Best Response Strategy)을 분석하여 구간 I, 

II, III에 제약을 받지 않는 내쉬균형의 계산을 시도한다. 

다음 그림 4는 보수행렬을 입체로 나타낸 사례로서 계산이 이



전기학회논문지 66권 1호 2017년 1월

20

D
G3G2

G1

그림 6 대상계통 개념도

Fig. 6 Sample Systems

 

            (a)                        (b)

그림 5 2인 발전경쟁에서의 최적대응전략 그래프

Fig. 5 Best response strategies of two Gencos

루어진 구체적 시장모형은 다음 장 사례연구에서 소개한다. 그림

의 보수행렬 분포에서 꺽이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자원의 

최대-최소값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경쟁적 전략선택 상황에서의 수렴상태를 의미하는 내쉬균형은 

참여자가 모두 자신의 결정이  최적선택임을 인지하고 더 이상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최적선택을 함수로 표현

하기 위해 최적대응전략이 사용되는데 이를 보수행렬의 공간에서 

나타내면 상대방이 제시한 값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영역에서 가

장 유리한 것을 뽑아서 벡터로 구성된다. 그림 4의 보수행렬에 

대한 최적대응전략을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내쉬균형의 개념이 서로가 최적 선택임을 인지하는 상황이므

로 그림 5에서 경쟁자 2인의 최적대응전략의 교점에서 내쉬균형 

조건이 만족한다. 상태공간에서의 보수함수가 미분가능하다면 최

적대응함수의 교점은 한곳에서 나타나지만 제약조건에 반영되어 

보수함수에 꺽이는 부분이 생기면 교점이 발생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교점이 발생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원이 반영되는 전력시

장 균형점 해석 문제는 교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함을 알게 되

었다.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균형상태가 존재하는 게이밍 현상에 

대해서는 최종 수렴상태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문제에서는 많은 곳의 교점들이 존재하지만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상태는 한 곳으로 수렴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많은 교점들의 발생과 그 중 한곳으로 

수렴하는 현상 등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수치분석을 통해서 설

명한다. 

5. 수치 분석

5.1 대상계통과 전력시장

사례연구 대상계통에서는 전력의 공급과 소비가 한곳에서 이

뤄짐을 가정한다. 즉 송전망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발전력 

공급은 G1, G2 2인이 경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력부하는 하나

의 수요함수로 나타내며 전력부하 중에서 일부가 수요반응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6

과 같다. 

그림에서 G3는 수요반응 참여자로서 전력부하 D에서 감축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요함수로 표현되는 부하전력을 

d라 하고 감축량을 qd라고 할 때 전력의 수급조건은 q1+q2=d-qd

가 된다. 각 주체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정의한다. DR 함수의 최대용량을 10으로 제한함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5.2 완전경쟁 가정에서의 균형점

완전경쟁에서의 균형상태는 모든 공급참여자가 가격수용자 역

할을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가격에서 반응을 한다. 하지만 계산

결과 시장가격은 30.54이고 발전량은 q1=82.16, q2=56.76 로서 

발전비용에 비해 수요반응의 가격대(40 이상)가 높아서 수요자원

의 참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앞의 식 (3)에서 수요반응이 나타나는 경계조건(pcr)을 유도하

면 다음과 같다. 식 (3)에서는 1개의 발전한계비용함수와 수요반

응함수에 대해 유도한 것이므로 본 사례계통에서도 두 발전기의 

한계비용함수를 합성하여 1개의 함수로 등가화하면 식 (3)을 그

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합성함수의 상수항을 b0, 1차항을 m0라

고 할 때 m0=m1m2/(m1+m2), b0=(b2m1+b1m2)/(m1+m2) 의 관계

가 유도되며 계산하면 m0=0.161, b0=8.214이다. 이를 식 (3)에 

대입하면 p=30.54로서 계산된 시장가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2)에서와 같이 DR 함수의 상수항 값이 bd=40이고 경계

값인 30.54 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상수항(b, a) 1차 계수(m, r) 비고

G1 10 0.25
발전 한계비용함수

G2 5 0.45

Gd 40 0.25 DR 함수(최대용량=10)

D 100 -0.5 수요함수

표    1 시장참여자들의 수요, 공급 함수

Table 1 Demand and supply functions in numerical study

상수항(bd) 감축량(qd) 거래량(q) 시장가격 구간

DR1 40 0 138.92 30.54 III

DR2 28 6.83 133.74 29.71 II

DR3 25 10 131.34 29.32 I

표    2 DR 함수에 따른 완전경쟁의 결과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market results according to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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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9 내쉬균형 조건에서의 선택변수에 따른 이득분포

Fig. 9 Payoffs at NE according to strategic variables

DR 함수의 상수항을 40에서 28로 낮춘다면 식 (2)에 의해 

p=29.71, q0=133.74 (q1=78.83, q2=54.91)이고 부하 감축량은 

qd=6.83이다. 또한 DR 함수가 더 낮아져서 bd=25이면 수요반응

자원은 최대로 작동하여 qd=10이 되고 p=29.32, q0=131.34 

(q1=77.29, q2=54.05)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에서의  I, II, 

III 구간에 해당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5.3 과점경쟁의 쿠르노 모형 해석

발전 참여자 G1과 G2는 자신의 전략변수 q1, q2를 사용해서 

이득 극대화를 시도하고 수요반응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 역할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형화한다. 전략적 변수 q1과 q2의 선

택값에 따라 시장가격이 계산되고 이에 따른 각 공급자의 이득이 

계산된다. 두 변수 공간에 대한 이득값을 입체로 나타내면 앞서 

소개한 그림 4와 같다. q1은 30~95 사이를 0.2 간격으로 이산화

하였고 q2는 30~85 사이를 0.2 간격으로 이산화한 것이다. 

수요반응의 용량이 10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 곡면에 

꺽이는 부분이 나타나며 G1과 G2의 최적대응 전략을 나타낸 것

이 그림 5의 그래프이다. 내쉬균형은 두 참여자의 대응전략이 수

렴상태에 이르는 것이므로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형성된다. 다음 

그림 7은 두 그래프를 겹쳐서 나타낸 것이고 점선으로 표시한 

연속적 교점 선분(B)과 원으로 표시한 교점(A)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속적 교점으로 인해 내쉬균형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발

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이득을 분석한 결과 

단일의 교점(A)에서 각자의 이득이 극대화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실질적인 내쉬균형상태는 단일 교점에 해당되는 q1=50, 

q2=45, qd=10, p=47.5이다. 수요자원의 전체용량인 10이 모두 활

용되는 구간 I의 상태가 된다.  

B

A

그림 7 최적대응 그래프 중첩에 의한 교점 분석

Fig. 7 Intersections of the two Best response graphs 

상수항
(bd)

감축량
(qd)

거래량(q) 시장가격

완전경쟁 40 0 138.92 30.54

과점(no DR) - 0 100.32(53.12+47.2) 49.84

과점(w/ DR) 40 10 95(50+45) 47.5

표    3 DR 함수에 따른 과점경쟁의 결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market results in oligopoly

             (a)                        (b)

그림 8 2인 발전경쟁에서의 최적대응전략 그래프

Fig. 8 Best response strategies of two Gencos

내쉬균형에서의 감축량과 거래량, 시장가격을 수요자원시장이 없

을 때와 비교하면 표3과 같다. 수요반응이 없을 때 거래량이 

100.3 이던 것이 수요자원시장이 작동함으로써 95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소한 거래량은 5.3이지만 수요자원거래시

장에서 감축한 량은 10인 것이다. 이는 DR 시장에 가격탄력성이 

포함되고 공급자들이 쿠르노 모형 즉 시장가격에 따른 공급량을 

선택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DR 시장이 있는 

경우와 없을 때의 결과만을 갖고는 감축량을 계산할 수 없다. 

5.4 내쉬균형점들의 비교

앞선 그림 7에서 내쉬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의 영역에

서 두 경쟁자가 모두 A를 선택하기 때문에 A가 최종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최적대응전략에서

의 이득값을 살펴본다. 그림 5에서 (a)는 G1의 최적대응전략으로

서 각각의 q2 값에 따라서 G1의 최적선택 q1 값들을 나타낸 것

이다. 이 때 최적선택된 값에서의 이득을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8에서의 (a) 그래프이다. 그림 8의 그래프 (b)는 G2의 최적대응전

략인 그림 5에서의 (b)에 대한 이득을 나타낸 것이다. 두 그래프

에 표시한 교점 A와 B 영역의 이득값을 비교하면 A에서 경쟁자 

모두가 더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교점 영역 B 대신에 교점 A

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G1과 G2 서로간의 담합이 없어도 선택

되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내쉬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내쉬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후보 중에서 교점 A를 

선택하게 되는 근거는 보였고 다음으로 교점 A에서 두 경쟁자가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9에서는 상대방이 교점 A의 값을 선택할 때 자신

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이득을 표시한 것이다. 교점 A

에 해당하는 값을 택할 때 이득이 가장 큼을 알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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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 A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내쉬균형조건을 만

족한다는 뜻이다. 

6. 결  론

수요반응자원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설정과 

수요반응에 참여하는 자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수요반응자원이 경쟁적 전력시장에 도입되어 가격수용

자로써 참여하는 경우의 시장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수요반응자원이 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격에 대한 함수

로 표현하여 완전경쟁과 쿠르노 해석법에 의한 과점경쟁을 분석

하였다. 수요반응자원 함수의 가격에 따라서 수요자원의 전체용

량이 모두 감축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감축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쿠르노 모형에서의 공급참여자 이득분포에 완만

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이는 내쉬균형을 계산하는데 어려운 

난관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모형을 대상으로 경쟁자

들의 최적대응전략을 분석하여 내쉬균형의 계산 가능성을 제시하

였고 복합전략상태를 피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사례연구의 분석결과 수요자원의 감축량은 단순히 수요자원시

장의 도입 전후의 결과만을 갖고 계산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

고 이는 수요자원시장에 대한 보완과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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