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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관리 목표 개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매2년을 주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하 ‘수급계획’)을 수립한다(전기사업법 25조). 수급계획에는 전력 수요의 예

측, 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 가격, 인구 등의 전제에 따라 기준 전력 수요가 예측되면 수

요 관리 목표량을 차감한 목표 수요가 정해지고, 목표 수요를 공급하기 위

한 공급 설비 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따라서 수요 관리 목표량은 설비 확장 

계획의 전제가 되는 최종 수요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수급계획의 중요한 요

소이다.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8차 계획’)이 확정되었다. 8차 

계획의 기준 수요는 전력량과 최대 전력이 2031년까지 연평균 2.1%가 증

가하여 675.4 TWh, 114.9 GW로 예측되었다. 수요 관리 목표는 기준 수

요 대비 전력량 14.5%, 98.1 TWh, 최대 전력 12.3%, 14.2 GW가 절감되

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기준 수요에서 수요 관리량을 차감한 목표 수요는 

전력량 580.4 TWh(연평균 1.0% 증가), 최대 전력 101.1GW(1.3% 증가)로 

예측되었다. 

수요 관리 목표 설정의 기본 방향은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확충에 따른 

지역의 수용성이 악화되고, 전력 소비량 증가율에 비해 최대 전력 증가율

이 높아져 부하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전력수급 정책을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 관리는 전력 소비 절감을 도모하는 효율 향상과 피크를 감축

하는 부하 관리로 구분된다. 

스마트 시대

전력 수요 관리의 현실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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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향상의 주요수단은 산업 기기에 대해 최저 소

비 효율제 도입(예, 전동기, 냉동기), 고효율 기기 교체 

및 보급 지원(예, LED, 항온항습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제로 에너지빌딩 의무화 추진 등이다. 

스마트공장(FEMS), 빌딩과 ESS의 결합, AMI 보급 

등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나  신규 효율 향상 방

안으로서 자가용 태양광도 반영되었다. 효율 향상 수

단별 전력 소비량 절감 목표는 <표 1>과 같다.   

부하 관리 수단은 효율 향상 수단에 의해 절감되는 

피크 부하 외에 ESS, 부하 기기, DR 시장이 반영되었

다. 부하 기기는 축냉 설비, 지역 냉방, 가스 냉방 등이

며, DR(수요반응 시장)은 기존의 부하 관리 제도를 전

력 시장으로 통합한 것이다. DR이 수요 자원 거래 시

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부하 관리를 전력 공급의 한 수

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기 소비자가 약정에 따라 수

요를 감축할 때 전력 시장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부하 관리 수단별 피크 감축량 목표는 <표 2>와 같다.  

수요 관리 목표 달성 가능성 

수급계획의 목적이 ‘전력 수급의 안정’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설비 계획의 기준을 정하는 수요 관리와 

<표 1> 전력 소비량 절감 목표(GWh)

고효율�기기(EER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효율�관리�강화 자가용�태양광 계

2017 0� 852� 1,136� 156� 2,144

2020 3,123� 6,103� 3,069� 655� 12,949

2025 14,516� 16,952� 14,313� 1,742� 47,523

2031 36,438� 25,634� 32,844� 3,162� 98,079

자료:�산업부,�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

<그림 1> 전력 소비량 수요 관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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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대 전력 감축 목표(MW)

연도

전력소비�절감(효율향상) 피크감축(부하관리)

계고효율기기

EERS)

에너지관리

시스템

효율

관리

자가

태양광
ESS

부하

기기

DR

시장

2017 0� 22� 55� 16� 35� 118� 1,616� 1,863

2020 255� 182� 163� 67� 105� 447� 2,120� 3,338

2025 1,195� 1,190� 752� 177� 560� 955� 3,029� 7,858

2031 2,814� 2,058� 1,791� 321� 1,640� 1,580� 3,973� 14,177

자료:�산업부,�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

목표 수요는 매우 중요하다.  

2017-2031년 기간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전력 수요 

GDP 탄성치(전력 수요 증가율/GDP 증가율)를 계산

해 보면 목표 수요 달성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명확해

진다. 

8차 계획의 기간별 탄성치는 0.67, 0.36, 0.14이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은 GDP가 1% 성장하면 전

력 수요는 0.67%가 증가하고, 2026-31년 구간에는 

GDP가 1% 증가할 때 전력 수요는 0.14%가 증가한다. 

8차 계획의 마지막 5년은 경제가 성장함에도 전력 수

요는 제자리걸음이다. 이것은 계획 기간의 후반이 될

수록 전력 수요를 과하게 낮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매2년마다 수급계획이 수정되므로 10년, 15년 후의 

수요 예측 결과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

표 수요가 과소 예측될 경우 전력 수급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발전용량의 확대는 건설 공기가 짧은 가스 

발전만 선택될 수 있어서 전원 믹스의 왜곡과 전기요

금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요 관리 수단의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다. 수요 관리 수단별로는 “고효율 인버터-최

대 적용 가능 보급 대수 594만대의 22%(131만대)” 등

<그림 2> 최대 전력 수요 관리 목표

+ 스마트 시대 전력 수요 관리의 현실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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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감량 계산전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

량의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계산되었다는 흔적

은 찾을 수 없다. 수요 관리 수단별로 절감 비용이 다

르고 동일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전력 절감량에 

따라 비용이 같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요 관리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수단별로 

절감 비용(CCE: cost of conserved energy)을 계산

해 보고 비용이 낮은 수단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2017년 DR 거래량은 197 GWh, 거래 비용은 

1,948억원이었다. 이 경우 DR의 CCE는 988원/kWh

이다. 다른 수요 관리 수단의 CCE가 이보다 낮다면 

DR의 순위는 뒤로 미뤄져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수요 관리 수단별 절 감비용과 공급 

수단(원별 발전 비용)을 통합하여 공급 곡선을 추정하

고 수요와 만나는 점까지의 수요 관리 수단 시행, 발전

소 건설이 최적이다. 수요 관리라 하여 절대선이 되어

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5차 계획까지는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수

요 관리 투자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수급계획 보고서

에 제시된 바 있다(5차 계획 보고서 p.60, 2010). 그러

나 이후 수립된 수급계획 보고서에서 이 내용은 사라

졌다.

셋째, 8차 보고서에는(p.66) “부하 관리,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 수단에 대한 정확한 실적 검증 및 평가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은 

2013년 수립된 제2차 에기본 보고서(p.62)에도, 7차 

계획(2015)에서도 “향후 수요 관리 실적에 대한 면밀

한 평가를 통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보다 합

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수 차례 

기술된 바 있다. 

전력 수요 관리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수요 관리 

실적이 제대로 평가, 검증(M&V: measurement and 

verification)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다. 

수요 관리 사업 시작 전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

서의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간주한다. 그 이유는 수요 

관리의 사후 평가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

이 소요되고, 평가 결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경우 책

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1. 9. 15. 순환단전 원인의 진단 결과가 수요의 

과소 예측과 과도한 수요 관리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

한다면 ‘수요 관리 실적 평가 및 검증 체제 구축’이 무

한 반복되는 과제로 남아서는 안 된다.  

결어

전력 수급 차질 시 후회 비용(regret cost)이 공급 비

용을 크게 초과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전

으로 발생하는 사회 비용은 막대하지만 과잉 설비의 

비용은 이자 비용에 머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의 

안정이 중시되는 것이고, 수급계획은 보수적으로 수

립되는 것이다. 

8차 계획의 수요 관리 목표는 7차와 달리 ‘정책 의

지’와 같은 애매한 수단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개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계획에 

비해 낮아진 기준 수요 예측 결과와 높아진 수요 관리 

목표 비율은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까 

걱정이다. 

<표 3> 8차 계획의 GDP와 전력 수요

전력�수요(%) GDP(%) 탄성치

2016-21 2.00 3.00 0.67

2021-26 0.86 2.40 0.36

2026-31 0.27 1.90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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