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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사회 후생 증가를 목표로 한 경쟁의 개념이 전

력 산업에 도입된 이래 전력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

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전력 시장들은 완전 경쟁 보다는 소

수의 발전회사들에 의한 과점에 가까운 형태이며 발전 회사들이 시장 지

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력 시장의 시

장 지배력은 경쟁 도입의 목적인 효율성 향상을 저해하며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력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

단 중의 하나로 선도 계약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 시장 환경 하

에서의 선도계약은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인을 감소시켜 시장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송전 제약이 선도 계약의 효과를 저

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송전 제약과 선도 계약을 함께 고려한 연

구들은 선도계약이 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과정을 인과적

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거나 전력 계통의 물리적 조류 흐름의 특징을 반영

할 수 없는 2 모선 계통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송전 제약과 조류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3 모선 계통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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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도계약의 시장 균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전력 시장의 균형은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제약이 존재하는 송

전선의 조류 증감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송전선 연

결 상태에 따라 균형이 발생하는 양상 또한 달라진다. 지역별로 가격 차

등이 발생할 경우 발전회사들이 혼잡 요금을 지불하는 시장 제도 하에서

는 발전사들이 전략적 행위를 통해 혼잡 요금을 회피하고 추가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도계약이 시장 지배력 및

사회 후생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발전회사의 전략적 행위로

인해 포획된 혼잡 요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

이고자 한다.

주요어 : 시장지배력, 선도계약, 송전제약, 내쉬균형, 혼잡요금

학 번 : 2005-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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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전력 산업은 한 지역을 독점한 기업이 수직 통합적 형태

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세계적인

탈 규제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현재의 전력 시장은 경쟁 환경으로 이행하

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1-5].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목

적은 전력 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사회 후생 증가이다. 경쟁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전력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보다는

과점 시장에 가까운 형태이다[2]. 과점이란 소수의 생산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짐으로 인해 개별 생산자의 결정이 시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6]. 전력 시장이 과점 상태가 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발전 사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초기 자본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여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전력 시장은 생산자의 수가 적

다는 점 이외에도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점과 저장에 요구되는 비용이

매우 높아 실시간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특수한 성질

을 가지며 이런 특징들은 전력 시장을 완전 경쟁 환경으로부터 더욱 멀

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과점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중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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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된다[6-20]. 시장 지배력이란 전력 가격을 경쟁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참여자의 능력을 뜻한다

[13]. 세계 각국의 전력 시장에서 경쟁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

격이 형성되는 현상들은 전력 시장에 시장 지배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21-26].

전력 계통에 존재하는 송전 제약은 전력 시장의 지배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송전망의 사용에 차별이나 제한이 존재할 경우 발전 경

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송전망은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 하의 독립

적 운영자가 비영리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한다. 하지만 송전망이 발전 시

장의 경쟁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이 공정해

야 할 뿐 아니라 송전 용량 또한 충분해야 한다. 송전망의 물리적 제약

은 전력 시장을 지역적으로 고립시켜 발전회사의 국지적인 시장 지배력

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27].

시장 지배력에 대한 연구 기법은 크게 시장 집중도와 점유율을 측정

하는 방법,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격 예측 방법 그리고 게임이론을 사용

한 과점 균형 분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2]. 시장 점유율의 측정에는

주로 HHI 혹은 러너 인덱스와 같은 지표들이 사용되며 시장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전력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뮬레이션 기법에는 발전 회사들의 입찰 행위를

모델링하여 완전 경쟁 가격을 산출하거나 과거의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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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장 지배력을 분석하는 기법 등이 존재하며 실존하는 시장의 결과를

분석하거나 가까운 미래의 시장 결과를 예측할 때 유용하다. 게임이론을

통한 과점 균형 분석 방법에서는 주로 존 내쉬가 제안한 n-참여자 균형

의 개념이 사용된다[29,30]. 내쉬균형은 시장 참여자 각각이 자신의 이윤

을 극대화 하려 노력할 때의 시장 균형을 의미하며 생산자의 전략을 무

엇으로 모델링하느냐에 따라 쿠르노 모델, 베르뜨랑 모델, 공급함수 균형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37]. 본 논문에서는 공급함수 균형 모델

을 사용하며 발전사가 한계비용함수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입찰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있다.

한편 전력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개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법,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법, 수요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선도계약과 같은 시장계약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2]. 그 중 선도

계약은 실제 사례를 통한 연구 및 이론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지배

력 완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도계약은 미래의 특정 시기에 고정

된 가격으로 고정된 수량의 재화를 거래하기로 하는 쌍방 계약이다. 선

도계약은 현물시장의 가격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험 회피적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할 때에는 양측

모두의 기대효용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선도계약은 강제성의 유

무에 따라 자발적 계약과 의무적 계약 형태로 나눌 수 있다. [4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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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선도시장이 존재할 경우 생산자들의 경쟁에 따라 선도 시장이 존

재하지 않을 때 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지배력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떤 생산자가 단독으로 선도시장에 참여할 경

우 참여하지 않는 생산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윤을 얻게 되지만 둘 다 참

여할 경우는 선도시장 및 현물시장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여 경쟁 가격

에 근접하게 되고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요 결론이다.

의무적 선도계약은 시장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전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다. 하지만 전력 시장에서의 선도 계약은 송전 제약과 같은 특수성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회후생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

재한다[16].

선도계약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분석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는 대개

송전 제약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송전 제약과 선도계약을

동시에 고려한 기존의 연구는 전력의 물리적 흐름을 반영하기 힘든 2모

선 계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6,17]. 따라서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계

통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송전선의 위치와 전력 조류 흐름을 고려한 선도

계약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15]와 같이 게임이론과 공급함수 균형 모델을 사용하

여 선도계약이 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송전제약이 없을

경우의 결과를 대조군으로 하여 송전제약이 존재하는 3모선 계통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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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선도 계약이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 기법 및 체제적 기법을 사용

하여 분석한다. 발전회사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입찰함수를 통해 경쟁

하며 ISO는 는 입찰함수를 바탕으로 사회후생 극대화1)를 위한 최적화를

수행한다[18]. 이런 ISO의 최적화 과정은 공개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

서 발전회사들은 ISO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입

찰에 따라 송전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전략적으로 고려한

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계통에서 발전사들의

경쟁에 의한 시장 균형을 도출하고 의무적 선도계약이 시장 균형 및 발

전사들의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2 논문의 개요와 구성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을 대상으로 하여 제약이 존재하는 송전선

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형성되는 내쉬균형의 특징을 기술하고

선도계약이 내쉬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사회 후생의 총량 및 분배

변화를 분석한다.

제 1 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과 필요성, 논문의 개요와 구성에 대

1) ISO는 최적화 과정에서 발전회사의 입찰함수를 한계비용으로 가정하고 (생

산자 잉여+소비자 잉여+혼잡 수입)으로 정의되는 사회 후생을 극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한다. 발전회사가 실제 한계비용과 다른 값으로 입찰

할 경우 ISO입장에서 바라본 사회후생과 실제의 사회후생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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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한다.

제 2 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의 정의와 발전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의 특징과 결과, 그리고 독점적 발전회사의 시장 지배력에

선도 계약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3모선 계통을 모델링하고 시장 운

영 규칙 및 발전회사의 전략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발전회사들

의 생산량 증가가 송전선의 조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내쉬균형의

형태가 달라짐을 보인다. 최적 반응 함수의 교점이 연속적인 구간의 형

태로 발생하는 것을 보이고 교점이 없을 경우 혼합전략 내쉬균형을 도출

한다.

제 4 장에서는 선도계약이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선도계약의 부과 대상 및 그 양에 따라 내쉬균형이 변화하는 양상을 분

석하고 선도계약이 사회 후생의 총량 및 혼잡요금을 통한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 연구 결

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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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장 지배력

제 2 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의 개념을 소개하고 발전회사가 시장 지

배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2. 1 시장 지배력의 정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

전 경쟁 시장이란 수많은 참가자가 존재하여 어떤 개별 참가자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한

다[42]. 완전경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야 한다.

둘째. 동질적인 재화가 거래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 참여자들은 재화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넷째.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나 판매자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

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

로 분류된다. 전력 시장의 경우 경쟁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

한 첫째 조건과 넷째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며 전력 시장만의 특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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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과점 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과점 상황 하에서는 발전사들은 더 이상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지 않고 가격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때 발전사들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발전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증거는 세계 각국의 전력 시

장에서 특정 시간대에의 전력 가격이 경쟁 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

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22-26]. 경제학에서 시장 지배력의 정의는 재

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경쟁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2]. 어떤 경제 주체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경

우 시장 균형은 완전 경쟁 수준에서 벗어나고 사회 후생의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감시하고 억

제하기 위한 수단은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중 하나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첫 번

째로 분석해 볼 만 한 대상은 시장 점유율 및 집중도이다. 시장 점유율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수 중 하나는 HHI(Herfindahl-

Hirshman Index)이며 각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을 퍼센트 단위로 환산한

뒤 모두 합산한 값으로 구해진다. HHI는 독점 상황에서는 10000의 값을

가지며 많은 수의 생산자가 각각 작은 비율을 점유할수록 낮은 값을 가

지게 된다. HHI는 수치 산출 과정에 모든 참여자의 시장 점유율이 사용

되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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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또한 받고 있다. 미국에서 주 경계의 전력 및 천연가스 거래를 주관

하는 연방 기구인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서

는 HHI를 시장 지배력 존재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장 집중도 평가를 위한 다른 지수들로는 4-firm 혹은

8-firm 집중 비율이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4개 혹은 8개 회사

의 점유율을 합산하여 구해진다. 러너 인덱스(Lerner Index)는 실제 시장

에서 형성된 가격이 한계비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

해 사용되며 실제 가격을 P, 한계비용을 MC라 할 때 LI=(P-MC)/P 로

정의되며 실제 한계비용을 구하기 힘든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전력 시장의 집중도는 고정된 수치보다는 시기 혹은 시간대 별로 변

화하는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 집중도에 대한 지수

들은 전력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며 주로 시장 지배력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다. 시장 시뮬레이션 기법은 개별 시장 참여자의 입찰 데이터를 활용하

여 시장 가격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다[38]. 시뮬레이션 기법은 역사적 데이터를 활용

하는 통계적 기법과 개별 시장 참여자의 생산 패턴을 모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존하는 시장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와 가깝게 모델

링할수록 의미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을 분석하는 또 다른 기법으로는 게임이론을 통한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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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분석 기법이 있다[29]. 과점 균형 모델은 시장 참여자의 전략을 무

엇으로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베르뜨랑 모델, 쿠르노 모델, 공급함수 균

형 모델로 구분된다. 베르뜨랑 모델에서는 생산자들이 저마다 상품의 가

격을 결정하고 각 생산자의 생산량은 수요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베르뜨랑 모델을 사용하면 시장 가격이 실제 한계 비용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베르뜨랑 모델은 전

력시장의 균형을 해석하기에 부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르뜨랑 모

델 하에서는 각 시장 참여자들이 고정 가격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반면 발전 설비들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시장과 베르뜨랑 모델의 가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쿠르노 모델에서는 생산자들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

고 시장 가격은 수요함수와 시장의 총 생산량에 의해 결정된다. 쿠르노

모델은 전력 시장의 과점 균형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

러나 전력시장은 수요의 단기적 가격 탄력성이 낮으며 수요함수를 결정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에 수요함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쿠

르노 모델을 통해 전력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베르뜨랑

모델이나 쿠르노 모델에서는 생산자가 생산량과 판매 가격 중 하나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급함수 균형 모델에서는

생산자들이 저마다의 공급함수를 결정한다[37]. 공급함수는 가격과 생산

량의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공급함수 균형 모델에서는 발전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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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이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다. 또한 가격에

따라 생산량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방식은 PJM및 NordPool과 같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력시장의 입찰 방식과 유사하다. 한편 공급함수 균형

모델의 단점은 균형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해의 단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문에서는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

제 전력시장의 운영 형태에 가까운 공급함수 균형 모델을 사용하며 송전

제약의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2개의 발전사가 존재하는 3모선 계통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장 운영 과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사회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다. 시장 지배력 억제를 위해서는 진입 장벽

을 낮추거나 개별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법, 가격 상한을

존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며 전력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

역적인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을 확장하는 것도 효과

적인 수단이 된다. 시장계약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방법 중 대

표적인 것으로 선도 계약을 들 수 있다[16,17]. 선도 계약은 생산자가 시

장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력

시장에서의 선도계약은 정산 방식에 따라 물리적 계약과 재무적 계약으

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계약 하에서는 계약 기간에 계약 가격 하에 정

해진 수량을 거래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별도의 전력 시장

없이도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리적 계약의 경우 송전 계통을 사용



- 12 -

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며 송전권을 별도로 구매하거나 지역

간 가격 차이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무적

선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래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를 지불하

는 방식으로 정산되는데 여기서 기준 가격은 주로 현물 시장 가격이 된

다. 현물의 인도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실제 생산자 혹은 수요자의 경우

현물 시장에서 별도로 판매 혹은 구매행위를 동반해야 한다. 재무적 선

도계약을 가진 시장 참여자가 현물 시장에서 송전 혼잡이 고려된 지역별

가격에 전력을 거래할 경우 송전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선도 계약 정산 기준 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송전 비

용에 따른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2.2 발전회사의 시장 지배력

발전회사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에 있다. 발전회사를 가격 수용자로

가정할 경우 총 수입은 식(2.1)과 같이 표현된다.

  (2.1)

여기서

TR 총 수입

P 가격

q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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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발전사가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을 한

계 수입이라고 하며 가격 수용자의 경우 P가 q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

기 때문에 식(2.2)와 같이 표현된다.






(2.2)

발전회사가 한 단위의 전력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경우 MR 즉 한계

수입만큼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며 한계비용인 MC만큼 비용이 증가

하게 된다. 여기에서 MC는 식(2.3) 으로 표현된다.




(2.3)

여기에서는 만큼을 생산할 때 요구되는 총 비용을 뜻한다.

발전회사가 현재의 생산 수준에서  라면 생산량을 늘릴 경

우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 경우 생산을 늘리면

손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된다. 가격수용자를 가정할

경우 MR 은 항상 P와 같기 때문에 그림(2.1)과 같이   인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 14 -

그림 2.1 가격수용적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Fig 2.1 Profit maximization of price taking porducer

발전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에서 이

윤이 극대화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나 가격 수용자의 경우와는

달리 한계 수입이  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의 역

수요곡선을    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할 때 식(2.4)가 성립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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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독점 가격 및 생산량

Fig. 2.2 Monopoly price and production










(2.4)

식(2.4)에서 


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가로축을 로 하는 그래프

상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이윤 극대화 조건인  를 만족

하는 점의 생산량 및 가격을 그림 2.2 에 표현하였다.

역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한계수입 곡선()은 역수요곡선( )과

절편이 같고 기울기가 두 배인 직선으로 나타나며 항상 역수요곡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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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위치하게 된다. 발전회사는 가 되도록, 즉 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을 결정하고 가격은 수요곡선

에 의해 으로 결정된다. 그림 2.3은 독점이 각 경제 주체의 잉여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3 완전 경쟁과 독점

Fig. 2.3 Perfect competitiom and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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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서 완전 경쟁 상황 하에서는 생산량과 가격이 각각

 으로 결정되고 소비자 잉여는 (A+B+C) 영역, 생산자 잉여는

(E+D) 영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점 상황에서는 소비자 잉여

중 B 영역이 생산자 잉여로 이동하고 C 부분은 손실되며 생산자 잉여는

B만큼 늘어나지만 D만큼 손실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사회 후생은 완전

경쟁 상태에 비해 C+D 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이라 한다. 이처럼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전력 시장의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

되는 사항이다.

2.3 선도계약이 독점 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전력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선

도계약을 소개한 바 있다. 선도계약은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시장 지배력

을 행사했을 때 얻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 본 절에서는 독점 상태에 있는 발전 사업자에게 선도계

약을 부과하였을 때의 영향을 설명한다.

선도계약을 보유하지 않은 발전회사의 이윤함수는 식(2.5)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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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식(2.5)에서 는 전력회사가 얻는 이윤, 는 현물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 가격, 는 생산량, 는 발전회사가 만큼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총 비용을 뜻한다. 발전회사가  만큼의 전력을  라는 가격에 인도하

기로 한 선도계약을 보유할 경우 현물시장을 포함한 이윤 함수는 식

(2.6)과 같이 변형된다.

  (2.6)

이윤 함수가 식(2.6)과 같이 변형되는 이유는 선도계약에 할당된 물

량은 현물시장 가격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만큼의 수입이 줄어드

는 반면 선도계약에 의해  만큼의 추가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역

수요함수 및 한계비용함수를 각각 소비량 및 생산량에 대한 일차함수로

가정할 경우 발전사의 이윤은 미분 가능한 concave 함수가 되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계 미분 조건은 식(2.7)과 같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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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7)에서  항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도계약 가격

가 발전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도계약 및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

여 및 생산자 잉여를 그림 2.4 에 표현하였다.

그림 2.4 선도계약과 현물 계약 정산

Fig. 2.4 The settlement on the forward

contract and spo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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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전력 시장에서는 발전 회사가 선물 계약 물량 및 현물 낙찰

물량을 동시에 생산하고 즉시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생

산자 잉여의 어느 부분이 선도 계약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그림 2.4 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선도계약 물량을 우선 거래한

이후 남은 물량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4의

위쪽 그래프에서 는 선도계약 가격을 의미하고 는 선도계약량을 의

미한다. 선도계약 가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어느 수준으로든 결

정될 수 있으며 차익거래자의 활동이 활발할 경우 현물시장의 가격에 수

렴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A는 선도계약에 참여한 소비자의 잉여

이며 B는 선도계약에 의한 생산자 잉여이다.

그림 2.4의 아래쪽 그래프에서  는 선도계약의 존재로 인해 새롭

게 생성된 현물 시장의 한계수입 곡선이다.  만큼의 물량은 고정된 선

도계약 가격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은 잔여 수요함수에 의

해 결정된다.  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현물시장 가격인 가

결정된다. 그림 2.5는 독점 상황에서 선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시장 균형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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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선도계약을 통한 사회후생 증가

Fig. 2.5 Social welfare increased by the

forward contract

그림 2.5에서 독점 가격 은 선도계약을 보유함으로 인해 수준

으로 내려갔으며 생산량은 에서 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은 선도계약을 통해 그림 2.5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만큼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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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송전 제약을 고려한 시장 균형

제 3 장에서는 3개의 송전선으로 연결된 3 지역 전력시장에서 시장

균형을 분석한다. 3.1절에서는 연구 대상인 전력 계통을 모델링하고 전력

시장의 운영 규칙을 설명한다. 3.2절에서는 송전용량 제약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즉 송전용량이 충분할 경우의 시장 균형을 도출한다. 3.3절에서

는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시장 균형을 도출한다. 제 3 장에서 송

전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전력시장 모델링 및 순수전략 내쉬균형

에 대한 식 전개는[15]를 따른다.

3. 1 대상 모델 및 시장 운영 규칙

3.1절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모델과 시장 운영 규칙을 설명한다.

3. 1. 1 대상 모델

본 논문은 그림 3.1 과 같이 세 지역이 3개의 송전선으로 연결된 3

지역 시장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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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지역 전력시장 모델

Fig. 3.1 3-Zone electricity market model

그림 3.1에 나타나 있듯이 3개의 모선을 각각 하나의 지역으로 분류

한다. 모선 1 및 모선 2 에는 발전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의 각 발

전회사는 하나의 발전기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각각 

및 로 표시한다. 모선 3에는 계통의 유일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로 표시한다. 계통에는 3개의 송전선이 존재하는데 Line 1 은 모선 1

과 모선 2를 연결하며 발전 회사가 존재하는 모선 사이를 연결하고 있

다. Line 2 및 Line 3 은 발전회사가 존재하는 모선과 수요가 존재하는

모선을 연결하고 있으며 대칭성이 존재하므로 두 송전선 중 Line 3에 대

한 연구만 진행하도록 한다.

모선 1 및 2의 발전회사는 식(3.1)과 같은 2차의 비용함수를 가진다

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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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식(3.1)에서 는 지역을 나타내는 인덱스이고 는 지역 의 발전

사 가  만큼을 생산할 때 요구되는 총 비용을 의미한다.  및  는

비용의 1차 및 2차 계수이며 총 비용은 항상 양의 값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양수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는 convex 함수가 된다.

식(3.1) 을 미분하면 식(3.2)와 같은 의 한계비용함수를 얻을 수 있다.

      (3.2)

발전회사가 ISO에게 입찰하는 함수는 선형이며 한계비용 함수의 기

울기인 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절편인  는 실제 한계비용함수와 같

은 값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본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찰은 부

록 A 에서 다룬다. 발전회사가 ISO에게 제공하는 입찰함수는 식(3.3) 으

로 표현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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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2) 와 (3.3)을 비교해 보면 한계비용함수의 기울기 가 전략변수

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략변수란 게임이론에서 각 참여자가 목

적 달성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을 변수로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각

발전회사의 전략은 한계비용의 기울기를 실제보다 얼마나 높여서 입찰하

는 가를 의미한다.

지역 3에 존재하는 수요는 식(3.4) 와 같은 1차의 역수요함수를 가진

다고 가정한다.

  (3.4)

식(3.4)에서 는 수요가 위치한 지역 3의 가격을 의미한다.  및 

는 역수요함수의 절편 및 기울기이며 수요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양의 값

을 가지고 소비량에 따라 감소할 수 있도록      이라고 가정한다.

는 소비량이며  를 만족한다.

3. 2. 2. 시장 운영 규칙

그림 3. 2 는 전력 시장의 운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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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력 시장 운영 과정

Fig. 3.2 Electricity market operation

그림 3.2에 표현된 것처럼 각각의 발전회사는 입찰함수를 시장 운영

자에게 제공하며 및 의 값은 실제와 동일한 상수이므로 전략적으로

변하는 값은 및 라 할 수 있다. 수요자의 경우 본문에서는 전략적으

로 입찰함수를 조절하지 않고 실제의 절편 및 기울기와 동일한  값을

입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ISO는 입찰함수를 바탕으로 사회후생을 극대

화하기 위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ISO는 발전회사의 입찰함수를 비용함수

로 가정하여 수요 함수 및 제약조건들을 사용하여 사회후생 극대화를 수

행한다. 그 결과로 결정된  및  값들이 시장 참여자에게 전달된다. 송

전 제약이 존재할 경우 지역별로 차등적인 가격이 설정될 수 있으며 지

역 별 가격은 pay as bid 방식을 통해    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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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SO의 사회후생 극대화 모델링

본 절에서는 ISO의 사회후생 극대화 과정을 정식화 한다. 송전용량

제약을 모델링하기 위해 직류조류 계산 및 PTDF(Power Tranfer

Distribution Factor)를 사용한다. ISO는 수급균형 제약 및 송전제약 하

에서 사회 후생 극대화를 수행한다.

3.2.1 PTDF를 사용한 송전제약 모델링

PTDF는 전력 계통의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력 전

달이 계통의 특정 송전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

었다. PTDF는 Source 와 Sink 라는 2개의 모선 및 대상 송전선에 대해

할당되는 값이며 Source 모선에 단위 전력이 투입되고 Sink 모선에서

단위 전력이 추출되었을 때 특정 송전선에 흐르는 조류량이 단위전력의

몇배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PTDF는 양 또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마다 PTDF의 기준 방향이 정해져야만

한다. 특정 전력 전달이 일어날 때 기준 방향으로 조류가 증가할 경우

PTDF는 (0,1] 의 값을 가지며 조류가 감소할 경우 [-1,0) 의 값을 가지

게 되고 조류에 변화가 없을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모선

A에서 B로 전력이 전달될 때 Line 1 에 대한 PTDF 값이 0.3 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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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선 A에서 1MW를 추가로 생산하고 모선 B에서 1MW를 추가로 소

비할 경우 Line 1 에는 0.3MW의 조류가 추가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n개의 모선과 m개의 송전선이 존재하는 계통에서 PTDF를 구할 경

우 계통에 전력 전달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모선의 순서쌍 개수와

같으므로 n모선 계통에서는 0.5·n(n-1)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각각의 전

력 전달에 따라 모든 송전선에 대한 PTDF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총

0.5·m·n(n-1)개의 데이터가 산출된다.

PTDF는 원래 정의와는 다르지만 Sink 를 하나의 모선으로 통일할

경우 특정 모선에서 전력이 주입되었을 때 각각의 송전선에 미치는 영향

을 대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PTDF가 계통

의 두 모선(Source 및 Sink 모선)으로 이루어진 순서쌍 마다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선(Source 모선)에 대하여 할당되므로 결과를 상

당히 단순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PTDF는 Source 모선에 위치한

발전기가 생산량을 늘릴 때 특정 송전선의 조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떤 모선을 Sink로 정의하느냐

에 따라 결과값의 편차가 심하고 Sink 모선은 모든 송전선에 대하여 0

의 PTDF값을 가지게 되어 마치 어느 송전선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없

는 것처럼 해석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의 전략적 행위

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수요 모선인 모선 3을 Sink 모선으로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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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가 존재하는 모선 1 및 모선 2 가 각각의 송전선에 대해 가지는

PTDF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DC 조류계산 및 PTDF 값을 사용하면 송전제약은 식(3.6)으로 표현

할 수 있다.

 ≤max (3.6)

여기서  는 각각 발전회사 1 및 발전회사 2의 PTDF 값을 의미

하고 max는 송전제약 용량을 의미한다.

3.2.2 ISO의 목적함수 모델링

ISO의 목적함수는 사회후생 극대화이며 식(3.7)로 표현된다.

max





 




















 ≤max
 

(3.7)

여기서  ≤max는 송전제약 조건이며  는 수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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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건을 의미한다. ISO의 제어변수는  이며 각 발전회사의 생산

량 및 수요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최소 출력 제약은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적화 결과 모든 발전기에 양의 출력

값이 할당되는 상황으로 논의를 제한한다.

본 논문에서 전략을 사용하는 참여자는 두 발전회사  이므로

전략공간은  의 전략변수  를 가로 및 세로축으로 한 2차 평면

을 의미한다. 이때 발전회사들의 입찰 행위는 전략공간 상의 한 점으로

표현된다. 전략 공간은 송전 제약 조건이 활성화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송전 제약이 활성화되지 않는 영역을  , 송

전 제약이 활성화되는 공간을 로 정의한다. 송전 제약이 활성화되었다

는 것은 계통에 혼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송전선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전략공간을 이라 정의

한다. 은 식(3.27)을 만족하는 공간이다.

      max (3.8)

송전선의 혼잡이 발생하는 전략공간을  이라 정의한다.

은 식(3.28)을 만족하는 공간이다.

      max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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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송전제약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ISO의 최적화 문제는 식

(3.10)과 같이 표현된다.

max
 




 


 

















 

(3.10)

송전제약이 활성화 되지 않으므로 식(3.10)에서는 제약조건에서 사라

진 것을 알 수 있다. 계통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 지역의 가격

은 단일 가격 로 모두 같아지게 된다. 단일가격 는 의 수요함수인

식(3.4)에  의 입찰함수인 식(3.3)을 대입하여 만들어진 식(3.11)로

구할 수 있다.







 





 
(3.11)

식(3.11)에서 구한  값을 수요 및 발전사의 입찰함수에 대입하면 각

각의 생산량 및 소비량인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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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식(3.12)에서 사용된 값은 식(3.11)을 따른다.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ISO의 역할은 발전회사의 입찰 변수  를 식(3.11)및 (3.12)에

대입하여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송전 혼잡 제약조건이 활성화될 경우, 즉 혼잡이 발생할 경우 ISO의

사회후생 최대화 문제는 식(3.13)으로 표현된다.

max
 




 


 

















 max
 

(3.13)

송전 제약 조건이 활성화 된 상태이므로  max로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3.13)을 풀기 위한 라그랑지안은 식(3.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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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3.14)

라그랑지 승수 는 수급 제약 조건의 shadow price를 의미하고 는

송전 제약 조건의 shadow price 를 의미한다. 최적점이 만족해야 하는

K.K.T. 조건들은 식(3.15)~(3.19)와 같다.

     (3.15)

   max (3.16)




      (3.17)




        (3.18)




        (3.19)

식(3.15)및 (3.16)는 등식제약 조건이며 식(3.17)~(3.19)는 ∇  에서

파생된 식들이다. 식(3.17)을 정리하면      이 되며 는 수급제약

조건의 shadow price인 동시에 수요 모선에서의 전력 가격을 의미한다.

식(3.18)을 정리하면 식(3.20)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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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식(3.20)의 우변은 ISO 입장에서 본 발전회사 1의 한계가격인 동시에

발전 모선 1의 전력 가격이 된다. 따라서 식(3.20)의 좌변은 수요 모선의

가격인 에 비해 발전 모선 1의 가격인 우변의 값이 만큼 낮아진 것

을 의미한다. 는 송전 혼잡 제약 조건의 shadow price이므로 송전선의

단위 용량 당 가치를 의미하고 송전 혼잡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 은 발전회사 1의 해당 송전선에 대한 PTDF 값이다. 따라서

식(3.20)은 송전 혼잡이 발생할 경우 혼잡의 정도 및 PTDF 값 에 비

례하여 발전 모선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식(3.15)~(3.19)를 정리하여  의 값을 의 함수로 나타내면 식

(3.21)과 같다.









 












max
max

 











max
max

 

(3.21)

즉 혼잡이 발생한 경우 ISO의 행위는 각 발전회사의 전략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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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3.21)에 대입하여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3.3 발전회사의 이윤 극대화 모델링

3.2절에서 ISO의 사회후생 최적화는 발전회사의 입찰변수 값을

사용하여 혼잡, 비혼잡 여부를 판단하고 각 상태에 따른  값을 산

출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을 보였다. 시장 모델링 과정에서 ISO의 사회

후생 최대화 기법은 공개되어 있고 발전회사는 이러한 ISO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3절에서는 ISO의  결

정 방식을 알고 있는 발전회사가 전략변수를 조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

는 과정을 설명한다.

3.3.1 내쉬균형

게임이론에서 각각의 참여자가 담합 없이 개별적으로 이윤을 최대화

하려 하는 상황을 비협조 게임이라고 한다. 내쉬균형은 비협조 게임의

결과를 대표하는 균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내쉬균형은 참가자 중

누구도 자신의 전략만을 수정하여 자신의 이익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명의 참가자가 존재하는 게임의 내쉬균형을 식

으로 표현하면 식(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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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2)

식(3.22)에서 는 참가자 가 선택한 전략을 의미하고 는 가 될

수 있는 모든 전략의 집합이다.  는 참가자 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

이 선택한 전략을 벡터로 나타낸 것으로 식(3.23)과 같다.

   ⋯  ⋯ (3.23)

식(3.23)에서 및  
 는 내쉬균형에서의 전략을 의미한다. 즉 식

(3.23)는 모든 에 대하여 가 더 높거나 같은 이윤을 보장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참

가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

쉬균형에서는 어떤 참여자도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여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최적 반응함수(Best response curve, BR)는 상대방의 전략을 변수로

하여 자신의 최적 전략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내쉬균형은 전

략 공간 상에서 최적 반응함수의 교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적 반응 함

수의 교점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최선의 선

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내쉬균형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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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전략은 순

수전략과 혼합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모든 전략의 집합

인 의 원소 중 하나를 100%의 확률로 선택하는 순수전략이라고 하며

둘 이상의 전략 원소를 일정 확률로 나누어 선택하는 전략을 혼합전략이

라고 한다. 모든 참가자가 순수전략을 선택하는 내쉬균형을 순수전략 내

쉬균형이라고 하며 2-참여자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전략쌍(


)를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라 한다.

 


 ≥  
  for∀∈ (3.24)

 


 ≥  
  for∀∈ (3.25)

적어도 1명 이상의 참여자가 혼합전략을 사용할 때의 내쉬균형을

혼합전략 내쉬균형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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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혼합 전략쌍 (


)를 혼합

전략 내쉬균형이라 한다.

  


  ≥   
  for∀

∈ (3.26)

  


  ≥   
  for∀

∈ (3.27)

여기서  및 는 각각 발전사 1 및 발전사 2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혼합전략의 집합을 의미한다.

최적 반응함수의 교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교점 상에서 순수전

략 내쉬균형이 존재하지만 최적 반응함수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합전략 내쉬균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3.3.2 송전제약이 없을 경우 발전사의 최적 반응 함수

발전회사의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뺀 식(3.28)로 표현된

다.

   for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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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1,2는 각기 자신의 전략변수인 를 조정하여 이윤을 극대

화하려 한다. 송전제약이 없을 경우 ISO가 결정하는 전력 가격 몇 발전

량은 식(3.11) 및 (3.12)로 표현되는 것을 보였다. ISO의 최적화 결과를

고려한 발전회사들의 이윤 극대화는 식(3.29)로 정리할 수 있다.

max  for    




 





 





 

 



(3.29)

발전회사의 이윤 극대화는 이윤을 전략변수로 미분한 일계미분조건




  을 만족할 때 이루어진다. 식(3.29)및 일계미분조건을 사용하여

각 발전회사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값을 구하면 식(3.30)와 같다.



- 40 -

 
 







 
 







(3.30)

여기에서 
 

의 위첨자 ‘1’은 식(3.30)가 , 즉 비혼잡 영역

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3.30)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값

은 다른 발전회사의 전략을 변수로 갖는 함수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최적 반응함수라고 한다. 
 

은 비혼잡 영역

에서 발전회사 1 및 2의 최적 반응 함수이며 계통에 송전제약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에는 전략공간 전체가 비혼잡 영역 이 되므로 식(3.30)가

모든 전략 공간상에서의 최적 반응 함수가 된다.

가로축을  세로축을 로 하는 전략 공간 위에 
 

를 표

현하면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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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략 공간과 최적 반응 함수

Fig. 3.3 Strategy space and the best response curves

3.3.3 Line 3에 송전제약이 있을 경우 발전사의 최적 반응 함수

그림 3.4 은 연구 대상 계통에서 Line 3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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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Line 3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계통

Fig. 3.4 Power system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Line 3은 발전기와 부하를 연결하는 송전선이며 PTDF의 기준방향

은 그림 3.4에 화살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모선1에서 모선3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max는 Line 3의 송전 용량 제약을 의미한다.

계통의 연결 상태를 보면 각 발전사의 발전량 증가가 Line 3의 조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있다. 의 발전량이 늘어나고 의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 Line 3의 조류량은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의 발전량이 늘

어나고 의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에도 Line 3의 조류량은 증가한다. 따

라서  의 Line 3에 대한 PTDF 값은 모두 양수이다(   ).

또한 에서 로 향하는 경로의 리액턴스 값이 →→ 경로 상의

리액턴스 값보다 작기 때문에 (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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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절에서 전략공간은 송전혼잡 여부에 따라  로 분할됨을 보였

다. 혼잡 영역과 비혼잡 영역의 경계선은 식(3.31)를 만족한다.

   

 max
(3.31)

식(3.31)는 세 지역의 가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송전

선상의 조류가 max , 즉 제약과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3.31)를

정리하여 를 소거하면 식(3.32)을 얻을 수 있다.


maxmax max

 

(3.32)

   을 만족하는  값들이 혼잡과 비혼잡 영역을 나누

는 경계를 형성한다. 식(3.32)을 만족하는 경계를 따라 구분되는 두 개의

전략 공간을 그림 3.5 상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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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Line 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전략 공간

Fig. 3.5 Strategy space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그림 3.5에서 가로 및 세로축은 각각 발전회사 1 및 2의 전략인  ,

를 의미한다. 송전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 는 전략 공간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발전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입찰함수의 기울

기를 높게 조정할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고 송전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가 좌측 하단에 위치하는 이유는 발전회사

들이 실제 한계비용에 가까운 낮은 기울기로 입찰할 경우에 생산량이 증

가하여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식(3.24)를 통해 이미 비혼잡 영역인 에서 각 발전회사의 최적 반

응 함수를 구한 바 있다. 전체 영역에서의 최적 반응 함수를 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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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혼잡이 발생한 경우에 발전회사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살펴본다.

혼잡이 발생한 경우 ISO가 결정하는 발전량은 식(3.21)을 따르므로

발전회사의 이윤 극대화 과정은 식(3.33)로 표현할 수 있다.

max  for    












 












max
max

 











max
max

(3.33)

발전회사의 이윤 극대화 조건  을 사용하여 식(3.33)을 만족

하는  값을 구하면 식(3.34)과 같다.









 













 













(3.34)

식(3.34)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 값은 발전회사의 실제 한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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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곡선의 기울기인 보다 항상 큰 값으로 결정되고 
  

  는 전

략공간 상에서 서로 평행하여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그림 3.6는 전략 공간상에 
  

   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3.6 Line 3 혼잡 영역의 최적 반응 곡선

Fig. 3.6 BR curve in Line 3 congested area 


  

   가 유효한 영역은 혼잡이 발생하는 이기 때문에 그림

3.6에서 내부에서만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비혼잡 영역과 혼잡 영역의

최적 반응 곡선을 조합하면 각 발전회사의 전체 최적 반응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7 은 각 발전회사의 전체 최적 반응 곡선을 표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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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Line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내쉬균형

Fig. 3.7 Nash equilibrium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3

발전회사 별로 각 전략 공간에서 유효한 최적 반응 곡선 부분을 조

합함으로써 전체 영역에서의 최적 반응 곡선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림 3.7

에서 발전회사 1의 최적 반응 곡선은 
  및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전체 구간이 모두 에 속해 있어 유효한 구간이 없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 하기 때문에

송전제약 경계조건을 따라가게 된다.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곡선은 
   

   및   곡선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전체 전략 공간의 최적 반응 곡선은 각 전략 공간에서 유

효한 최적 반응 곡선을 따르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혼잡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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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른다.

그림 3.7에서 내쉬균형이 혼잡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경계 조건

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15]의 결과와 같이 발전회사가 ISO에게 혼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8은 발전회사 2의 이윤을 등고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8 Line 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발전회사

2의 이윤 등고선

Fig.3.8 Contour lines of G2's profit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그림 3.8에서 밝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일수록 발전회사 2의 이윤이

높은 점을 뜻한다. 발전회사 1의 전략이 유지될 경우, 즉 동일한 값 하

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곡선에 접근할수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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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에서 화살표는 최적 반응

곡선에 가깝게 발전회사 2가 전략을 수정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현재 시

장의 결과로 최적 반응 곡선보다 위쪽의 점에서  가 결정되어 있다

면 발전회사 2는 다음 번 입찰시 더 낮은 값을 입찰할 것이고 반대의 경

우는 더 높은 값을 입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4 Line 1에 송전제약이 있을 경우 발전사의 최적 반응 함수

본 절에서는 그림 3.9에 표시된 것 처럼 Line 1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내쉬균형을 분석한다.

그림 3.9 Line 1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계통

Fig. 3.9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부하 모선인 D를 기준 모선으로 하고 Line 1 조류의 기준 방향을 모

선1에서 모선2를 향하는 방향으로 하여 PTDF를 구한다. G1이 계통에

전력을 주입하고 D에서 동일한 양을 추출할 경우 Line 1은 기준 방향으



- 50 -

로 조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G1의 Line 1 에 대한 PTDF 값은 양수가 된

다. 반면 G2가 계통에 전력을 주입하고 D에서 동일한 양을 추출할 경우

는 Line 1에 기준 방향과 반대로 조류가 증가하며 기준 방향에서 보았을

때에는 조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G2의 Line 1에 대한

PTDF 값은 음수가 된다. 각 발전회사의 Line 1에 대한 PTDF 값을 각

각 라 하고 본 절에서는   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두 발전회사가 같은 양을 발전할 때 조류가 기준 방향(모선1->모선2)으

로 흐르는 결과를 낳으며 혼잡은 주로 모선1에서 모선2로 향하는 방향,

즉 기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3.10은 Line 1에 송전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전략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0 Line 1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전략 공간

Fig. 3.10 Strategy space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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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에서 혼잡이 발생하는 영역은 이다. 가 전략공간의 좌

상단에 위치한다는 것은 발전회사 1이 낮은 가격에 입찰할수록, 발전회

사 2가 높은 가격에 입찰할수록 혼잡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회사 1이 낮은 가격에 입찰할 경우 송전선의 기준 방향 조류가 증가

하지만 발전회사 2가 낮은 가격에 입찰할 때는 역방향 조류가 증가하여

기준 방향 조류를 상쇄하게 된다. 이는 Line 1 에 대한 발전사들의

PTDF계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것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림 3.11는 비 혼잡 가정 하에서 구한 최적 반응 곡선 
  ,

  

을 전략 공간상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1 비혼잡 영역의 최적 반응 곡선

Fig. 3.11 Best response in congestion-off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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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는 3.3.1절에서 구한 것과 동일한 식(3.34)을 따른다.

그림 3.12에서 
   및 

   가 비 혼잡 영역에 포함된 유효한 구

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혼잡 영역 에 포함된 유효하지 않은 구간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3.3.1 에서는 에서 
  ,

   가 교차하지 않

는 상황을 설정하였는데 그림 3.11에서는 에서 
  ,

   가 교차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ine 1에 송전제약이 존재할 경우 발생하

는 특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림 3.12은 혼잡 가정 하에서 구한 최적 반응 함수들인 
  ,


  을 전략 공간상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2 Line 1혼잡 영역의 최적 반응 곡선

Fig. 3.12 Best response in congestion-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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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는 3.3.1 절에서 구한 것과 동일한 식(3.42)를 따른다.

그림 3.12에서 
  는 전 구간이 비 혼잡 영역 에 속하기 때문에 유

효한 구간이 없고 
  는 혼잡이 발생하는 내에 일부 유효한 구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는 전체 영역에서의 최적 반응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3 Line 1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최적 반응 함수

Fig. 3.13 Best response curve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그림 3.13에서 발전사 1의 최적 반응 함수는 
   및   으로

이루어진다. 
  는 그림 범위보다 우측에 존재하여 표시되지 않았고

에서 발전사 1의 최적 반응 곡선은   인 경계를 따라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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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2의 경우에는 동일한 값에 대하여 2개의 유효한 최적 반응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이 형성된다. 그림에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구간

내의 값에 대해서는 
  , 및 

  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 곡선 상의 가 더 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사 2의 최적

반응 곡선은 특정한 값 까지는 
  를 따르다가 

  로 전환되게

되는데 해당  값을  라고 정의한다.

정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 값으로 정의한다.


  

    
  

                        (3.35)

의 아래 첨자 sw 는 switch 의 약자로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곡선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값을 뜻한다. 는 위첨자  에 따라 각

각 전략공간   에서의 이윤을 의미한다. 값을 구하면 발전회사 2

의 최적 반응 함수는 그림 3.14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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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Line 1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함수

Fig. 3.14 Best response of G2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그림 3.14에서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함수에 불연속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곡선의 불연속 구간 사이

를 발전회사 1의 최적 반응 곡선이 통과함으로 해서 두 최적 반응 곡선

사이에 교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3에서 발전회사

1및 발전회사 2가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구한 최적 반

응곡선은 에서 교차함을 보였다. 따라서 발전회사 1 및 2가 혼잡에 대

한 정보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교차점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계통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발전회사 2가 계통의 혼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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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림 3.14와 같이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사라지

고 발전회사 2는 혼합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

게 된다.

혼합전략 내쉬균형은 3.3.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게임의 참여자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이 혼합전략을 사용하는 내쉬균형을 의미한다. 혼합

전략이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임에서 둘 이상의 전략변수를 일정 확률

로 선택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혼합전략 내쉬균형도 순수전략 내쉬균형

과 마찬가지로 ‘어떤 참여자도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여 더 이상 이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 2가 선택하는 두 전략이 발전회사 2에게 동일한 이윤

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은 식(3.36)로 표현된다.


 


   

 


  (3.36)

식(3.36)에서 
 및 

 는 발전회사 2의 혼합전략을 구성하는 두 개

의 전략을 의미한다. 만일 
 와 

 가 발전회사 2에게 주는 이윤이 다

르다면 발전회사 2는 더 큰 이윤을 주는 전략의 비중을 높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는 내쉬균형의 정의에 어긋난다. 따라

서 혼합전략을 구성하는 전략변수들은 발전사 2에게 동일한 이윤을 보장

해야 한다. 이를 흔히 혼합전략 사용자의 균등이윤 조건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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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식(3.35)를 만족하는 
 ,

 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 바 있다. 두 전략 중 혼잡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략을 
 로, 혼잡

을 발생시키는 전략을 
 로 정의하고 그림 3.15 상에 나타내었다.

그림 3.15 발전회사 2의 혼합 전략

Fig. 3.15 Mixed strategy of G2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 1의 입장에서도

을 수정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따라서 혼합전략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회사 2는 발전회사 1이

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발전회

사 2는 
 및 

 에 할당하는 확률을 수정함으로써 해당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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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2가 
 에 할당하는 확률을 로 정의한다. 즉 는 발전회

사 2가 혼잡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다.

발전회사 1은 발전회사 2가 
 와 

 중 어느 전략을 사용할 지 모

르는 상태에서 을 정해야 하므로 기대이윤을 최대화 하는 전략을 사용

하게 된다. 식(3.37)는 발전회사 1의 기대이윤을 최대화 하는 전략이 만

족해야 하는 조건을 표현한 것이다.


  argmax



 
 

 
 

 
(3.37)

또한 내쉬균형 상에서는 
에 대하여 발전회사 2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식(3.38)또한 성립한다.


 

   
  

 
   

 (3.38)

식(3.37)을 만족하면서 식(3.38)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1계 미분조건은 식(3.39)과 같다.




 


 

  


 


 

  (3.39)

발전회사 2는 식(3.38)및 (3.39)을 만족하는 
의 값이 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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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정해야 하므로 는 식(3.40)에 의해 결정된다.

(3.40)

요컨대 Line 1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합전략

균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전회사 1

100%의 확률로 전략 를 선택

발전회사 2

의 확률로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전략 
 를 선택

 의 확률로 혼잡을 발생시키는 전략 
 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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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도 계약을 고려한 시장 균형

제 4 장 에서는 제 3 장에서 분석한 각 시장 균형 상태에서 발전회

사들에게 의무적 선도계약을 부과하였을 때 시장 균형 및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1절에서는 시장 지배력 분석 과정에서 주목해

야 할 요소들을 제안한다. 4.2절에서는 송전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선도계

약이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3절 및 4.4절에서는 각각

Line 3 및 Line 1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선도 계약이 시장 지

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1 시장 지배력 분석 도구

본 논문에서는 시장 균형에 대한 해석적 접근 방식과 더불어 체제적

접근방식(systemic approach)을 사용하기 위해 경쟁적 전략점의 개념을

정의한다.



- 61 -

정의)

n명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게임에서 전략 공간상에 점 A 와

B 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A= ⋯  , B=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를 B보다 ‘더 경쟁적인 전략점’ 으

로 정의한다.

조건1. 최소한 하나의  및  에 대해    이다

조건2.  ≤  for    and ≠ 

어떤 전략점이 다른 전략점보다 경쟁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명의

참가자가 더 낮은 전략변수를 사용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전략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발전회사가 실제 한

계비용보다 높은 전략변수로 입찰한다는 가정 하에서 더 경쟁적인 전략

점은 발전회사들의 입찰 함수가 실제 한계비용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경쟁적 전략점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주어진 게임에서 이 명제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선도계약이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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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1. 참여자에게 부과된 선도계약은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더 경쟁적인 균형으로 이동시킨다.

명제2. 전략 공간 상에서 더 경쟁적인 전략점 일수록

시장 지배력이 더 낮다.

어떤 게임이 명제 1과 명제 2를 모두 만족한다면 해당 게임에서는

선도계약이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이 명제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도계약이 시장 지배력

을 강화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명제 1 및 명제 2는 선

도계약이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일 뿐이다.

4.2 송전 제약이 없는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선도계약의

영향

본 논문에서는 선도계약이 규제에 의해 의무적으로 주어지며 계약량

과 계약 가격 역시 규제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발전회사에

게 계약 가격이 
 이고 계약량이 

 인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현물

시장 가격이 로 형성되었을 때 발전회사는 선도계약에 의해 
 

만

큼의 추가 이득을 얻게 된다. 물론 선도계약에 의한 이득은 양의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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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송전 제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발전사

이윤 최적화 문제는 식(4.1)로 정식화 할 수 있다.

max



 


 



 





 





 

 

 for    

(4.1)

식(4.1)에서 및 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ISO의 사회후생 최적화 결

과를 의미한다. 식(4.1)에 대한 발전회사 1 및 2의 해는 식(4.2),(4.3)과

같다.




 















(4.2)


 

  






 








(4.3)

식(4.2),(4.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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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4.2)및 (4.3)에 각각 
   

  을 대입할 경우 선도계약을 고려

하지 않은 반응곡선인 식(3.34)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

화에 따라 최적 반응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

(4.2) 및 (4.3)에서 
  

의 계수들의 부호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고

     이므로 식(4.2) 및 (4.3)에서      인 것은 자명하다.

 >0 의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4.4)

여기서

   

   i f   
 i f   

식(4.4)에서 부등호의 좌변은 , 즉 가격이 일 때 시장의 수요

량을 의미하고 우변은  , 즉 가격이 일 때 다른 발전사의 발전량과

같다. 는 발전사 의 한계 비용의 절편이므로 식(4.4)의 좌변이 우변보

다 작을 경우, 즉 시장 가격이 일 때의 수요가 다른 발전사의 발전량

보다 작은 경우 발전사 는 ISO에 의해 발전량이 0으로 정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회사 1 및 2의 발전량이 양의 값으로 결정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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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다.

       이므로 식(4.2)와 식(4.3)에서 
의 계수는 모두 0보다

크다. 따라서 비혼잡 영역에서 발전회사 의 최적 반응 함수 
  는 발

전회사 의 선도계약량 
값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점에서 감소한다.

그림 4.1은 정리 1의 한 예를 전략공간 상에 표현한 것이다.

그림 4.1 비혼잡 영역의 최적 반응곡선 변화

Fig. 4.1 Various BR curves in non-congested region

또한 
  는 에 대하여 단조증가 함수이므로 송전제약이 존재하

지 않는 계통에서 발전회사에게 부과되는 선도계약량이 증가하면 순수전

략 내쉬균형은 더 경쟁적인 균형점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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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격은 (3.11)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든 발전사의 발전량이 양수

인 경우에는  값이 낮을 수록 시장가격 가 낮아진다. 따라서   

인 영역에서 더 경쟁적인 균형점일수록 더 낮은 시장가격 가 형성된

다.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시장 가격이 한계비용에 얼마나 가

까운가로 할 경우 송전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4.1에서 정의한

명제 1 및 명제 2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송전 제약

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선도계약이 내쉬균형을 더욱 경쟁적인 균

형점으로 이동시키고 경쟁적인 균형일수록 시장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송전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선도계약은 시장 지배력

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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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선도계

약의 영향

4.3.1 Line 3에 송전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4.3.1.1 최적 반응 함수의 변화

4.2절에서 송전 제약이 없는 상황의 최적 반응 함수 
  ,

  가

선도계약에 의해 받는 영향을 정식화 하였다. 송전 제약 하에서 선도계

약을 포함한 최적 반응 함수 
  ,

  는 식(4.5)의 해이다.

max 


 for    











 










maxmax

 









maxmax

(4.5)

식(4.5)에서  ,와 관련된 제약조건들은 ISO가 혼잡 상황에서 사회

후생 최적화의 결과로 구한 발전량이다. 발전회사들은 이 발전량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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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의 내부 함수로 사용하여 자신의 전략변수를 결정한다. 이때 상대

의 전략변수에 따라 자신의 전략변수를 결정하므로 최적 반응 함수가 구

해진다. 식(4.5)의 해로 도출되는 발전사들의 최적 반응 함수는 식

(4.6)~(4.7)과 같다.




 





















(4.6)




 





















(4.7)

여기에서

  





  





  
maxmax

  
maxmax

이다.

식(4.6)및 (4.7)에서 
   인 경우 선도계약을 고려하지 않은 최적

반응함수인 식(3.34)와 같아짐을 알 수 있다.      은 자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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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는 발전회사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식(4.5)의 분자들이다. 발전회

사의 생산량은 양수로 할당된다고 가정하였고 식(4.5)의 분모는 항상 양

수이기 때문에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4.6) 및 (4.7)에

서 
의 계수들은 모두 양수이다. 그러므로 

가 증가할 경우 
  의 분

자는 감소 , 분모는 증가하게 되어 발전량이 양수라는 가정을 만족하는

  인 구간에서 
  는 항상 감소하게 된다.

그림 4.2은     인 경우 혼잡 영역과 비혼잡 영역의 최적 반응

함수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그림 4.2 Line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최적 반응곡선

Fig. 4.2 BR curve with transmission constrant on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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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항상 송전제약

경계 조건 위에 구간의 형태로 존재한다. 송전제약 조건은 제 3 장에서

    의 형태로 정의한 바 있는데 이를 혹은 의 함수로 정

리하면 식(4.8)과 같다.

 
 max max  

 max  
(4.8a)

 
 max max  

 max  
(4.8b)

순수전략 내쉬균형의 경계조건들은 식(4.9)를 통해 얻어진다.


min  

 min  (4.9a)


max   

 max  (4.9b)


min  

 min  (4.9c)


max  

 max  (4.9d)

식(4.9)에서 얻은 minmaxminmax값들을 활용하면 순수전략 내

쉬균형은 식(4.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in ≤
 ≤max

min ≤
 ≤max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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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10)을 만족하는 점 


 는 혼잡 경계 상의 순수전략 내쉬균형

이 된다. 그림 4.3 는 식(4.9)에서 얻은 값들을 전략공간 상에 표시한 것

이다.

그림 4.3 순수전략 내쉬균형의 경계조건

Fig. 4.3 Boundary conditions of PSNE

그림 4.3에서 m in값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발전회사 1의 비혼잡

최적 반응 곡선인 
 

 과 혼잡 경계조건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

문이다.

앞서 최적 반응곡선에 선도계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

라 다음 사실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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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4.1)


이 증가할 경우 m in  max는 감소한다.

정리 4.2)


이 증가할 경우 m in max는 감소한다.

정리 4.1 및 4.2는 송전제약 조건이  의 각 축에서 바라보

았을 때 단조감소 함수이며 최적 반응곡선은 선도계약량이 증가함

에 따라 모든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성질에 의해 자명하다.

4.3.1.2 
의 증가에 따른 영향

그림 4.4에 주어진 상황에서는 m in및 max가 순수전략 내쉬균형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max은 직접적으로 경계 역할을 하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m in  
 max  이기 때문에 m in이 더 엄

격한 경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 4.1에 따라 
을 증가시킬 경우 max값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단조감소 함수인 
 max 의 값은 증가하겠지만 m in  

 max  을 만

족하기 전까지는 순수전략 내쉬균형 구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m in  
 max   max인 구간에서 

이 증가할 경우는 m in대신에


 max 가 최소값 역할을 하여 순수전략 내쉬균형 구간을 줄이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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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이 더욱 증가하여 max  

 max  가 될 경우 순수전략 내쉬균

형은 더 이상 혼잡 경계조건 상에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혼잡 영

역인  내부에 유일한 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림 4.4 는 발전회

사 1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하여 혼잡 영역  에서 최적 반응 함수 간의

교점이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 송전 혼잡 영역의 순수전략 내쉬균형

Fig. 4.4 PSNE in congestion-on region

3.3 절에서 발전회사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혼잡 영역에 내쉬균형

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는 발전회사들이 혼잡 요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전략 변수 값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혼잡 영역 내부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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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략 내쉬균형이 발생하고 ISO가 혼잡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회사의 전략에 의해 포획되었던 혼잡 수입이 선

도계약으로 인해 ISO에게 되돌아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1.3 
의 증가에 따른 영향


가 증가할 경우 m in , max값은 감소하고 순수전략 내쉬균형 구간

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m in  
 max   max 을 만족하는 구간에서 순수전략 내쉬균형 구간

이 좁아지다가 max  
 max 을 만족하는 순간 혼잡 영역으로 들어가

게 된다.

4.3.1.4 선도계약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혼잡 영역 내부에서 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는 
 

 및 
 

 

의 교점이 발생할 때이므로 균형의 좌표는 식(4.8)을 통해 얻을 수 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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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8)에서 구한 
 

 
  

 
 

 가 혼잡 상태의 균형이 된다. 즉

각 발전사업자에게 주어진 선도계약량을 통해 최적 반응함수의 교점을

찾아낼 수 있다. 혼잡 상태의 내쉬균형에서 사회후생은 식(4.9)에 의해

구해진다.

  










 (4.9)

여기에서










   


  


 

    


 




   
          max 

max


   


  


 

    


 




   
          max 

max

  
  



이다.

의 특징은 등고선이 방사형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뻗어나가는 직선 상에서 값은 모두 일치한다. 그림

4.5는 Line 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 전략공간 상에서 사회후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76 -

그림 4.5 전략 공간 상의 사회 후생 등고선

Fig. 4.5 Social welfare contours on the strategy space

그림 4.5에 표시된 사회 후생은 밝은 색일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그

림 4.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잡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사회후생

은 방사형 직선상에서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점들도 직선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림 4.5에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

다. 앞서 순수전략 내쉬균형 구간은 선도계약이 없을 경우 혼잡 경계조

건 상에 존재하며 선도계약이 부과될 경우 경계를 따라 이동하다가 혼잡

영역으로 들어감을 보였다. 혼잡 경계 상에도 사회후생이 최대화되는 점

은 존재한다. 그러나 선도계약의 부과에 따라 순수전략 내쉬균형 내부에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점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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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Line 1에 송전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제 3 장에서 Line 1에 송전제약이 존재할 경우 [16]에서 제시한 현상

과 유사한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발생함을 보였다. 선도계약을 포함할 경

우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 함수는 
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 만

족해야 하는 조건은 (4.10)과 같다.


  


  

  


  (4.10)

위첨자  및  는 각각 전략공간 및 에서 성립하는 식을 의미

한다.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만족해야 하는 발전회사의 균등이득 조건은 식

(4.11)과 같다.


 


 

   
 


 

  (4.11)

균형점에서 발전회사 1의 기대이윤 극대화 조건은 식(4.12)와 같다.


  arg max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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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쉬균형 상에서는 
에 대하여 발전회사 2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식(4.13)이 성립한다.





  

  



  

 (4.13)

식(4.13)을 만족하면서 식(4.12)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1계 미분조건은 식(4.14)과 같다.




 


 

 



 


 

 
  (4.14)

발전회사 2는 식(4.13)및 (4.14)을 만족하는 
의 값이 가 되도록

값을 정해야 하므로 는 식(4.15)에 의해 결정된다.

(4.15)



- 79 -

정리 4.3)

Line 1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혼합전략 내쉬균형에서 발전회사

1의 선도계약량이 증가할 경우 
  

 는 변화가 없고 는 감소한다.









  , 







 ,





  ,





 

(정리 4.3의 증명)

a)







 , 







 의 증명


 및 

 는 식(4.13)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식(4.13)은 
를 변수로

갖지 않으므로 







 ,







  이다.

b)





  의 증명

는 식(4.10)의 해 이다. 식(4.10)의 좌,우변을 구성하는 는 
을

변수로 갖지 않으므로 
   이다.

c)





  의 증명

는 식(4.15)에 의해 구해진다.


은 에 대해 concave 함수이고 송전 혼잡시에는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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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수이다.


 은 에 대해 concave 함수이고 송전 비혼잡시에는   

 

이므

로


 

 
 

 
    

은 음수이다.

분모의 두 번째 항은 식(4.16)과 같다.




 

 
 

 
   


  

         


(4.16)

식(4.16)을 다시 
에 대해 미분하면 식(4.17)을 얻는다.








 
 

 
 
   

  
   

  (4.17)

따라서 
이 증가하면 분모의 두 번째 항은 감소한다.


이 증가할 경우 식(4.15)에서 분자 및 분모의 첫 번째 항은 동일한

양수값을 가지고 분모의 두 번째 항은 음수에서 감소한다. 두 번째 항

앞의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 분모 값은 양수에서 증가하여 는 감소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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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4.4)

Line 1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혼합전략 내쉬균형에서 발전회사

1의 선도계약량이 증가할 경우 기대 사회 후생은 감소한다.

(정리 4.4의 증명)

정리 1에 따라 혼합전략 내쉬균형 상에서 
이 증가할수록


  

 는 변화가 없고 는 감소한다. 는 비혼잡 전략을 사용할 확

률이므로 
 이 증가함에 따라 혼잡 발생 확률은 증가한다. 혼잡이 발

생하는 균형점에서의 사회후생은 비혼잡 균형점에서의 값보다 더 적다.

따라서 
 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 사회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정리 4.4)는 발전회사 1에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발전회사 2가 혼

잡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게 되어 시장 지배력을 간접

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도계약이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반면에 Line 1에 제

약이 존재할 경우 발전회사 2의 선도계약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 사회

후생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해당 현상은 사례연구에서 다룬다.

요컨대 Line 1에 송전제약이 존재할 경우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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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혼합전략 사용자인 발전회사 2 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하면 사

회 후생이 증가하지만 순수전략 사용자인 발전회사 1 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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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연구

제 5 장에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그림 5.1의 계

통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그림 5.1 사례연구를 위한 3 모선 계통

Fig. 5.1 3-bus system for case study

3개의 모선 중 두 모선에는 각각 하나의 발전회사가 위치하며 다른

한 모선에는 수요가 존재한다. 수요함수 및 발전회사들의 한계비용함수

는 식(5.1)과 같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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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제약 조건에 따라 3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 1 은 송전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례 2 는 그림 5.1의 Line 3 에 송전제약이 존

재하는 경우이다. 사례 3 은 그림 5.1의 Line 1 에 송전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사례마다 발전회사들이 한계비용으로 입찰하는 경우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발전회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입찰

하는 경우의 시장 균형과 비교하였다. 또한 발전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입

찰하는 상황에서 의무적 선도계약이 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Price Cost Margin Index

(PCMI)를 사용하였다. PCMI는 ‘(실제 가격-완전경쟁 가격)/완전경쟁 가

격’ 으로 정의된다. PCMI를 통해 발전회사들의 전략적 행위로 인해 시

장 가격이 완전경쟁 가격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5. 1 사례 1 : 송전 제약이 없는 계통

송전제약이 없는 계통에서 완전경쟁 상황의 시장 균형에 대한 정보

들을 표 (5.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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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 발전회사 1 발전회사 2 수요

전략변수() 0.03 0.03

생산량()[MW] 685.71 685.71

소비량()[MW] 1371.43

생산비용()[원/h] 8424.49 8424.49

지역가격()[원/MWh] 22.57 22.57 22.57

생산자잉여[원/h] 7053.06 7053.06

소비자잉여[원/h] 18808.2

사회후생[원/h] 32914.3

표 5.1 사례1 에서 완전경쟁 시장의 결과

Table 5.1 Competitive market result for case #1

완전경쟁 환경을 가정하면 발전회사들은 실제 한계비용함수로 입찰

하게 된다. 따라서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발전회사의 전략변수들

은 한계비용함수의 기울기 값인     의 값을 가지게 된

다. 또한 송전제약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전력 가격은 동일한

22.57[원/MWh]의 값을 갖는다. 완전경쟁 환경에서의 사회 후생 값은

32,914.3[원/h] 이며 본 연구에서 가정한 시장이 성취할 수 있는 사회 후

생의 최대값이다.

다음으로 발전회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입찰하는 복

점 시장의 균형을 분석한다. 그림 5.2는 각 발전회사의 최적 반응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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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송전제약이 없을 경우의 복점 균형

Fig. 5.2 Duopoly equilibrium without transmission constrant

그림 5.2 에서 점선은 두 발전회사가 한계비용으로 입찰했을 경우의

최적 반응 곡선으로 전략 변수값은 실제 한계비용과 동일한 0.03을 유지

한다. 한편 발전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입찰할 경우의 최적 반응함수는

상대 회사의 전략변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단조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상대 회사가 입찰함수의 기울기를 높게 조정할수록 자신도 입

찰함수의 기울기를 높게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으로 입찰할

경우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두 최적 반응 함수의 교점인 (0.0437,

0.0437)에서 발생한다. 표 5.2는 완전경쟁 시장과 복점 시장의 결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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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시장 환경 완전경쟁 복점 시장

발전회사1

전략변수() 0.03 0.0437

지역 가격()[원/MWh] 22.57 27.07

생산량()[MW] 685.71 573.32

생산자 잉여[원/h] 7053.06 9441.08

발전회사1

전략변수() 0.03 0.437

지역 가격()[원/MWh] 22.57 27.07

생산량()[MW] 685.71 573.32

생산자 잉여[원/h] 7053.06 9441.08

수요

지역 가격()[원/MWh] 22.57 27.07

소비량()[MW] 1371.43 1146.64

소비자 잉여[원/h] 18808.2 13147.9

PCMI 0 0.199

사회후생[원/h] 32914.3 32030

자중손실[원/h] 0 884.3

표 5.2 사례1에서 완전경쟁 시장과 복점 시장 균형 비교

Table 5.2 Competitive market vs. Duopoly market for case #1

표 5.2 에서 각 발전회사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

여는 상승하였지만 합계 면에서는 감소하여 사회 후생이 줄어들고 자중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림 5.3은 발전회사 1에 선도계약을 부과한 양에 따라 최적 반응함

수가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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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발전회사1의 선도계약량에 따른 최적 반응함수

Fig. 5.3 Best responses of G1 for various 


그림 5.3에서는 본문의 4.2절에서 보인 것과 같이 복점 환경에서 발

전회사에 의무적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최적 반응함수의 값이 전체 구

간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전회사 1및 발전회사 2의 최적

반응함수는 상대의 전략 변수에 따라 단조증가하며 아래로 볼록한

(convex) 함수이기 때문에 선도계약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전략 내쉬균

형의 (x1, x2)값은 모두 감소하게 된다. 완전경쟁 상황에서 발전회사 1에

할당되는 생산량인 685.71 만큼의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최적 반응함

수가 완전경쟁 균형인 (0.03, 0.03)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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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1에 할당된 선도계약량에 따른 내쉬균형에서의 시장 정보 변화

를 정리한 것이다.

선도계약

량

 0 100 200 300 400

발전회사1

전략변수() 0.0437 0.0414 0.0392 0.0373 0.0354

지역가격( )[원/MWh] 27.07 26.70 26.34 25.98 25.62

생산량( )[MW] 573.32 596.67 619.99 643.26 666.48

생산자 잉여[원/h] 9441.08 9400.2 9326.8 9221.2 9083.6

발전회사1

전략변수() 0.0437 0.0435 0.0433 0.0430 0.0428

지역가격( )[원/MWh] 27.07 26.70 26.34 25.98 25.62

생산량( )[MW] 573.32 568.10 562.85 557.54 552.20

생산자 잉여[원/h] 9441.08 9193.54 8949.62 8709.31 8472.61

수요

지역가격( )[원/MWh] 27.07 26.70 26.34 25.98 25.62

소비량()[MW] 1146.64 1164.78 1182.83 1200.8 1218.68

소비자 잉여[원/h] 13147.9 13567.1 13990.9 14419.2 14851.8

PCMI 0.199 0.183 0.167 0.151 0.135

사회후생[원/h] 32030 32160.8 32267.3 32349.7 32408

자중손실[원/h] 884.3 753.5 647.0 564.6 506.3

표 5.3 사례 1에서 발전회사 1의 선도계약량에 따른 모의 결과

Table 5.3 Simulation results for various 
 for case #1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회사 1의 선도계약량이 증가할수록 전

력 가격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하며 사회 소비자 잉여와 사회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발전회사의 잉여는 선도계약 가격인 
을 어떻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선도계약이 존재할 때 시장

에서 형성된 전력가격과 같은 값으로 선도계약 가격을 설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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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계약 가격과 시장 가격이 같기 때문에 선도계약에 의한 정

산금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전회사 1과 발전회사 2의 생산자 잉

여는 모두 감소하지만 발전회사 2의 잉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발전회사 1에게 시장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선도계약 물량을 할당해 주었

기 때문에 낮은 전략변수로 입찰한 발전회사 1이 같은 가격 하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계통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 2에 선도계약을 할당할 때의 현상은 발전회사의 입장을 바꾸면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림 5.4 선도계약 하의 복점 균형

Fig. 5.4 Duopoly equilibrium with forward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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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는 복점 상황에 있는 발전회사1 및 발전회사2 모두 에게 완

전경쟁 상황의 생산량과 같은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의 최적 반응 함수

및 시장 균형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완전경쟁

상황과 같은 점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 가격 및 사회

후생 등의 다른 시장 변수들도 완전경쟁 상황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림 5.5 는 발전회사 1 및 발전회사 2에 할당한 의무적 선도계약량

을 가로 및 세로 축으로 하여 사회 후생을 등고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5 송전제약이 없을 경우 선도계약량에 따른 사회 후생

Fig. 5.5 Social welfare for various forward contract

quantity without transmission constraint

완전경쟁 상황의 생산량과 같은 685.71의 선도계약을 양 발전회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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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부과할 경우 시장 균형에서는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어 자중손실이

0이 된다. 선도계약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오히려 사회후생이 감소

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5.2 사례 2 : Line 3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5.6 Line 3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계통

Fig. 5.6 Power system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사례 2는 발전기와 부하 사이의 송전선인 Line 3에 송전 제약이 존

재하는 경우이다(max  MW). 부하모선을 기준 모선으로 PTDF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발전회사 1및 발전회사 2의 Line 3에 대한 PTDF 값

은 모두 0보다 크며 송전선 연결 상태에 의해 발전회사 1의 PTDF 값이

더 큰 값을 갖는다. 발전기 1및 2의 Line 3에 대한 PTDF 값은 각각 0.5

와 0.25이다2).

2) Line 1, 2, 3 의 리액턴스를 각각   라고 할 때      로 두고

Line 3 의 PTDF 기준 방향을 모선 1에서 모선 3으로 향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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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전회사가 모두 한계비용으로 입찰할 경우 Line 3에 흐르는 조

류는 514.28MW 가 되며 이는 max보다 큰 값이므로 송전제약에 걸리게

된다.

5. 2. 1 순수전략 내쉬균형

그림 5.7 은 복점 상황의 최적 반응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7 Line 3에 제약이 있을 경우 복점 최적 반응함수

Fig. 5.7 Best responses on duopoly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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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간은 송전 제약 경계조건을 따라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과 혼잡이 발생하는 로 분할된다. 발전회사가 송전제약을 무시하고 전

략적으로 입찰할 경우의 균형인 (0.047, 0.047)은 에 속하므로 제약 하

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균형이 된다.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에서는 사

례 1과 동일한 최적 반응 곡선을 따른다. 발전회사 2의 경우는 에서

비혼잡 상태의 최적 반응 곡선을 따르고 있지만 발전회사 1의 비혼잡 최

적 반응 곡선은 모두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 제약의 경계를

따라 최적 반응 곡선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에서는 최적 반응 함

수가 직선의 형태를 띠며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형성되지 않는

다.

결과적으로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두 최적 반응 함수가 교차하는 구

간에서 형성되며 그림 5.7 에 가장 굵은 실선 및 화살표로 표시도어 있

다. 해당 구간은 송전제약 조건 (max   ) 상에 존재한다. 내쉬

균형이 점이 아닌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간 상의 모든 점이

내쉬균형이라 할 수 있다. 내쉬균형 구간 상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

는 한 점의 자료를 표 (5.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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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발전회사1

전략변수() 0.1048

지역가격() [원/MWh] 31.67

생산량() [MW] 283.07

생산자 잉여 [원/h] 7194.3

발전회사2

전략변수() 0.0467

지역가격()[원/MWh] 31.67

생산량() [MW] 633.86

생산자 잉여[원/h] 12774.5

수요

지역가격()[원/MWh] 31.67

소비량() [MW] 916.93

소비자 잉여[원/h] 8407.7

ISO 혼잡 수입[원/h] 0

PCMI 0.403

사회후생 [원/h] 28376.4

자중손실 [원/h] 3537.9

표 5.4 Line 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내쉬균형

Table 5.4 Nash equilibrium with transmission

constrant on Line 3

발전회사 1의 생산량 및 생산자 잉여가 발전회사 2에 비해 낮은 것

은 ISO가 제약이 존재하는 송전선에 대한 PTDF값이 큰, 즉 더 큰 영향

을 주는 발전회사 1에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량을 할당하여 송전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쉬균형은 송전 혼잡 경계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가격은 동일하고 혼잡 수입이 발생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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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2. 선도계약의 영향

본 절에서는 5. 2. 1.에서 설명한 순수전략 내쉬균형 구간이 각 발전

회사의 의무적 선도계약량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5. 2. 2. 1. 발전회사 1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경우

그림 5.8 은 발전회사 1에 부과한 선도계약량에 따른 최적 반응함수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8 Line 3에 제약이 있을 경우 발전사 1의

선도계약량에 따른 최적 반응함수

Fig. 5.8 Best response curve for various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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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선도계약이 없을 경우의

발전회사 1의 최적 입찰 곡선이다. 선도 계약량인 이 100, 200, 300으

로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100일때는 입찰곡선의 변화가 내쉬균형 구간에 변화를 주지 않

기 때문에 5. 2. 1에서 구한 내쉬균형 구간이 유지된다. 이 200일 때

에는 내쉬균형 구간이 축소되어 eq2에서 끝나고 eq1과 같은 점들은 더

이상 내쉬균형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 300일 때에는 5. 2. 1에서 구한

내쉬균형 구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eq3에서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

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표 (5.5)는 발전회사 1의 선도 계약량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내쉬균형이 구간 형태로 존재할 경우는 사회 후생이 극

대화되는 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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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계약( )[MW] 0　 100　 200　 300

　

발전회사1

　

　

　

전략변수() 0.1048 0.1048 0.1009 0.0576

지역가격( )[원] 31.66 31.66 31.93 21.80

생산량( )[MW] 283.07 283.07 296.74 343.60

생산자 잉여[원/h] 7194.3 7194.3 7562.0 5031.0

　 　 　 　 　

　

발전회사2

　

　

　

전략변수() 0.0468 0.0468 0.0494 0.0494

지역가격( )[원] 31.66 31.66 31.93 27.33

생산량( )[MW] 633.86 633.86 606.52 512.80

생산자 잉여[원/h] 12774.5 12774.5 12638.1 9046.8

　 　 　 　 　

소비자

　

　

　

지역가격( )[원] 31.66 31.66 31.93 32.87

소비량()[MW] 916.93 916.93 903.26 856.40

소비자 잉여[원/h] 8407.7 8407.7 8158.8 7334.2

　PCMI 0.403　 0.403　 0.415　 0.456　

ISO　 혼잡 수입[원/h] 0.00 0.00 0.00 6645.58

　 사회 후생[원/h] 28376.4 28376.4 28358.9 28057.6

　 자중 손실[원/h] 4537.9 4537.9 4555.4 4856.7

표 5.5 Line 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 
에 따른 모의 결과

Table 5.5 Simulation result for various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표 5.5 에서 이 0일 때와 100일 때는 시장 균형 및 모든 결과값이

일치하는데 이것은 내쉬균형 구간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 200일

때는 송전 혼잡은 발생하지 않지만 내쉬균형 구간이 축소되고 사회후생

을 극대화하는 균형점 역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300일 때에는

연속적 내쉬균형 구간은 사라지고 혼잡이 발생하는 내부에서 순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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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내쉬균형이 존재하므로 ISO는 혼잡 수입을 얻게 된다. 또한 내쉬균형

변화에 따라 사회후생은 점차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는 발전회사 1에 부과한 선도계약량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

화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5.9 Line 3에 제약이 있을 경우 
에 따른 사회후생

Fig. 5.9 Social welfare for various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그림 5.9 의 구간1에서는 선도계약량이 증가해도 사회후생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과 구간2 및 구간3 에서는 선도계약량 증가에 따라 사회후생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0은 사회후생과 내쉬균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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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략공간 위에 함께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5.10 Line 3에 제약이 있을 경우 사회후생과 내쉬균형

Fig. 5.10 Social welfare and Nash equilibrium with

transmission constranit on Line 3

그림 5.10 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경로는 이 증가할 때 내쉬균형이

변화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에서 사회 후생의 등고선은 방사형으로 뻗

어나가는 직선 형태이며 굵은 점선은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점들을 의

미한다. 구간 2 및 구간 3에서 내쉬균형은 사회후생이 낮아지는 지점으

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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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발전사 1의 선도계약량에 따른 시장 참여자 잉여

Fig. 5.11 Surplus of market participants for various 


그림 5.11은 사회후생, 혼잡수입 및 각 발전회사들의 생산자 잉여를

같은 비율로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후생 전체 양의 변화는 약 1.2%로 상

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반면에 발전회사들의 잉여는 각각 30%, 29% 가

량 변화하고 혼잡수입은 0에서 최대 사회후생의 23%에 달하는 양까지

증가한다.

구간1 및 구간2에서는 송전 혼잡이 발생하지 않지만 구간3에서는 송

전 혼잡이 발생하고 ISO는 혼잡 수입을 얻게 된다. 혼잡 수입은 송전선

의 가치를 드러내며 발전사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

에 송전선의 건설비용 회수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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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건설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ISO가 회수해야 할 혼잡수

입이 발전사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발전사의 이윤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였다. 발전사에게 일정량 이상의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

우 계통에 혼잡이 발생하고 전략적 행위에 의해 발전사에게 돌아갔던 혼

잡 수입을 다시 ISO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5. 2. 2. 2. 발전회사 2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한 경우

전략공간 전체 중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내부에 직선

으로 존재함을 보인바 있다. 그림 5.12는 전략 공간 상에 사회 후생을 등

고선으로 표시하고 사회후생 극대화 구간을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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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전략공간 상의 사회후생 극대화 구간

Fig. 5.12 Social welfare maximization on the

strategy space

그림 5.12 에 표현된 것 처럼 해당 직선과 송전제약 경계의 교점은

eq4=(0.1050, 0.0467) 이며 이 점에서 사회후생은 28,376.5의 최대값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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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Line3에 제약이 있을 경우 
에 따른 사회후생

Fig. 5.13 Social welfare versus 
 with transmission

costrant on Line 3

그림 5.13은 발전회사 2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한 양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내쉬균형이 구간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구간 내에

서 가장 큰 사회후생이 발생하는 점을 대푯값으로 하였다.

가 1이상 294 미만일 때에는 eq4 가 내쉬균형 구간에 포함되므로

구간 내에서 사회 후생의 최대값은 전략공간 전체에서의 최대값과 일치

한다. 하지만 가 294 이상이 되면 더 이상 eq4 가 내쉬균형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구간 내에서의 사회후생 최대값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선도계약량이 0일 때와 700일때의 시장 결과를 표 (5.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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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계약량() 0 700

　사회후생(원/h) 28376.5 27815.9

　발전사1 잉여(원/h) 7175.66 5029.67

　발전사2 잉여(원/h) 12780.4 12809

　소비자 잉여(원/h) 8420.37 9977.2

PCMI 0.403 0.425

표 5.6 Line 3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 
에

따른 모의 결과

Table 5.6 Market result for various 
 with

transmission constranit on Line3

5. 3 사례 3 : 송전제약이 Line 1에 존재하는 경우

그림 5.14 Line 1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계통

Fig. 5.14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3

사례 3은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의 송전선인 Line 1에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Line 1,2,3 의 리액턴스를 각각   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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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두면 Line 1 에 대한 발전기 1및 2의 PTDF 값은 각각

0.5와 -0.25 가 된다.

그림 5.15는 Line 1에 송전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전략 공간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5.15 Line1에 송전 제약이 있을 경우의 전략 공간

Fig. 15 Strategy space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그림 5.15에서 발전회사 1 및 2의 최적 반응 곡선의 교점이 생성되지

않으며 발전회사 2가 혼합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

는 혼합전략 내쉬균형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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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사용확률

발전회사 1 : 0.048 1

발전회사 2
: 0.044 0.946 (=)

: 0.087 0.054 (=)

사회후생[원/h] 31554.9

자중손실[원/h] 1359.4

표 5.7 Line 1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의

혼합전략 내쉬균형

Table 5.7 Mixed strategy Nash equilibrium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발전회사 2의 비혼잡 전략 사용 확률()는 0.946의 값을 가진다. 발

전회사 가 혼잡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략 (=0.044)와 혼잡을 발생시키

는 전략 (=0.087)를 각각 (=0.946), (=0.054) 의 확률로 사용하는

반면 발전회사 1은 (=0.048)을 항상 선택하는 순수전략을 사용한다.

그림 5.16는 혼합전략 균형 상에서 발전사들의 전략변수에 따른 잉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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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발전회사의 전략에 따른 생산자 잉여

Fig. 5.16 Producer's surplus for various strategy

발전회사 1의 잉여는 순수전략 0.048에서 극대화되고 발전회사 2의

잉여는 0.044 및 0.087의 두 전략에서 극대화되므로 혼합전략 내쉬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1 발전회사 1에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표 5.8는 혼합전략 내쉬균형 상에서 발전회사 1에 부과한 선도계약량

에 따른 시장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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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량(
) [MW] 20 40 60 80

 0.933 0.920 0.907 0.892

 0.049 0.049 0.049 0.049

 0.087 0.087 0.087 0.087

 0.044 0.044 0.044 0.044

사회후생 [원/h] 31518.8 31480.7 31440.3 31397.4

자중손실 [원/h] 1395.5 1433.6 1474 1516.9

표 5.8 Line 1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 
에 따른 모의 결과

Table 5.8 Simulation result for various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표 5.8 에서 4장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 증가할수록 는 감소,

   는 불변하며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발전회사 1에게 부여된 선도계약이 발전회사 2가 혼잡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할 확률을 높여 간접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결과라 볼

수 있다.

5.3.2 발전회사 2에 선도계약을 부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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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량(
) [MW] 20 40 60 80

 0.956 0.967 0.978 0.989

 0.048 0.047 0.047 0.046

 0.084 0.081 0.078 0.075

 0.044 0.043 0.043 0.042

사회후생 [원/h] 31665.3 31769.7 31868.2 31961.1

자중손실 [원/h] 1249 1144.6 1046.1 953.2

표 5.9 Line 1에 제약이 존재할 경우 
에 따른 모의 결과

Table 5.9 Simulation result for various 
 with transmission

constraint on Line 1

표 5.9 에서 4장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 증가할수록 는 증가,

   는 감소하며 사회후생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

전회사 2에 부과한 선도계약이 시장지배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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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송전 제약이 존재하는 전력 계통의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 선도계약이 부과될 경우 시장균형 및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ISO의 사회 후생 최적화 과정을 내포한 발전회사의 이윤

최대화 문제를 정식화하여 최적 반응함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3모선 계

통에서 용량 제약이 존재하는 송전선의 위치에 따라 내쉬균형의 양상이

달라지며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

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였다.

본문에서는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에 대

한 체제적 접근(systemic approach)을 통해 선도계약이 사회 후생에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구간과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구간이 존재함을 밝혔

다. 또한 선도계약이 사회 후생의 총량 뿐 아니라 혼잡수입의 분배에도

관여하여 발전회사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해 포획된 혼잡 수입을 ISO가

회수할 수 있게 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적 해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순수전략 사용자에 대한

선도계약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은 참여자의 수가 2인에 한정되었다는 점과 순수전략 내쉬균

형의 해석적인 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송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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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상태에 따라 시장 균형이 순수전략 균형 혹은 혼합전략 균형의 형

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발전사에게 부과된 선도계약이 사회후

생 및 시장지배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존재 가능성 및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순수전략 내쉬균형 하에서 선도 계약이 시장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혔다. 발전회사에 의무적으로 할당된 선도계약은 순수

전략 내쉬균형을 축소 혹은 이동시킬수 있음을 보이고 해당 현상이 발생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도계약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

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도계약의 역효과는 송전 제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시장 운영

자는 송전 혼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통에서는 선도계약의 사회 후생

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선도계약이 발전사들이 포획한 혼잡수입을 ISO가 회수하게

하여 사회 후생의 시장 참여자간 재분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혼잡 수입은 송전선 건설 및 유지비용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간

가격 신호의 역할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송전선 건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운영자는 발전사들의 전략적 행위로 혼잡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선도계약을 사용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셋째로 발전회사가 제약이 존재하는 송전선 상에 서로 다른 부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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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DF 값을 가지는 경우 혼합전략 내쉬균형이 발생함을 보였다. 또한

혼합전략 내쉬균형 상에서는 송전선 혼잡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류를

보내는 발전사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 지배력 해소에 효과

적임을 증명하였다. 시장 운영자는 송전선 혼잡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조

류를 보내는 발전사에게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행위가 다른 발전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여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 유

의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하나의 송전선으로 연결된 2모선 계통에서 발

견된 현상과 일관성을 가지며 복잡한 연결 상태를 가진 계통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인 이상의 참여자와 다수의 송전선이 존재하는 복잡한 계통에 본문

에서 시도한 해석적 및 체제적 접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전력계통의 특징을 반영한 시장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복잡한 계통을 대상으로 한 해석적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을 경우 최적화 기법을 통한 해를 발견하여 경험적 근거를 누

적하는 연구도 본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현상을 확장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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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발전회사의 입찰함수 모델링

전력 시장의 균형을 분석한 논문들 중 수요함수 균형(Supply

Function Equilibrium, SFE) 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흔히 수요함수 및 발전회사의 한계비용함수를 아핀(affine)형태로

가정한다. 위의 가정을 따를 경우 발전회사의 비용함수 및 한계비용함수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

(A.1)

여기서 n은 발전 회사의 개수이며 i는 각각의 발전회사를 의미하는

인덱스 이다. 발전회사가 한계비용 함수를 수정하여 아핀 형태의 입찰함

수를 만드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한계비용함수의 절편인  를 수정하는

경우, 기울기인  를 수정하는 경우, 둘 모두를 수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발전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

함수의 절편인 는 실제와 같은 값으로 유지한 채 기울기인 를 수정하

여 전략변수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아래의 내용은[15]에서 제시한 증명 과정을 요약한 것이

다.

발전회사 I의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은 2차식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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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

이때  는 발전회사 I의 생산량이며    는 비용함수의 계수들

이다. 전력 수요 함수는 선형이며 역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가정한다.

       
  



 (A.3)

여기서 D는 총 수요이며  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된 수요

함수의 계수이고 양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총 공급 Q는 각 발

전회사의 발전량을 합친 것으로 다음 식을 따른다.

 
  



   (A.4)

발전회사 I의 이윤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5)

발전량을 입찰하는 전력 시장에서는 각각의 발전회사가 이윤을 극대

화하기 위해 발전량을 조절할 것이다. 따라서 균형점에서는 


  의

조건이 성립한다. 한편 발전회사 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발전량 수

정에 대응하여 다른 회사들 역시 발전량을 수정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

다. 발전사 의 발전량 변화에 따른 다른 모든 발전사의 발전량 변화의

총합을    
≠ 



라고 하면 


  을 사용하여 다음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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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수 있다.

    

 
(A.6)

이때      로 두면 발전회사 의 입찰함수는 다음과 같

은 형태가 될 것이다.

   (A.7)

여기서 입찰 함수의 절편인  는 한계비용 함수의 절편과 동일한 값

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울기인 가  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핀 형태의 입찰함수에서 절편인 는 한계비용 함수와 동일한

값을 사용하고 기울기인 를 수정하여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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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the deregulation of the power industry, various methods

have been employed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and increase social

welfare. However, electricity markets around the world are oligopoly

markets rather than perfectly competitive ones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producers in the electricity market, allowing each producer

a substantial amount of market power. Market power abuse in the

electricity markets creates dead weight losses and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markets. Mandatory forward contracts are

known as efficient methods to mitigate market power and are widely

used in the electricity markets. Generally, forward contracts reduce

the incentive of exercising market power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market efficiency. But special features of power system,

such as transmission constraints, may distort the effect of forward

contracts. As a result, this mechanism requires further research.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orward contracts on the market

equilibrium in transmission-constrained 3-bus system, using

PTDF(Power Transfer Distribution Factor). Market equilibrium in

electricity market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pow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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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ngested transmission lines, and the equilibrium may vary

according to the topology of transmission lines. Generally, congestion

charges are based on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areas and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generators may avoid the congestion

charge by exercising market power. In this case, forward contracts

affect congestion charges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by

altering the market equilibrium.

In shor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forward contracts on the

total quantity of social welfare and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among market participants.

Keywords: Market power, Forward contracts, Transmission

congestion, Nash equilibrium, Congestion charge.

Student number: 2005-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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