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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에서의 실시간 가격제*
1)남

익 현***

본 연구에서는 전기산업에서 실시간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고
정가격제와 실시간 가격제하에서 소비자 잉여와 전기공급업체의 수익의 변화를 모형을 통하여 도
출하였다. 전기 비수기에는 실시간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고정가격제에 비해 전기수요가 늘고 또
한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전기 성수기에는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기 공급업
체의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즉, 성수기에는 높은 전기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요금은 크지
만 전기 소비를 감소시켜 전기 부족을 방지하게 된다. 전력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자본비용과 전기
부족비용을 고려할 때, 실시간 가격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 서론
전기요금 계산에 있어 전통적인 전기 그리드에서는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가
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제 혹은 요율을 적용한다. 기존의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와 전기공급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전하는 가격으로 설정되어
고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가격할인을 하거나 전
력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전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격제도의 취지는 소비자의 전기수요에 영향을 주어 피크수요를
절감하고 이로써 총체적인 전기공급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
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도 또한 시간대에 따라 차별적 요금을 적용하
거나 사용량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적인 요금제
(static pricing)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경영연구소 지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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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전기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기공급업체에게 인센티브 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고정 전기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공급업체의
비용을 보전하도록 결정이 된다. 따라서 전기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기생
산에 소요되는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적어진다. 또한 고정요율제는 소비
자에게도 인센티브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장 기능에 의해 전기가격이 형성된다면
수요가 피크일 때 전기 생산공급의 제한에 의해 전기 가격이 상승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수요를 감소하도록 하여 수요-공급의 조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하지만 고정요율제하에서는 전기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 성수기에도
일정한 가격으로 적용되어 소비자가 전기를 절감할 이유가 적어진다.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요금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동
적인 요금제(dynamic pricing)와는 구별이 된다. 동적 요금제의 대표 중 하나가 실시간
가격제(Real-Time Pricing)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미터기를 도입할 경우 실시간으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가격을 조
정함으로써 전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의 중요한 효과
로 언급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작동을
하는데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의 상황을 설정하기로 하자. 먼저 의사결정의 시간범
위를 단기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의사결정을 상정하는 경우 우리는 생산용
량의 한계가 상황변수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
를 위해 전기 생산에 있어 두 가지 생산방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한 방식에서는 고
정비 항목인 투자비가 높고 변동비는 낮으며 반면에 다른 방식에서는 투자비가 낮고 변
동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한다.

II. 고정가격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요-공급을 상정하기로 하자. 먼저 수요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기수요는 전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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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지만,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수요곡선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상정한다. 즉 기온
이 낮을 경우 동일한 전기가격에 대해 기온이 높을 경우에 비해 전기수요량이 적을 것
이다. 분석의 편의상 기온이 높고 낮은 두 가지 이산형(discrete type)을 다루고 기온이
낮을 확률은 α라고 하자. 이는 특정일의 기온이 낮거나 높은 확률로 볼 수도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연중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다. 기온이 높은 경우 동일한 전기가격에서 기온이 낮은 경우보다 수요가 크게 된다. 따
라서 기온이 높은 경우의 수요함수를 전기수요 성수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기온
이 낮은 경우를 전기 비수기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의 상황도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난방수요용 전기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수요 피크가 겨울
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온이 매우 낮을 경우 전기수요가 늘 수가 있으며 이러
한 특성은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룬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기 생산과 공급의 측면을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전기공급원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유형 1이라 부르는 것으로 고정비는 크지만 변동비가 낮은 원자력
과 같은 발전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 시간당 고정비용은 f1, 전기생산 단위당 변동
비용은 v1라고 표시하자. 다른 전기원천은 유형 2로 부르기로 하고, 이는 화력발전과 같
은 경우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각각 f2, v2로 표시하기로 하자. 우리의 가정에 의해
f1 > f2이고 v1 < v2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단기적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어 고정비용은 전
기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전기공급의 원천별로 변동비를 초과하는 전기가격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할 것이
다. 유형 1의 생산용량은 a라고 하고 유형 2의 생산용량은 b-a라고 표시하자.
여기서 일반적인 공급곡선과의 차이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공급곡
선의 경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는 공급용량의 제한이
없거나 공급업체가 진입장벽이 없이 생산 및 공급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전기 공급의 경우 생산용량의 제한으로 가격의 상승에 반응
하여 공급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없다. 또한 생산설비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
우이므로 생산업체 숫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격 증가에 따라 공급량은
연속적인 증가함수의 형태가 아닌 계단형 함수(step function)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
다.
다양한 유형의 수요-공급 곡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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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요-공급 곡선

해 <그림 1>에 나타나는 형태를 상정하기로 하자. 전기요금산정을 위한 고정 가격을 pe
라고 표시하기로 할 때, 전기공급업체의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R) = pe q1 α + pe b(1 － α)
E(C) = f1 + f2 + v1 q1 α + [v1 a + v2 (b － a) + τ (q2 － b)] (1 － α)
여기서 τ는 전기의 단위당 재고부족비용을 나타낸다. τ = 0일 경우는 전기부족으로
인해, 즉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 공급업체는 별
도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τ > 0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전기부족을
느낄 때 이로 인해 전기공급업체는 재고부족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나타낸다.
가령 전기부족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도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생산과 기타 활동에 장애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또한 전기부족에
따른 불편함에서 오는 정신적인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2011년 9월 15일의 순환정전
사고의 경우 정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기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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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기부족이 발생할 경우 전기할당이나
생산활동 중단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정 여유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τ > 0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편의상 τ
= 0을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τ > 0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τ > 0이
고 또한 커다란 전기부족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실제 전기부족으로 정전사태가 발생
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정신적 비용은 막대할 것이므로 전기 공급을 제한
하거나 소비자의 자발적 소비감소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가격제를 따를 경우 전기공급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기대수익이 기
대비용과 적정이윤을 합친 것과 같도록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편의상 적정이윤을 0으
로 볼 때 다음 조건이 성립하는 가격 pe가 균형가격으로써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고정가
격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위험중립성(risk-neutral)을 가정하여 기대값을 의사결정과정에
서 기준으로 사용함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E(R) = E(C)
<그림 1>에서 표현하는 우리의 모형에서는 전기가격을 나타내는 고정요율이 v1 < pe
< v2임을 알 수 있다. 유형 2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변동비도 보전을
하지 못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공급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전기
수요의 비수기에는 유형 1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하지
만 성수기에는 유형 1에서 발생한 이윤이 유형 2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룬 상황은 이러한 이윤의 기대값이 f1 + f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f1 + f2이 매우 클 경우 고정요율은 v2 < pe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
우에는 우리의 분석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분석의 방법은 동일할 것이다.
우리는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 해석하기 위해 다음을 가정
한다. <그림 1>에서 표현된 바대로 앞서 언급한 고정요율을 적용할 경우 기온이 낮은
경우(전기수요의 비수기)에서는 유형 1만으로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며 기
온이 높은 경우(전기수요의 성수기)에서는 유형 1과 유형 2를 모두 가동하여 전기를 공
급하여도 공급부족이 발생한다고 하자. 만약 기온이 낮아 전기수요가 낮은 경우에도 유
형 1과 유형 2를 가동하여야 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생산용량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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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역으로 기온인 높은 경우에도 유형 1만으로
충분하다면 이는 생산용량에서 과투자한 경우로 생산용량 부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이 불필요해진다.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유형 1만으로도 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실제 전기공급량은 q2
이 되고 유형 1의 여유 생산용량은 a － q1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기온이 높은 경우에
는 유형 1과 유형 2의 생산용량을 모두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2 － b 만큼의 전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우리가 상정한 예를 나타내는 <그림 1>에 대해서 고정 요율제를 전제로 하는
분석을 해보자. 우선 우리의 예에서 전기수요의 변동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살펴 보
기로 하자. 고수요에 대비하여 투자한 유형 2 설비의 고정비 f2는 실제 생산설비의 사용
비율은 1 － α에 불과하지만 비용의 발생은 말 그대로 고정비이므로 전 기간에 걸쳐 발
생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설비에 대
한 고정비는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수요가 보다 균등화되어, 즉 피크를 줄일 수 있
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수반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비의 경감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혜택을 제공하
게 된다.
만약 고정요율제를 적용한다고 보고, 전기수요가 피크일 경우의 수요를 생산설비를
통해 대응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림 2>에서처럼 생산설비 용량을 일정량 확장하여야
한다. <그림 2>에서 보면 생산설비 용량의 확장 폭이 원래 성수기에서의 초과 수요량보
다는 작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추가 생산설비를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고정비를 보
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요율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기수요가 감소할 것
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추가한 생산설비의 고정비 f3에 해당하는 것이 항시 발
생하는데 반해 이러한 추가설비의 활용은 연중 1 － α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요율 증가에 따라 소비자 잉여도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ν * (1 － α) = f3가 되도록 빗금 친 ㄱ의 영역이 크게 되며 이 영역의 일
부(ㅡ)는 이전 체제에서보다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부분이고 <그림 3>에 표현된
삼각형부분은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2>의 다른 부분
(ㅣ)은 추가 생산여력으로 인해 생산자에게 수익의 증가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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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산설비증가에 따른 전기공급업체 수익증가

<그림 3> 생산설비증가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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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시간 가격제
이번에는 전기가격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할 경우 실시간으로 전기의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
상호 조정을 통해 연계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가격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실시간 가격제(Real-Time Pricing)하고 하며 이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가능해 진
다고 한다.
먼저 고정가격제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림 4>에서 보면 낮은 기온의 상황에서는 전기
생산량과 수요량이 q1에서 a로 증가하게 되며 전기 가격은 기존의 고정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전기소비량의 증가는 기온이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가격이 낮
게 형성됨에 따라 전기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기온이
높은 경우에는 전기공급량은 기존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b가 되지만 차이점은 이전의
고정요율보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공급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의 전기생산설비의 총생산용량의 한계인 b를 초과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으며
고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요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석을 위해 실시간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공급업체가 독점적 지

<그림 4> 실시간가격제하에서 소비자잉여 변화(비수기 증가와 성수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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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이용하여 공급량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즉 정부의 통제에
의해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
한 가정이 없다면 전기공급업체는 자신의 생산용량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기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전기물량이 축소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고정
가격제와 실시간 가격제의 비교를 소비자 잉여 측면과 전기공급업체 이윤 측면에서 살
펴보기로 하자.

1. 소비자 잉여
<그림 4>에서 보면 우리는 전기 비수기와 성수기에 소비자 잉여의 변동분을 알 수
있다. 전기 비수기의 경우 전기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함을 알 수 있고
반면 성수기에는 균형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
비자 잉여의 변동을 볼 때, 기존의 고정가격제에 비해 소비자 잉여가 반드시 증가한다
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예에서 보면 오히려 고정가격제에 비해 소
비자 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온에 따른 소비변화에 따른
잉여의 증감분과 함께 기온의 비중을 나타내는 성수기-비수기 확률에 의해 실제 소비자
잉여의 증감 기대치가 산정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실시간 조정이라는 것이 소
비자 잉여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
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실시간 가격조정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가능해지지만 반드
시 소비자 잉여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전기부족비용인 τ = 0을 상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실적으
로는 τ > 0인 경우가 타당하며 전기부족비용이 매우 클 경우 실제 전기부족으로 정전사
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실시간가격제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
여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수요를 줄이게 되어 전기부족을 방지하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정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비해 오히려 더 작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에 더하여 전기부족
시 발생하는 τ > 0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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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시간가격제하에서 비수기 전기공급업체 이윤변동

2. 전기공급업체 이윤
이번에는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두 가지 가격제를 비교하기로
하자. <그림 5>과 <그림 6>에서 고정가격제하에서 발생하는 이윤과 실시간가격제하에
서 발생하는 이윤을 기온이 낮은 상황과 기온이 높은 상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
다. 두 가지 가격제하에서 기대이윤을 비교할 수 있는데 물론 두 경우 모두 고정비는
공통요소로 제하여야 정확한 이윤이 계산된다.
<그림 5>에서 가격제 형태에 따라 비수기 전기공급업체의 이윤변동을 살펴보면 두
직사각형 면적의 차이만큼의 이윤변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성수기의 경우 두 가격
제에 따른 전기공급업체의 이윤변동은 <그림 6>에서 표시된 직사각형과 동일한 것으로
실시간 가격제에서 고정가격제의 경우 보다 이윤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을 모두 고려할 때 전기공급업체의 이윤이 어느 가격제하에서 더 커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형 1과 유형 2의 소유권에 따라서도 새로운 분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기공급업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발전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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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시간가격제하에서 성수기 전기공급업체 이윤변동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유형 1과 유형 2가 각각 별도의 회사일 경우에 이윤
의 비교는 다를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것은 성수기 전기부족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
제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부족이 발생하여 정전사태가 초
래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기부족에 따른 비
용이 클 경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시간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 비수기에서는 고정 가격제에 비해 전기수요가 늘
고 또한 소비자 잉여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실시간 가격제에 따른 전기공급업체의 이
윤의 증감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비수기에는 유형 1만으로도 전기공급이
충분하므로 전기부족에 대한 우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실시간 가격제를 사용할 경우
전기 성수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경우 고정가격제를 따를 경우에 비해 균형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기공급업체의 이윤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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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된다. 성수기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
만 전기부족비용을 고려하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실시간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전
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상승한 균형가격에서 전기의
부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정 가격제하에서 보다 전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즉 성수기 높은 전기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요금은 크지만 긍정적인 효과로써 전기소비를 감소시켜 전기부족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면 고정가격제하에서는 성수기시 전기부족분이 q2 － b만큼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고정가격제하에서 이러한 전기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바 흔히 고려
해 볼 수 있는 것이 전기공급을 할당하는 것이다. 즉 성수기에 q2에 해당하는 전기를
소비자에게 기준을 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q2 － b만큼의 전기부족분을
소비자들이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전기부족분을 강제로 분담하는 것이 실시간 가격
제에서 균형가격의 상승에 의해 수요를 경감하는 것보다 열등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가격상승에 의해 수요가 줄 경우 전기사용에 대해 가장 가치를 크게 느
끼는 소비자들이 전기를 고가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용부담은 크지만 전기배정에 있
어 사회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기부족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
요금에 대한 불만이 클 경우 이의 해결방안으로 성수기 발생하는 전기공급업체의 이윤
증가분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전기공급업체의 정부지분
을 상당량 확보한 후 초과이윤에 대한 배당금을 정부가 확보함으로써 이를 세금에 대체
할 경우 국민에게 혜택이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수기에 소
비자는 높은 요금을 부담하지만 전기소비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고객만이 사용하여 전체
전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
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소비자 잉여감소로 인한 기업이윤증가분을 사
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경우 더욱 효과를 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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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eal-time pricing of electricity.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urplus and revenues of electricity provider is analyzed,
under the conditions of fixed pricing and real-time pricing. Using real-time pricing at
non-peak period, leads to increase in both the electricity demand and consumer
surplus. On the other hand, real-time pricing at peak period may increase revenue of
electricity provider but decrease consumer surplus. That is, at peak period, a high
electricity price results in a decrease in electricity demand so that it prevents shortage
of electricity. Considering the capital cost in building extra electricity capacities and
the opportunity cost of black-out, real-time pricing may improve the utility of the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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