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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have explored current hierarchy for 
demand side management programs and proposed an efficient 
structur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SM programs in 
Korea.  
 

1. 서    론

    행 국내 수요 리는 에 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에 지공 자의 
수요 리투자계획)에 의거 '96년부터 한 ,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수
요 리투자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에 지공
자가 에 지 약, 이용효율향상  부하 리 등에 투자하여 에 지수요
를 합리 으로 감축함으로써 에 지공 시설의 확충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1]. 그러나, '02년부터 한 은 민 화를 제로 수요 리투
자계획 수립 상에서 제외하 으나, 재는 민 화가 불투명한 상황으
로, 력산업 구조개편  민 화에 따른 기사업법 개정(‘00. 12. 23)으
로 동법 제 47조  49조에 의거 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력산업기반기 으로 력부문의 수요 리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1].

    그러나, 최근 들어, 력수요 리사업의 내외 인 환경변화에 따
라, 효율 인 력수요 리사업 수행을 한 효과 인 력수요 리사업 
추진체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력수요 리사
업의 환경변화 분석 등을 토 로 국내에 합한 력수요 리 추진체계
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전력수요관리 추진체계 분석

  2.1 현행 추진체계 개요

    국내 력수요 리사업의 추진체계에 한 간략히 살펴보면, 2002
년 기 으로 수요 리사업의 총 감독 리기 (정부)과 담기 (기반
센터), 실행주 (한 , 에 공) 기 이 지정되었으며, 행 력수요 리
사업의 기 별 기본  역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표 1> 수요관리 주요 프로그램별 도입현황

기 역할  기능

정부
수요 리 총   감독
장기계획수립/정책목표설정

기반센터 수요 리 기 리  기획/평가

에 공
수요 리 실행주
(기획/평가 지원)

한
수요 리 실행주
(기획/평가 지원)

    최근 들어, 력수요 리사업의 내외 인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
인 력수요 리사업 수행을 한 효과 인 력수요 리사업 추진체
계에 한 검토가 필요한 시 이다. 즉, 재, 국내 수요 리사업은 한
과 에 공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실  향상의 효과가 존재하 으나, 

과당경쟁, 이 리의 비효율, 국민 서비스 혼란 등의 부작용으로 추
진체계 개선 요구가 비등하고 있으며, 한, 기 으로 수행되는 수요
리사업의 객 성 확보가 부족하고, 기 별 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
순 산분배형 사업 추진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행 력수
요 리사업은 품목을 나 어 특정 품목에 하여는 한 과 에 공이 단
독으로, 다른 품목에 하여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현행 전력수요관리 사업 주체(2007년)    

부하 리 효율향상 기타

한  
단독

휴가보수, 자율 , 
축냉, 원격제어에어컨, 
최 력 리, 자 기

변압기 -

에 공 
단독

-
동기, 펌 , 

신조명(LED포함)
수요 리융자

공동 
수행

직 부하제어
조명기기(복지사업)

, 인버터
수요 리 홍보

    한, 행 추진체계에서는, 수요 리 련 정책수단들이 분산 추진
됨으로써, 정부의 수요 리 정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즉, 효율향상사업의 정책목표는 고효율기기의 진입장벽
을 해소하여, 동 기기의 자생  보 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해, 고효율인증, 효율등 , 장려 , 융자지원, 세제, 홍보 
등의 정책수단이 있으나, 재, 통합된 수요 리사업 기획/평가 부재로, 
정책수단 간 역할과 연결효과에 한 정립 없이, 개별 정책수단 효과의 
극 화만을 추진 에 있다. 그 일례로, 고효율기기 보 을 해, 한
은 장려 (리베이트)지원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 공은 장려 지
원과 타정책수단들을 명확한 개념정립 없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2.2 해외 추진체계 분석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규제기 인 CPUC(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주도 하에, ED(Energy Division), PAG(Program Advisory 
Group), Peer Review Group에서 수요 리사업의 기획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력회사가 실행주 (Implementers)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즉, 력회사는 수요 리 기획 시 업무를 지원하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정부와 리기구, 평가기구, 시행기  사이의 명확한 역할분
담  연계 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다. 즉, 규제기 인 CPUC에서는 수
요 리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등 총 기 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기 인 CEC에서는 주요 에 지정책  계획 등
을 수립한다. 수요 리사업의 기획  평가업무는 ED(Energy Division)
과 PAG(Program Advisory Group)에서 독립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요 리 로그램의 성과계량은 CALMAC에서 수행하고, 력회사는 
실행주 기 으로서 수요 리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3]. 

   미국의 다른 주 상황을 살펴보면, Pacific Northwest의 경우 에 지
효율연합(Northwest Energy Efficiency Alliance)이라고 하는 비 리기
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New York의 경우, 뉴욕 국립 R&D 공
사(NYSERDA)를 에 지효율 로그램 행정기 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동부 뉴욕 주의 경우는, 규제기 인 NYPSC(New York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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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주도하에, NYSERDA가 력회사의 조로 수요 리의 
총 리 기능을 수행하며, ESCO, 력회사( 매회사) 등이 수요 리 실
행주 기 의 역할을 수행한다. 뉴욕 주의 경우에도, 력회사는 수요
리 기획 시 NYSERDA에 업무를 지원하나, 평가업무는 독립 인 기
에서 수행하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Vermont 주는 “Efficient Vermont”라 
불리는 비 리 단체가 행정 담당기 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그램 
리, 기획, 실행을 포함하는 행정 기능의 부분에 책임지고 있다 
[3].

  2.3 국내 추진체계 개선방향

    재, 우리나라의 수요 리 체계는 1995년에 제정된 에 지이용합리
화법에 기 하고 있으며, 에 지이용합리화법 12조(에 지공 자의 수요
리투자계획)에 따라서, 에 지공 자(한국 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

국지역난방공사 등)는 해당 에 지의 생산․ 환․수송․축   이용
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의 감 등을 기하기 하여 연차별 수요 리 투
자계획을 의무 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에 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 15조(에
지공 자의 수요 리투자계획)에 의하여 각 에 지공 자는 연차별 
수요 리 투자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 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 장 에게 의무 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시행령에서는, 각 에 지공 자가 제출하는 투자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언 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장․단기 에 지수요 망, 에 지 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수요
리의 목표  달성 방법, 기타 수요 리의 진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한, 한국 력공사 등의 에 지공 자는 연도별로 계획된 수요 리 
로그램을 추진하기 하여, 각 사의 매수입 의 일부로부터 련 비

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력공사는 
매량에 향(즉, 감소)을 미칠 수 있는 효율향상 로그램의 추진보다는 
투자비를 감할 수 있는 부하 리 로그램을 집 으로 추진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력분야 경쟁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사업법
에서의 수요 리사업 지원에 한 법률로, 수요 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 조달에 있어서 단일기업인 한 체제에서는 자체의 투자비용을 이용
하 으나, 발 사업의 분할 등 구조개편으로 공공의 기 조성으로 추진
하는 것으로 변화하 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기사업법 제 48조 
 49조에는 력산업기반기 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한 사
용처로 수요 리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 규정에는 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력산업기반기 을 사용하는 지원 상을 명시하 으며, 여기에 력수
안정을 한 력수요 리사업이 우선 인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는 수요 리가 국가 으로 매우 요하며, 공익 인 성격을 갖는 분야에 
집 으로 사용하기 한 것으로 다만, 기 의 사용 에서 홍보 등을 
제외한 직 인 수요 리사업에 한 지원은 력수요를 억제하기 
한 지원으로 력을 사용하는 기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의 에 지 약과 다른 분야에서의 효율향상에 의한 력분야 에 지
감 등에 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기 을 근거로 
하여 국내 수요 리 추진체계 개선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우선, 재 공익  기 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수요 리사업의 객 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요 리사업 부문별 문성 강화를 통
한 효과 인 수요 리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개편이 필
요하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속  등에서 에 지공 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포함한 수요 리 추진체계에 한 개선 필요성이 지 되고 있으
나, 재 이에 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향후 이에 한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 국내 수요 리사업은 한 과 에 공의 경
쟁체제 도입으로 실  향상의 효과가 존재하 으나, 기 으로 수행되는 
수요 리사업 실 의 객 성 확보가 부족하고, 기 별 문성을 고려하
지 않은, 단순 산분배형 사업 추진구조인 측면이 있으므로, 력수요
리사업의 독립성 확보, 수요 리 기획  평가를 한 문성 확보, 
사업추진의 객 성  효율성 확보를 한 추진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
다. 

    이를 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력수요 리사업
에 합한 효율 인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재 논의
되고 있는 한 의 에 지공 자 수요 리 투자사업 재지정 등을 고려한 
미래 지향 인 추진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산배분 형태의 
행 사업별 경쟁체제를 재검토하고, 수요 리 부문별 문성을 강화한 
기능별 역할분담으로 효율성이 강화된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1) 2008년부터 가스냉방에 한 지원  지 이 시작됨으로, 간 으로 력에
지를 감하는 기기에 한 기반기 의 지원이 시작됨 

할 필요가 있다. 한, 수요 리사업의 정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한 정책수단간 융합  집행이 용이한 추진체계로 개편하고, 력, 가

스, 열 등의 다원화된 에 지원에 한 에 지 믹스형 수요 리 추진이 
용이한 추진체계로의 개편방향에 한 근본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수요 리사업의 기획/평가
(Evaluation and planning) 기능과 실행주 (Implementation) 기능을 분
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수요 리 
사업의 추진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력수요 리 사업의 효과 인 추진을 한 체
계에 해 살펴보았다. 력시장 구조변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력수요 리사업을 둘러싼 내외 인 환경
은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능동 인 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
내 수요 리 추진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여 미래 지향 인 수요
리 추진을 한 효과 인 국내 력수요 리 추진체계의 개발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몇 가지 주요한 기 을 제시하 으며, 이
에 기 하여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율 인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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