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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전력산업에서의 자유화 정책이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에 미치는 정

태적 영향과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유화 

정책이 미치는 복합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과 공급의 안정성

을 이유로 오랫동안 국가가 관리해왔다. 하지만 전력의 비탄력적인 필수재라

는 특성 때문에 공급업체들의 담합이 우려되기 시작하였고, 전력시장에서의 

자유경쟁 도입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1990년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

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에서도 잇따라 전력산업의 자유화에 착수하였

다. 한국의 경우, 2001년 한국전력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었으나, 현재는 

구조개편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자유화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OECD 15개국을 대상으로 1987년

부터 2007년 동안에 걸쳐 자유화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신경험적 산업조직

론 NEIO(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방법을 통해 전력산업 전

반의 시장지배력을 계산하였다. 시장지배력 측정 결과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

은 약 0.34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자유화 정책 형태에 따라(진입

자유화, 민영화, 발전송배전 수직분리(이하 수직분리)) 분리함으로써, 각 정

책이 가격에 미치는 정태적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진입자유화는 정태적으로 가격을 낮추나 동태적으로는 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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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민영화는 정동태적으로 가격에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수직분리는 정태적으로만 규모의 경제를 없애 가격을 높이는 효

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 진입자유화, 민영화, 수직분리, 신경험적 

산업조직론 

학  번 : 201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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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전력산업 개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과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화 및 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을 이유로 국가에서 관리해왔다. 하지만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전력의 특성 때문에 전력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쉽게 

줄기 어려운 점이 공급자들로 하여금 전력 가격을 임의로 상승시킬 유인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단순한 가격 인상 외에도 전

력 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쉽게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하였다. 이

렇게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과 함께 국가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

면서 오히려 자유 경쟁 도입이 전력산업 운용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의

가 지속되어 왔다.1 이에 따라 1990년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으

로 많은 국가들이 전력산업 자유화에 착수하였다. 

현재까지 전력산업의 자유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자유화 정책의 시장효율성 향상 측면과, 국가 차원

의 전력산업 혁신 활동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김대욱 외(2006),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징과 구조개편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제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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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국의 전력산업 자유화 

 

1.2.1 영국 

영국은 1947년부터 40여년간 공기업인 중앙전기발전청(Central Electri-

city Generating Board: CEGB)이 운영해온 전력산업을, 1990년 일부 지역에

서 발전 및 송배전의 분할을 시작으로 전력 Pool 시장을 형성하는 등 구조개

편에 착수하였다. 이후 전력시장에서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시장

이 왜곡되자, 2001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하는 양방

향 시장 제도 NETA(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를 시행하였다. 

2004년 4월에는 NETA 제도를 시행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력시장에 스

코틀랜드 전력시장이 통합되면서, BETTA(The 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rrangement) 체제를 도입하였다. NETA 체제가 스코틀

랜드 전력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잇는 

단일 송전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로써 영국 전력은 단일 시장 체제인 영국 

광역 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1.2.2 유럽연합(EU)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1980년부터 정보통신, 전력, 

가스 등의 망 산업(network industry)에 대한 시장자유화와 민영화가 진행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영국과 같이 빠르게 자유

화를 추진하는 국가도 있지만, 프랑스와 같이 서서히 진행시키는 국가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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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마다 경쟁 정책 도입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기에 자유화와 탈규제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유럽 각

료이사회에서 에너지 시장 통합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면서, 에너지 산업에 자

유화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996년 전력지침(Electricity Directive)이 

도입되었으며, 2001년 전력시장에서의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해 송전망 

접근 자유화를 통한 경쟁도입, 가격 및 투자계획 투명화, 독립 규제 기구 설

치 등 일련의 구조개편 방법론이 언급되었다.2 

2006년 출간된 에너지 녹서(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에서는 지속가능성, 경쟁력, 

공급 안정의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유럽 전체의 단

일 시장 형성을 위해 유럽 전력망 연계, 발전 및 송배전에서의 소유권 분리, 

경쟁 강화, 발전부문 투자증대를 강조하고, 유럽 에너지 감시 기구(European 

Energy Supply Observatory) 설립이 제안되었다. 현재 “EU 에너지 안보와 

연대 실행계획”을 통해 독일-폴란드-리투아니아 전력망 연계, 북유럽 해양풍

력발전 연계 등 4개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착수 중이다.3 

 

1.2.3 미국 

1935년 대공황 시기, 공익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2
 임원혁(2004), “전력산업구조개편 : 주요 쟁점과 대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11 
3
 이재승(2011), “유럽연합(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시기적 고찰을 중

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011년 봄호 제 16권 제1호(통권 제 30호), 2011.3, pp.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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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이 제정되면서 복수의 주에서 활동하던 전력 기업이 특정 주에서 발전 

및 송배전 사업을 전부 담당하는 통합된 형태로 바뀌었고, 이후 미국의 전력

산업은 주 정부의 규제아래 대규모 민간 전력 기업들이 독점 운영해왔다. 미

국의 경우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려는 국가들과는 달리, 발전부문 자

체의 효율성 증대와 송배전 부문에서의 광역망 구축을 위해 법 개정이 이루

어졌고, 경쟁 도입은 이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환경규제 및 원자력 안전 규제와 오일 쇼크의 영향이 겹치면서 

에너지 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 상승을 불러왔고, 증가하는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1978년 연방정부는 공익전력사업 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을 통해 기존 전력 사업자들이 독립적인 공급

자들로부터 사업자의 회피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사업자의 발전 부문 경쟁을 추진하였다. 사실상 미국의 자유화는 송

배전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2년 송전망 개발과 적용제

외도매발전사업자(Exempt Wholesale Generator)4 를 도입하는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 을 제정하여 도매 전력시장을 개방하였다. 미국 내에

서 캘리포니아와 PJM(펜실베니아, 뉴저지주, 메릴랜드)이 대표적으로 전력산

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전력부족 사태, 가격 폭등 

                                            

 

 
4
 적용제외도매발전사업자 : 새로운 종류의 발전사업자로, 기존의 인증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술 및 사용연령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었으나, 적용제외도매발전사업자는 이와 같은 기준

에 의해 규제 받지 않는다. 또한, 적용제외도매발전사업자는 공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

아, 복수의 주에서 도매발전 사업이 가능하다. 김대욱. (2006.12). 우리나라전력산업의 특징과 

구조개편의 효율성 분석. KIET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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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부작용을 겪는 동안 PJM은 비교적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

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자유 경쟁 도입 시 속도와 방향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자유화를 진행 중이다. 

 

1.2.4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1887년 3월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에서 최초의 전등을 점

화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이 시작되었다. 1982년 1월 1일 ‘한국전력공

사’가 설립된 이후로는 공사(公社)체제가 유지되어왔으나, 1990년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2000년 12

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력거래소가 신설되

었고,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경쟁 체제

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발전부문에서의 경쟁도 매우 제한적이고, 이후 차례로 

계획되었던 배전과 송전 부문의 경쟁 도입이 2004년 5월 ‘배전분할 관련 공

동연구단’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나면서 모든 계획

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아직 불완전 경쟁 시장

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1.2.5 주요국의 사례 소결 

주요국의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전력산업의 자유화는 세

계적인 흐름이지만, 각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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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호주에서는 기업의 수직분리와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반해, 

독일과 같이 발전송배전의 통합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입자유와 민영화를 추진

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자유화 정책이 결국 시

장의 효율성, 즉 전력 기업들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시장지배력을 낮추는 효과

를 목표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가 전력 도매 시장에서의 

기업 행위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1.3 전력산업 자유화에 따른 효과 및 연구 방향 

전력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후, 자유화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경쟁도

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Borenstein(2002)은 미국 California의 전력산

업에서의 자유화가 시장지배력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Wolfram(1999)은 영국의 전력시장이 비탄력적인 전력 특성에도 각종 규제, 

새로운 진입자의 위험 등의 이유로 한계비용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서 가

격이 결정되어 시장 메커니즘을 따랐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Barmack, Kahn and Tierney(2007)는 전력산업 자유화와 발전기 효율성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Borenstein(2002)은 가격을 통하여 전력시장의 시장지배

력을 측정하였다. 여기에 Steiner(2001)는 국가 차원에서 각 국가의 시장 규

제 정도에 따른 전력 효율성과 가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전력산업에서의 자유

화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자유화 정책이 가격 혹은 발전 효율성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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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나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인 정태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즉, 독점 시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자유 경쟁 시장의 효율성 향상 간의 상충되는 영향의 비교 분석이 주된 관심

사였다. 하지만 어느 산업에서나 적용되듯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혁신에서 일

어나며, 단기적인 효과인 시장지배력, 가격 요인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유화 정책이 기업들

의 R&D 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술혁신이 최종적으로 

시장구조에 미치는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분석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화 정책의 주된 내용인 진입자유화, 민영화, 수

직분리 각각의 사항을 정책 규제 정도에 따라 지수화하여, 시장지배력과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쿠르노 경쟁 모형을 바탕으로 

기업의 최적화 조건을 활용하여 각각의 자유화 정책 변수가 시장지배력 형성

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동태적으로는 자유화가 기업의 R&D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스톡의 형

태로 국가 전력산업의 한계비용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

고, 정태적으로는 바로 가격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자유화 정책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정태적동태적인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

고자 한다. 

각 국가의 전력시장 경쟁 상황, 에너지 정책, 전력 발전 방식 등에 따라 이

러한 정책의 효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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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자유화 정책의 효과가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통해 진입자유화, 민영화, 수직분리의 자유화 정책이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유화를 진행하는 것이 전력산업의 

독점력을 낮춰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혁신 유인에 유익한 방향을 유

도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의 효

과 분석에 관한 기존 문헌을 통해 현재까지 논의되어온 자유화 정책의 정태적

동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 대해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신경험적 산업조직론(NEIO) 방법론을 

살펴보고, 기존의 신경험적 산업조직론에 R&D 비용 추정식을 추가하여 R&D

가 스톡의 형태로 한계비용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3SLS(Stage-

Least-Square)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추정 결과를 

통해 자유화 정책의 복합적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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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우선 전력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자유화의 정태적동태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자유화 정책 변수가 가격에 미치는 정태적 효과와 R&D

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R&D 

활동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민간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통한 복합적 효과 분석이 기존 

연구에 대해 갖는 차별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2.1 전력산업 자유화에 대한 선행연구 

전력산업 자유화가 진행된 이후, 자유화의 성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이 시작된 영국, 미국을 중

심으로 주로 개별 국가내의 기업의 효율성 혹은 시장지배력 측정 형태의 분석

을 시행하였다. Puller(2007)는 자유화가 진행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력 가

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측정하여 계절별로 시장지배력이 달라지지만 독과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Fabrizio(2007)는 U.S 기

업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비교 분석하여 사기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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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훨씬 크게 개선되었으며, 독점 규제 정책에서 시장 정책으로의 변화가 

효율성을 적절히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Steiner(2001)와 Hattori(2004)는 전력산업에서 각각 자유화 정책의 형태

에 따라 가격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차원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Steiner(2001)는 국가별 분석을 시행하여 전력산업에서의 자유화 

정책이 효율성과 복리후생(가격)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Hattori(2004)는 Steiner(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자유화 

효과를 재검토하였다. 각각의 자유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연구들이 단순히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넘어 전력 기업들의 투자 요인에 미치는 연구들도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Sanyal and Cohen(2009)의 연구는 자유화가 예상되거나, 자유화 도입 초기

에는 R&D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Sterlacchini(2012)는 

에너지와 전력산업에서의 R&D 투자 감소가 자유화와 민영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자유화 정책이 R&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자

유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대 초반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도입 주장이 제기

되면서 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준기(2001)

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있어 정부는 명확한 비전설정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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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소유권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민영화에 따라 독립규제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하며, 가격 결정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박노영(2003)은 한국의 전력산업의 경우 자유화가 크게 필요하지 않

으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노동자에 대한 영향, 권력 주권 등의 측면에서 부

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력산업 자유화 정

책은 효율성보다는 이론이데올로기국제정치에서의 종속성이 작용한 면이 크

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공기업 체제, 수직통합체제는 

유지하되, 최소한의 구조개편과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다고 보았다. 김상곤(2003) 역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배후에 미국

과 초국적 자본의 강압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비판하며, 에너지 산업은 공적 

소유 아래 친환경적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최종원(1994)의 실증연구에 따

르면, 1960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민영화된 공기업의 생산 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 민영화 정책만으로 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실질적

인 경영권 이전, 정부 간섭 배제, 규제 완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국내에서의 전력산업 자유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결국 국내 전력산업의 자유화 정책도 중단되었다. 하지

만, 자유화 정책의 효과는 국가 발전 정도, 경쟁 수준, 발전 방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연구 결과만으로 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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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자유화 정책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장 진입자유화, 기

업 민영화, 발전송배전 수직분리의 정태적동태적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화 정책의 효과

가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

인해보고자 한다. 

 

2.2 자유화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전력산업에서의 자유화 정책은 크게 시장 진입자유화, 전력 기업의 민영화, 

전력 발전송배전 분리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진입자유화는 제 3 자

의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TPA : Third Party Access)하거나 도매 시장

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며, 발전송배전 분리 정책은 통합된 기업이 독점

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각 단계를 분리시킨다. 각각의 자유화 정책은 기업 

행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자유화 정책의 효과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Steiner(2001), Hattori(2004)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

유화 정책의 효과가 민간 R&D에 미치는 영향은 Kim et al.(2012)의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2.2.1 시장 진입자유화 

시장 진입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 전력산업은 몇몇 특정 공기업 혹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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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발전

을 하는 기업은 정해져 있었으며, 소비자에게는 전력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못하였다.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은 지역 혹은 국가 단위로 새로운 진입자의 전력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진입자유화 정책의 형태로는 크게 제 3자의 

전력망 사용을 허용하는 TPA(Third Party Access), 전력 도매시장의 형성

(Wholesale Pool)여부, 그리고 전력 구매에서의 구매자 선택 한계용량 정도

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진입자유화 정책은 소규모 발전 사업자도 전력시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기업이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어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우선 산업의 경쟁 정도와 가격의 관계를 보면, 이론적으로 기업은 이윤 극

대화를 위하여 MR=MC가 일치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공급자

가 유일한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하며, MC=MR 일 때, P>MC

가 된다. 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차별성, 시장지배력을 전혀 지니

지 못해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므로 MC=MR=P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은 가격을 내

리게 된다. 

기존 전력산업의 진입자유화를 통한 경쟁 심화와 가격의 관계를 연구한 

Steiner(2001)는 TPA 허용과 도매시장 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전력 가

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내었다. 비록 TPA의 경우 가격을 내린다는 유

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는 진입자유화 정책이 실질적인 경쟁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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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Hattori(2004)는 TPA의 경우 

유의미하게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도매시장 형성은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나

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두 계수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Hattori (2004)의 

연구에서 진입자유화는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진입 자유화

와 관련하여 정태적 영향은 비일관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경쟁과 가격의 이론적인 관계와는 다르게 경쟁과 혁신활동인 R&D 활동의 

관계는 분명히 정립되지 않는다. 슘페터는 R&D 활동을 하는 이유는 활동의 

결과물인 혁신을 전유하기 위해서이며, 경쟁은 이러한 전유성을 떨어뜨려 

R&D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Aghion(2005)의 연구는 경쟁

과 혁신 사이에는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Calderini 

and Garrone(2001)은 경쟁이 기회주의적인 경영방식, 근시안적인 주식 시장 

행태, 기업 인수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장기적이고 불투명한 투자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근본적

이고 급진적인 혁신보다는 단기적인 점증적 혁신을 선호하게 되고, R&D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된다. 

전력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은 대부분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경쟁이 증가

할수록 R&D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낸다. Sanyal and Cohen(2009)은 미국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적인 환경으로의 변화가 R&D 투자를 뚜렷이 감소시켰으

며,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또한 Kim et al.(2012)는 시장 경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낮은 전유

성과 불확실한 이익을 주는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어 발전회사의 R&D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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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전력시장에서의 진입자유화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은 대체로 R&D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선

행 연구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2.2.2 기업 민영화 

민영화는 자유 시장 경쟁 도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Sheshinski and Lopez-Calva(2003)에 따르면, 그보다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미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로 자유화

가 진행되었다. 민영화를 통해 생산량이 증가되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allocative efficiency), 기업 내에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productive efficiency) 반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민영화 된 기업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공

기업의 민영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민영화 당시 산업의 경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teiner(2001)는 산업용 

소매 전력 가격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보았다. 이에 Hattori(2004)가 민영

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산업용 소매 전력 가격이 낮아진다는 반대되는 결과

를 발표하면서 전력산업에서의 민영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실증분

석은 불분명한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화가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Munari(2003), Munari 

and Sobrero(2003)는 민영화가 기업소유 구조를 바꿈으로써,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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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시장 상황에 대해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게 만들어 기업의 R&D 활

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민영화는 R&D의 장기적 특성과 불확

실성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대개 민영화가 

시장 경쟁 도입 혹은 다른 규제 개편과 함께 작용하게 되므로 R&D에 대한 

민영화 자체의 효과를 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Munari and Sobrero(2003)는 민영화가 R&D와 특허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유럽의 11개 산업 35개 기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들은 특히 전

력산업과 같이 규제된 독점 산업에서의 민영화가 R&D 비용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규제기관의 경우, 새로운 규제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며, R&D 활동은 부차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명확한 

R&D 유인이 부재하게 되어, 결국 많은 기업들이 R&D 지출을 감소하게 된다. 

Kim et al.(2012)은 전력산업에서의 민영화 자체는 기업의 R&D 활동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내었다. 하지만 도매시

장 도입과 같은 진입 자유화와 함께 민영화를 진행시킬 경우, R&D 지출을 상

당히 감소시키며, 특히 장기적이고 대형 R&D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전력산업에서의 민영화는 기업의 R&D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

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3 발전송배전 부문 수직분리 

전력산업은 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전부터 발전 부

문과 송배전 부문을 한 기업에서 관리해왔다. 이에 몇몇 국가에서의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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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정책에는 조직화되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을 발전과 

송배전 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기업의 수직분리도 포함

되었다. 산업 수직분리에 관한 기존 문헌은 수직통합된 기업 내의 거래가 수

직분리 된 기업 간의 거래에 비해 정보 비대칭, 매매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으

므로 더 선호 된다고 본다. 

Nemoto and Goto(2004), Hayashi et al(1997)은 전력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Steiner(2001)는 전력산업의 자

유화 정책에서 발전송배전을 분리하는 수직분리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만들고 경쟁을 심화시켜 가격을 낮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는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Hattori(2004)는 경쟁으로 가격을 낮

출 수도 있지만, 이러한 효과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없애 가격을 높이게 된다

고 보았고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내었다. 하지만 

Steiner(2001)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수직

분리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그 효과의 영향도 상반되고 유의하지도 않은 결

과를 보여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별로 영향이 매우 다르게 작용하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수직분리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보면, 이러

한 효과는 혁신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 할 수 있다. 수직통

합과 혁신의 측면에서 Levy(1985), Armour and Teece(1980)는 미국의 제

조업과 석유산업에서 수직통합과 혁신활동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 결과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반대로 수직분리가 일어나면 혁신활동, 즉 R&D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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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Kim et al. (2012)의 연구에 따

르면 전력산업에서의 수직분리는 발전과 송배전 부문의 연계 연구와 지식 공

유를 어렵게 만들어 R&D 활동을 줄일 유인이 있지만, 실증분석 상 전력 발

전 기업들의 R&D 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2.3 민간 R&D활동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오늘날,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점차 연구개발 분야

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 및 정책적 보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에너

지 산업 역시, 에너지 자원 고갈 및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 발굴 및 기존 에너지 활용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원천 분야의 경우 위험성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

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정부 보조의 유무보다는 투자 규모, 효율적

인 집행 방식 등이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민간 부문에 대한 정

부의 직접 투자는 오히려 기업의 R&D 활동을 저해시키거나, 기업의 무임 승

차를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출

연금 혹은 보조금을 통한 직접지원방식은 민간 기업의 프로젝트 우선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에, 민간 부문의 보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R&D 자금의 투입 대

신 조세지원,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 민간 기업의 R&D를 유도시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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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 OECD(2007) 인프라 구축이나 조세 지원을 통한 투자 

유도 정책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R&D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David, Hall, and Toole(1999)에 의해 정

부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효과는 크게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영향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를 전

력산업에 대응시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그림 1] 정부 연구개발 보조의 경제적 효과 

 
                                            

 

 
5
 이병기(2004)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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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

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면, Griliches(1984)는 민간 부문의 경우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만, 정부 부문의 직접 투자의 경우 그 효

과가 미비하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반면 Wallstern(2000)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 기

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 역할은 간접적

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투자를 증대시키고 생산성 향상

을 가져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

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생

산성 향상에 미미한 영향을 주고,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거나 

대체시킬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서로 대체관

계에 있는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로의 

관계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방향이 다르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2.4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신경험적 산업조직론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HHI 혹은 Lerner 

Index가 산업 경쟁 상황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Herfin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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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chman Index (HHI)는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행사를 예방하기 위하

여 도입된 개념으로, 전체 시장에서 각 발전사업자의 설비 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곱한 수치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HHI는 시

장지배력을 지수로 간단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송전혼잡의 문제

를 고려할 수 없으며, 발전기와 계통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작은 발

전사업자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구하여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Lerner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지만, 정확한 한계비용의 측정

이라는 문제점이 남아있었다. 이에 비해 신경험적 산업조직론(NEIO)을 사용

하면 수요와 한계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추정식의 형태

로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한계비용 정보 없이도 시장지배

력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에 관한 연구는 자유화가 가격에 

미치는 정태적인 영향 혹은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각각 분리

해서 본 단편적인 연구들이었다. 그렇기에 자유화의 장기적복합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의 연

구개발 비용을 R&D 스톡의 형태로 기업의 전력 생산 한계비용에 포함시킴으

로써 동태적인 영향과 정태적 영향을 고려한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지배력

을 측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지배력을 측정한 후, 시장지배력 변수

를 각각의 자유화 정책 변수(진입자유화, 민영화, 수직분리)로 분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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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책의 효과가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분해를 통해, 자유화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의 복합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와 본 연구의 관계를 개요도로 그려보면, 다음 그림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연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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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설정 : 신경험적 산업조직론(NEIO)6 

본 연구에서는 과점시장에서의 경쟁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가격과 한계비용

의 차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신경험적 산업조직론(NEIO) 연구 기

법을 채택하였다. 전기는 품질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동질적 재화를 공급

하는 것이므로, 과점시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요의 

역함수에서 가격(P)은 산업 전체의 생산량(Q)에 대한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 )P f Q  ··············· 식 (1) 

 

Q는 산업 전체의 생산량, iq 는 i기업의 생산량이므로 
1

i

ii
Q q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이윤( i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i i i iP Q q C q   
 

 

Ci( iq )는 각 기업 i의 비용함수를 말한다. 신경험적 산업조직론 기법은 기업

의 일차미분조건을 이용하여 가격과 비용마진을 추정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
                                            

 

 
6
 정갑영, 산업조직론(개정판), 박영사, p81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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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0i i i

i i

d dP dQ
P q C q

dq dQ dq


    

 

 

2

2
0i

i

d

dq




 

 

모든 i기업에 대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일치시키는 다음 조건이 성립한

다. 2차 조건은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이윤 극대화 지점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i

dQ

dq
는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i 기업의 생산량변화가 다른 기

업들의 생산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1i i
i

i i i

dq dQdQ
r

dq dq dq

   

 

 

iQ 는 i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의 전체 생산량을 의미하며, i

i

dQ

dq

 는 i기업

의 생산량 변화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대응변화를 의미한다. 상호의존적 변이

(Conjectural variation)라고 불리며 ir 로 표시하였다. ir 는 과점이론의 핵심 

부분이며, 쿠르노 모형의 경우 0의 값을, 완전 경쟁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비용함수를 갖고 있으며 ir 도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

써,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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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 ( ) )i i i i

dP
r q P MC C q MC

dQ
    

 

 

본 연구에 맞게 시간에 따른 국가별 요인을 고려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0 ( 1 )tc tc tc

itc tc tc tc itc tc

tc

p Q Z
q p Q Z MC q w r

Q
 


    


 

 

C는 국가를, t는 시간을, i는 기업을 나타낸다. tcQ 는 국가의 총 생산량으로 

1

tcN

tc itci
Q q


 이며, itcq 는 기업 i의 생산량, tcN 는 한 국가 내의 기업 수를 나

타낸다. tcZ 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들의 벡터이며, tcp  ( tcQ , tcZ )

로 표시한다. tcZ 는 인구수, GNI/capital, Population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MC( itcq , tcw )는 기업 i의 한계비용으로, 개별 기업의 생산량 itcq 와 생산 원료 

비율, R&D 비용 정도 등의 시장 요인 tcw 로 나타낸다. 모수 값을 통해 시

장구조를 분석 할 수 있다. 0 일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아지며, 시장

은 완전경쟁시장으로 간주 할 수 있다. N   일 경우, 한계비용이 한계수익

과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거나, 독점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1  일 경우 Cournot-Nash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Wolfram(1999)에 따라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식을 합산하



26 

 

면 산업수준으로 확장된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 ( , ) 0tc tc tc

tc tc tc tc tc tc

tc

p Q Z
Q p Q Z MC Q w

Q



  


 ··· 식 (1) 

 

N
  이며 한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한다.  의 정확한 의미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Nunn and Sarvary(2004)의 정의에 

따라“기업이 한계 비용보다 높이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한다. 

각각  =1은 독점이나 담합을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음),  =0은 완전

경쟁시장(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음)을, 마지막으로  = 1/N은 Cournot-Nash 

균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의 모수  가 클수록 시장지배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시장지배력  는 국가마다 다른 값을 가질 것이

며, 다음과 같이 시장 특성에 관한 함수로 정의 될 수 있다. 

 

( )tc tc  
 

 

본 연구에서 시장 특성 변수  는 시장 경쟁 규제 정도인 진입자유화, 민영

화, 수직분리 정도로 표현되며,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시장지배력 측정뿐 아

니라 각 요소가 시장지배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수요 추정식, 한계비용 추정식을 설정하여 기업의 일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측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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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정식 설정 

 

3.2.1 수요 추정식 설정 

수요식은 Nunn and Sarvary(2004)의 휴대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참고하여, 전력시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수요 추정식에 포

함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선형함수로 설정하였다. 

 

0 1 2 3 4 1 tc tc c tc tcA lnQ lnPOP lnGP URBNI AN       ò  ··· 식 (2) 

 

tcP  : 국가 c의 년도 t 일 때, 산업용 전력 가격 

tcQ  : 국가 c의 년도 t 일 때, 전력 수요량 

tcPOP  : 국가 c의 년도 t 일 때, 인구 수 

tcGNI  : 국가 c의 년도 t 일 때, GNI 

tcURBAN  : 국가 c의 년도 t 일 때, 도시 인구 비율 

 

3.2.2 한계비용 추정식 설정 

한계비용 추정식도 Nunn and Sarvary(2004)를 참고하여 선형함수로 정의

하였으며, 전력 생산의 한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식을 조정하였

다. 한계비용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확히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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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수를 적합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의 변동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전력 생

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Steiner(2001)는 국가별 분석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연료 형태, 기술 선호도, GDP, 도시화 비율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는 가격과 한계비용을 분리해서 설정하므로, 연료형태는 한계비용에 GDP, 도

시화 비율은 전술한 수요 추정식에 추가하였다. 실제 연료 형태별로 연료비 

자료를 추가한다면 더 적합한 추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연료 형태별 가격 

자료의 경우 결측치가 많아 결국 전체적인 한계비용의 변동만을 설명하기 위

하여 화석연료의 가격을 추가하였다. 다만, Steiner(2001)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일 국가가 아닌 국가별 분석을 시행하였으므로 전력 연료의 형태를 

통해 한계비용 변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으며, 화석 연료와 수

력 발전 비율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정

부의 R&D와 민간기업의 R&D는 스톡의 형태로 추가하여 당해 년도의 일회

적 R&D 보다는 분석 시점까지의 R&D가 누적되어 스톡의 형태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R&D 효과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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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tcP Coal  : 국가 c에서의 년도 t 일 때, 전력 발전량 중 석탄 원료 비율 



29 

 

_ tcP Hydro  : 국가 c에서의 년도 t 일 때, 전력 발전량 중 수력 발전 비율 

tCoalPrice  : 년도 t 일 때, OECD 국가 평균 Steam Coal의 가격  

_ tcGOV ST  : 국가 c에서의 년도 t 일 때, 정부 R&D 스톡 

_ tcPRND ST : 국가 c에서의 년도 t 일 때, 민간기업 R&D 스톡 

 

3.2.3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일차 미분 방정식 

 

식(1)을 정리하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이윤 극대화 방정식에 수요 추정식과 한계비용 추정식을 연립하

여
 
 를 추정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1 의 

값을 추정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전력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도 계산해 

볼 수 있다. 

 

                          1 0tc tc tcP MC       ···········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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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R&D 추정식 설정 

R&D 추정식은 Kim et al.(2012) 연구에서의 자유화 정책이 R&D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R&D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자유화 정책 변수,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업의 R&D 스

톡을 설명 변수로 넣어주었다. 국가별 R&D 투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LN(GNI)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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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_ tcivate RND : 국가 c에서의 년도 t 일 때, 민간기업 R&D 지출액 

 

3.2.5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식 설정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유화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보기 위해 진입자유화, 민영화, 수직분리의 요소만을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실

제 시장지배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시장지배력 

전체를 분해하여 분석하였다기 보다는 자유화 정책 변수들이 시장지배력에 얼

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그 영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나머지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요인인 전력 수출입, 경쟁 상황 변수 등의 요인은 상수

항 0B 에 포함되었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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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_ _ _tc tc tc tcB Elec Entry Elec Privat Elec Sep      ò   ··· 식 (6) 

 

Elec_Entry : 진입자유도 Index 

Elec_Privat : 민영화도 Index 

Elec_Sep : 수직분리도 Index 

 

3.3 자료 

본 연구는 자유화 정책 지수의 변화에 따른 R&D 활동, 전력 가격 및 전력 

수요량을 중심으로 국가 간 불균형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내 주요 변수인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 변수(진입자유화, 민영화, 수직분리)를 

중심으로 분석 국가와 기간을 선정하였으며, 1987년부터 2007년 까지 21년 

기간 동안 총 15개 국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아래 표 1은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며, 표2는 14개국의 국가별 주요 자료의 평균치, 표 3은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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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 통계량 

Variable Mean Std.Dev. Minimum Maximum Cases Missing 

PRICE 98.793 82.026 23.049 772.362 296 19 

LNDEMAND 19.124 1.268 16.843 22.138 315 0 

LNPOP 17.145 1.160 15.248 19.523 315 0 

LNGNI 9.818 0.536 8.218 10.643 315 0 

URBAN 0.735 0.089 0.463 0.885 315 0 

P_COAL 0.333 0.225 0.000 0.840 315 0 

P_HYDRO 0.193 0.260 0.000 1.000 315 0 

COALPRIC 6.581 1.478 4.767 9.212 315 0 

ELEC_ENT 2.692 2.662 0.000 6.000 315 0 

ELEC_PRI 2.357 2.044 0.000 6.000 315 0 

ELEC_SEP 2.400 2.229 0.000 6.000 315 0 

GOVRND 443.333 773.374 0.153 3697.220 286 29 

GOV_ST 9.821 16.343 0.011 64.442 303 12 

PRIRND 172.700 216.480 0.359 1189.640 306 9 

PRI_ST 4.018 4.557 0.040 18.466 3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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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주요 변수(평균) 

 

Country PRICE POP URBAN GDP DEMAND ENTRY PRIVAT SEP P_COAL P_HYDRO GOVRND PRIRND 

Australia 62.26 18,567,571.43 86.679 20,126.95 178,709,190.48 2.94 1.50 3.71 80.00 8.38 49.37 51.67 

Canada 49.16 29,891,152.48 78.374 21,837.21 496,179,190.48 1.76 1.50 0.36 17.67 59.57 177.71 200.32 

Finland 63.79 5,120,865.38 81.075 21,787.98 73,764,190.48 3.56 2.14 3.29 17.43 19.57 43.66 30.43 

France 56.16 60,334,519.00 76.803 20,390.22 412,951,571.43 2.06 0.14 1.14 6.14 13.29 627.87 487.46 

Germany 86.77 81,256,655.05 73.192 21,603.53 543,498,761.90 2.67 4.43 2.64 54.48 3.43 388.72 140.48 

Greece 110.64 10,673,886.00 59.515 11,122.64 44,257,809.52 1.51 0.43 1.50 66.76 7.29 8.98 3.74 

Hungary 231.76 10,283,400.52 65.545 4,534.61 34,895,047.62 1.54 1.71 1.64 26.52 0.76 2.68 5.04 

Italy 144.08 57,240,553.14 67.120 18,139.63 277,440,666.67 1.89 0.79 2.00 13.67 16.24 316.14 145.32 

Japan 130.05 125,695,130.95 79.964 36,255.84 924,764,571.43 2.22 6.00 0.29 20.14 9.05 2,762.33 722.03 

Netherlands 78.29 15,616,549.38 74.295 21,857.39 95,061,666.67 2.52 0.00 3.07 31.48 0.00 98.20 19.89 

Norway 46.67 4,418,729.57 74.695 34,141.48 106,924,857.14 4.86 1.57 4.00 0.00 99.24 21.93 41.36 

Portugal 141.90 10,191,206.86 52.453 10,161.69 35,626,714.29 2.44 2.00 2.64 32.81 28.76 3.90 8.28 

Spain 106.68 40,426,768.71 75.961 13,157.47 187803904.8 2.84 3.79 3.71 34.62 15.00 65.00 93.35 

U.K 84.40 58,518,279.48 78.55 23,049.93 338,406,619.05 4.89 4.79 5.14 45.86 1.24 151.90 262.88 

U.S 58.77 271,990,024.19 77.954 32,287.83 3,469,866,523.81 2.68 4.57 0.86 52.57 7.62 1,384.84 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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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간 상관관계 

 
PRICE LNDEMAND LNPOP LNGDP URBAN P_COAL P_HYDRO COALPRICE ELEC_ENT ELEC_PRI ELEC_SEP GOVRND GOV_ST PRIRND PRI_ST 

PRICE 1 
              

LNDEMAND -0.24 1 
             

LNPOP 0.05 0.90 1 
            

LNGDP -0.32 0.72 0.45 1 
           

URBAN -0.49 0.59 0.34 0.67 1 
          

P_COAL 0.09 0.05 0.19 -0.16 -0.08 1 
         

P_HYDRO -0.23 -0.12 -0.42 0.19 0.00 -0.49 1 
        

COALPRICE 0.38 -0.04 0.02 -0.11 -0.13 0.10 0.06 1 
       

ELEC_ENT -0.29 0.09 -0.02 0.28 0.29 -0.07 -0.01 -0.65 1 
      

ELEC_PRI 0.03 0.49 0.51 0.35 0.31 0.16 -0.25 -0.23 0.38 1 
     

ELEC_SEP -0.16 -0.20 -0.23 0.02 0.14 0.04 -0.07 -0.46 0.78 0.29 1 
    

GOVRND 0.17 0.63 0.64 0.52 0.30 -0.07 -0.20 0.10 -0.11 0.49 -0.40 1 
   

GOV_ST 0.13 0.69 0.69 0.54 0.31 -0.03 -0.22 0.07 -0.10 0.50 -0.41 0.97 1 
  

PRIRND 0.06 0.63 0.64 0.48 0.38 -0.19 -0.14 0.14 -0.15 0.31 -0.39 0.83 0.82 1 
 

PRI_ST 0.01 0.70 0.71 0.53 0.43 -0.17 -0.18 0.03 -0.04 0.38 -0.33 0.81 0.83 0.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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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자유화 정책 변수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 국가의 진입자유화, 민영화, 산업 수직분

리 정도이며, OECD International Regulation Database 내의 전력산업 부문 

규제 지수를 사용하였다. 각 정책 변수마다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규제 정도

에 따라 1-6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최종적인 지수는 각 세부항목에 

평균적인 가중치 곱한 값을 합산한 값으로 확정하였다. 가중치 및 세부 항목 

내용은 다음의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자유화 정책 변수 조사 항목 

규제 구분 세부내용 가중치 규제정도 

진입자유화 

규제 

전력 망에 제 3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의 결정 방식 
1/3 

규제된 TPA 협정 TPA TPA 차단 

6 3 0 

전력 자유 도매시장 형성 유무 1/3 
유 무 

6 0 

공급자 선택을 위한 최소 전력 

구입량(Gigawatts) 
1/3 

규제 

없음 
<250 

250-

500 

500-

1000 
< 1000 

선택권 

없음 

6 4 3 2 1 0 

기업 

운영형태 

(민영화) 

전력 산업 내 발전송배전공급 

부문의 최대 기업들의 소유 구조 
1 

민영화 
일반적으로 

민영화 
혼합 

일반적으로 

국유화 
국유화 

6 4.5 3 1.5 0 

발전송배

전 분리 

규제 

발전과 송배전 부문의 수직분리 1/2 
분리 회계 분리 통합 

6 3 0 

전력 산업의 전반적인 수직분리 1/2 
분리 혼합 통합 

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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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요 추정식 변수 

전력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전력 가격의 자료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력산업의 한계비용에서의 변화가 곧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하나, 실제

로는 연료가격 변동, 수요변화 등 여러 제반 요인들에 의한 극심한 가격 변동

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송배전에

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최종 소비자 가격 수준의 자료는 가격 규제 정도에 따

라 가격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Steiner(2001) 연구 가정을 적용하여, 전력 가격의 가장 큰 비중은 발전 부

문에서 기인하므로 최종 소비자가에서의 가격 변동의 대부분은 발전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한계비용 추정식의 고려 요인이 대부분 발전 부

문 영향 요인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가정을 통해 수요 추정식에서의 가격과 

한계 비용 추정식에서의 한계 비용이 서로 대응 된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용 전력이 주거용 전력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이 발전 가격에서 기인한 것

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산업용 전력 가격을 사용하였다. 

산업용 전력 소매 가격은 IEA에서 제공하는 산업용 전력 최종 소비자가를 

National Currency/toe 단위로 확보하여, 연도별 환율, GDP deflator, 단위 

환산을 통해 2005년 기준 US 달러/MWh로 변환하였다. 전력산업 분석의 경

우 일반적으로 가격 자료의 에러 발생은 피할 수 없지만, 종속변수의 경우 ㅠ

편이 추정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단지 분산만 증가시킨다. 산업용 전력 가

격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이 가격에 미친 영향을 통해 

고객의 복지에 미친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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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전력수요는 국가별 당해 전력 사용량을 MWh의 단위로 구하고, 국

가별 인구수와 도시화 비율 자료, GDP 자료를 WorldBank 자료로부터 확보

하였다. GDP의 경우 GDP per capita(2005년 기준 US 달러/MWh)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3.3 한계비용 추정식 변수 

한계비용 추정식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와 수력발전 비율의 자료는 

WorldBank에서 국가별 발전 연료 형태 비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부 R&D

의 경우 OECD 통계 자료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연구개발 지출 비용을, 민간 

기업 R&D의 경우 OECD STAN 에서 각각 확보하였다.7 R&D 활동의 경우 

당해 년도의 R&D 활동이 바로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 R&D 활동이 축적되어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스톡의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8 

 

3.4 추정 방법(3SLS : Three Stage Least Squares) 

본 연구에서는 수요 추정식과 한계비용 추정식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방정

식을 사용하여 연립 시키고, 한계비용 추정식 내에 민간기업의 R&D를 스톡

                                            

 

 
7
 민간기업 R&D의 경우, 순수한 전력산업 R&D가 아닌 전력, 가스, 수도 사업이 합쳐진 형태

의 자료만 제공되었다. 전력산업의 자유화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이 가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

로 진출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과 수도산업의 비율이 분석국가 대부분에서 80~90%를 유지하므

로 확보된 자료를 전력산업의 R&D 간주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졌다. 
8
 R&D 스톡 구축식은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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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넣었기에 세 연립방정식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방정식 체

계 추정방법 중 3단계최소자승법(3SLS)을 활용하였다. 

3SLS는 일단 2SLS를 활용하여 모든 구조방정식을 개별적으로 OLS 형태

로 추정한 다음, 이들로부터 산출된 잔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작성하되 2

단계에서 산출된 오차항의 상관관계로부터 3단계에는 일반화 최소자승법

(GLS)를 적용하는 것이다. 

3SLS는 각 구조방정식들의 교란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각각의 구조

방정식 내의 교란항에는 자기상관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시한다. 추정 시, 구

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된 항등식과 식별이 되지 않는 방정식은 제거한 후 적용

하게 된다. 

3SLS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3SLS 추정량은 표본이 커질수록 편이가 점차 줄어들어 0에 근접하는 

점근적 불편성을 보유하게 된다. 

둘째, 2SLS에 비해 더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3SLS는 일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다. 

셋째, 추정과정이 복잡하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설정오류 하나로도 식 

전체에 그 효과가 파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이 결여되

었거나 변수들간의 상호의존성이 미약할 때는 2SLS가 더 바람직하다. 

넷째, 정확히 식별된 구조 방정식을 생략하여도 타 구조방정식 추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3SLS의 추정단계별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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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SLS 추정 단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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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수요 추정식과 한계비용 추정식, R&D 식을 연립하여 각 계수를 추정하였다. 

LIMDEP 통계 프로그램 내의 NL3SLS(Non-Linear 3SLS) 추정 방법을 활

용하였으며, 우선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값을 

추정하였다. 이후  를 자유화 정책 변수로 분해하여 각 정책 변수가 시장지

배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4.1 전력산업 시장지배력 측정 결과 

NL3SLS는 세 식에 대한 계수 추정이 한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온 결

과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에 수요 추정식, 한계비용 추정식, R&D 추정식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추정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우선 수요 추정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설명 변수가 1%의 유의도로 유

의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수요는 인구 수나 GDP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도시화율 URBAN이 높아질수록 많이 증가하였다. N19은 

-0.006 값이 추정되었으며 N1 값과 가격의 평균 값을 곱함으로써, 전력 수

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전력산업의 탄력성

은 약 -0.593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Lijesen(2007)이 정리한 산업용 

                                            

 

 

9
 N1=

1

1


의 값을 나타냄. 따라서 가격 탄력성 값은 Elasticity = N1Price 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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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기존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수치인 약 -0.3

에서 -0.9의 값 사이에 추정 값이 존재하였으며, 추정된 가격 탄력성이 전력

산업 전반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비용 추정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화석연료와 수력발전은 모두 한계비용

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수력발전의 경우가 비용을 더 많이 감소시

켰다. 화석연료 가격은 비용과 정의 방향의 관계를 가졌다. 한계비용에서의 

통제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계비용 추정식에서 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는 R&D 스톡과 시장지배력 

였다. 민간기업의 R&D 스톡은 한계비용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고, 정부의 

R&D 스톡은 한계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  를 추정해본 결과 약 0.34정

도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R&D 스톡이 한계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민간 기업의

R&D 추정식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해석은  를 분해한 후 계산된 결과를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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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수 추정 결과(nonlinear 3SLS)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수요 추정식 

A0 -2.750
***

 0.493 -5.574 

LN(POP) 0.850
***

 0.019 44.803 

LN(GDP) 0.683
***

 0.054 12.584 

URBAN 1.516
***

 0.324 4.675 

N1 -0.006
***

 0.001 -6.604 

한계비용 추정식 

P_COAL -41.775
***

 10.487 -3.983 

P_HYDRO -86.962
***

 10.178 -8.544 

COALPRICE 9.821
***

 1.451 6.770 

PRI_ST -1.615
*
 0.846 -1.907 

GOV_ST 0.317 0.228 1.386 

SETA 0.341
***

 0.089 3.837 

R&D 추정식  

C0 -791.658
***

 251.452 -3.148 

PRICE 1.042
***

 0.246 4.227 

ELEC_ENT -12.172
***

 3.056 -3.983 

ELEC_PRIVAT -5.355
*
 2.996 -1.787 

ELEC_SEPERATE 8.244
**

 4.064 2.028 

LN(GDP) 73.704
***

 24.719 2.982 

PRI_ST 42.293
***

 1.823 23.196 

GOV_ST 0.194 0.786 0.247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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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 분해 

구조개편이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3.1.5에서 설정

한 아래의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식을  자리에 넣어서 추정하였다. 

 

0 1 2 3_ _ _tc tc tc tcElec Entry Elec Privat Elec Sep      
 

 

추정 결과는 아래 표 6에 나타나 있다. 우선, 표 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

요 추정식부터 살펴보면 계수의 값이 약간 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의도, 부

호, 크기 면에서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계비용 추정식에서 정부 R&D값이 10% 내의 유의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이를 통해 정부 R&D의 경우 한계비용을 

낮추는데 있어 그 효과의 영향이 매우 적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자유화 정책 변수의 경우 진입자유화는 시장지배력을 낮추는 효과를 수

직분리는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를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내었으나, 민영화

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R&D 추정식의 경우 전력시장 진입자유화가 민간기업의 R&D

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결과에서 나머지 민영화와 수직분리 정책 변

수는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 외에 민간기업 R&D 활동에 있어 민

간 기업의 R&D 스톡은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 R&D 스톡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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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 분해 후 계수 추정 결과(nonlinear 3SLS)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or b/St.Er. 

수요 추정식 

A0 -2.798
***

 0.492 -5.683 

LN(POP) 0.845
***

 0.019 44.309 

LN(GDP) 0.686
***

 0.054 12.677 

URBAN 1.613
***

 0.326 4.948 

N1 -0.006
***

 0.001 -6.188 

한계비용 추정식 

P_COAL -41.875
***

 10.563 -3.964 

P_HYDRO -81.466
***

 10.409 -7.827 

COALPRICE 9.636
***

 1.871 5.151 

PRI_ST -1.455
*
 0.853 -1.707 

GOV_ST 0.546
*
 0.283 1.930 

B1 0.288
***

 0.105 2.748 

ELEC_ENT1 -0.018
*
 0.009 -1.879 

ELEC_PRIVAT1 -0.002 0.008 -0.207 

ELEC_SEPARATE 0.029
**

 0.012 2.554 

R&D 추정식 

C0 -764.590
***

 252.215 -3.032 

PRICE 1.047
***

 0.249 4.208 

ELEC_ENT -9.436
***

 3.272 -2.884 

ELEC_PRIVAT -5.094 3.256 -1.565 

ELEC_SEPARATE 3.775 4.379 0.862 

LN(GDP) 71.385
***

 24.750 2.884 

PRI_ST 42.167
***

 1.820 23.174 

GOV_ST 0.048 0.800 0.059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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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분석 

 

4.3.1 정태적 효과 측면에서의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최종 결과인 표 6에서 한계비용 추정식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통해 수요 추정식과 연동되어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므로, 자유

화 정책의 효과가 곧 가격에 미치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산업 자유화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단기적정태적 효과를 분석하여, 자유화 

형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각각의 자유화 정책 변수를 살펴보면, 진입자유화 정책은 전력가격을 유의

미하게 낮추는 효과를, 수직분리는 전력가격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

타내었다. 반면 민영화의 경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영화가 다른 정책과 함께 진행되기에 민영화 자체만의 순수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과 민영화 당시의 시장 경쟁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유의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진입자유화와 수직분리 변수의 계수에 11/  값을 곱

하면 자유화 정책 변수의 지표가 한 단위 변함에 따라 가격10에 미치는 영향

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진입자유화 지수가 1 단위 증가함으로써, 

전력 가격은 3USD/MWh만큼 낮출 수 있었다. 수직분리의 경우 1 단위 변하
                                            

 

 
10

 전력 가격 단위 : 2005년 기준 US 달러/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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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8USD/MWh 만큼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있었다. 결국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의 효과를 고려할 때, 수직분리가 가장 크게 가격에 영

향을 미치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4로부터 자유화 정책이 변함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를 확인할 수 있다. 진입자유화의 경우, 규제가 완전히 풀려 제 3자의 진입이 

자유롭고, 자유로운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정도가 규제지수 6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 진입자유화는 

기존 문헌 연구에 따라 경쟁을 심화시켜 약 -18USD/MWh 정도의 가격 하

락을 가져왔다. 

발전·송배전 수직분리의 경우, 두 부문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규제지수 

6으로 상정하였으며 이 경우 정태적으로 28.8USD/MWh의 가격 상승을 야기

하였다. 수직분리의 경우, 진입자유를 도와 경쟁을 심화시켜 가격을 낮춘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없애고 두 부문 간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

킴으로써 가격을 높일 유인도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국 수

직분리는 전력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4] 자유화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정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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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복합적 효과 측면에서의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정태적·동태적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자유화 정책

의 복합적인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이었다. 민간기업 R&D 추정식에서 자유화 

정책의 변화로 인해 민간 R&D에 미치는 영향이 최종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려면, 각 자유화 정책의 효과로 인한 R&D 변화를 스톡의 형태

로 변환시켜서 비교해줘야 한다. 

우선, 자유화가 민간 R&D 비용11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진입

자유화가 1단위 증가할 때, 민간 R&D 비용은 약 9.4USD 만큼 감소하였다. 

민영화의 경우 1단위 증가하면 5USD 정도 R&D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직분

리의 경우 약 3.8USD 정도 R&D 비용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R&D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각각의 자유화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0으로 잡고, 스톡의 형태를 

고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된 민간 기업의 R&D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약 20년 정도면 스톡 구축이 거의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자유화 정책 도입 년도부터 최종적으로는 20년에 흐른 뒤 정책의 효과

를 계산하였다.  

자유화 정책 지수 1단위 변화 이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 진입자유화와 민

영화는 각각 가격을 약 0.3USD/MWh, 0.2USD/MWh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수직분리는 0.12USD/MWh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11

 민간 R&D 비용 단위 : 2005년 기준 US 달러 



48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진입자유화만이 민간 R&D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발전 기업만을 대상으로 자유화가 R&D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Kim et al.(2012)의 연구와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

내었다. 진입 자유화 정책지수에 대해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의 비교를 

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진입자유화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 

진입자유화 구조개편의 복합적 효과 

1 단위 변화 시  6 단위 변화 시 

정태적 동태적 시행기간 동태적 정태적 

-3 

0.027 0 0.16 

-18 
0.20 5 0.85 

0.28 10 1.67 

0.3 20 1.82 

 

4.3.3 전력산업에서의 정부 R&D 효과 분석 

최종결과인 표 6을 통하여 한계비용 추정식에서 민간기업의 R&D 스톡이 

한계비용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민간 R&D 추정식에서 민간 

R&D 스톡이 민간의 R&D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계비용 추정식에서 정부 R&D는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한계비

용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민간 기업의 

R&D 추정식에서 민간 기업의 R&D 활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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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정부와 민간 R&D의 관계에서 전력산업은 전반적

으로 두 연구개발이 서로 보완적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 판단해볼 수 있었다. 다만, 정부 R&D 투자의 경우 민간 R&D 투자의 경

우보다 국가마다 그 지출액의 크기가 상이하게 달랐기에, 이러한 자료의 한계

로 인해 유의도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4.3.4 국가별 전력산업 현황 분석 

추정된 계수들을 사용하여 각 국가별 전력 산업의 특성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수요 추정식에서 계산된 N1의 값으로부터 각 국가의 전력 가격을 곱

함으로써, 국가별 전력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또

한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각 자유화 정책이 시장지배력에 미

치는 계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계수 값과 각 국가의 자유화 

정책 변수의 평균 값을 사용하여 국가별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계산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시장지배력의 경우 2007년 자유화 정책 도입 현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

며, 네덜란드가 약 0.354 정도의 수치로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시장 지배

력을 나타내었으며, 일본이 0.217 정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가격 

탄력성의 경우 1987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사용하여 탄력

성을 측정하였으며, 헝가리가 -1.39로 가장 탄력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노

르웨이가 -0.28로 탄력성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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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별 전력산업 특성 

국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 진입자유화 민영화 수직분리 시장 지배력 

Australia 62.26  -0.374 6 1.5 6 0.351 

Canada 49.16  -0.295 5 1.5 1.5 0.2385 

Finland 63.79  -0.383 6 3 6 0.348 

France 56.16  -0.337 6 1.5 4.5 0.3075 

Germany 86.77  -0.521 6 6 4.5 0.2985 

Greece 110.64  -0.664 5.67 1.5 4.5 0.3135 

Hungary 231.76  -1.391 6 3 6 0.348 

Italy 144.08  -0.864 6 3 6 0.348 

Japan 130.05  -0.780 5.67 6 1.5 0.2175 

Netherlands 78.29  -0.470 6 0 6 0.354 

Norway 46.67  -0.280 6 3 6 0.348 

Portugal 141.90  -0.851 6 3 6 0.348 

Spain 141.90  -0.851 6 4.5 6 0.345 

U.K 84.40  -0.506 6 6 6 0.342 

U.S 58.77  -0.353 5 6 1.5 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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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전력산업에서의 자유화 정책이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효과와 R&D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험적 산업조직론(NEIO)을 사용

하여 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선정된 

OECD 국가들의 전력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시장지배력은 약 0.34 정도의 수

준을 나타내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전력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의 

수치가 0.5를 넘지 않았기에 한계비용 대비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형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4장에서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화 정책 추진 시 바람직

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5.1 자유화 정책 형태 제언 

본 연구는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의 정태적동태적 영향을 시장효율성과 혁

신 유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장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에는 공급의 안정성, 가격,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태적 영향의 측면에서 자유화 정책 시행 시, 가격을 낮춰 시장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진입자유화는 장려하되 수직통합 체제는 유지하는 형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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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자유화 정책은 

크게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추진되는 발전·송배전 수직분리, 도매시장 운

영 및 장기계약 형태와 일본 및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는 

기존의 수직통합형태는 유지하되, 소매시장을 개방하고 비차별성 망접속을 보

장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및 독일의 형태가 

정태적 측면에서 가격을 낮추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동태적 영향의 경우 R&D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의 효과는 정태적 효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약 10%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에도, 정태적 효과의 크기가 동태적 효과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R&D 감소로 인해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했던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10%의 가격 상승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동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R&D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투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산업에 있어 자

유화 정책 추진 시, 정부의 직접적인 R&D 투자를 통한 혁신 행위 보다는 조

세지원, R&D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민간 기업의 R&D를 촉진시킬 수 있

는 형태의 연구 보조 정책이 더 효율적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자유화 정책의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자유화 정책에 

대한 제언뿐 아니라, 향후 국내 전력산업 자유 경쟁 도입 시에도 바람직한 형

태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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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본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소매 전력 가격을 활용하여 가격에 대한 효과를 확인

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가격 형성이 완전히 시장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기 보다는 필수재공공재의 특성상 어느 정도 국가의 규제를 받고 있을 가능

성이 높다. 모든 국가에서의 소매 시장 가격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없었지만, 

진정한 시장 가격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 기간

이 아닌 시장 환경에 따른 가격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장기적 분석을 한 점, 

전력 시장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럽 국가들을 대상 국가로 한 점이 가격 

변화의 제약 효과를 줄여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R&D 자료에 있어서 순수 전력산업의 R&D가 아니

라, OECD 통계 자료 내 전력가스수도의 카테고리로 묶인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더 세분화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다.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가 진행됨

에 따라 전력가스 산업 등에서 활발한 M&A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러한 R&D 비용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단순 R&D 비용이 아닌 스톡 형태의 계산은 가까운 산업에

서의 스필오버 효과도 고려하여 R&D 비용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라 판단하였다. 전력 산업의 민간 R&D 부문에 있어서는 세분화된 자료 구

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국가별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였지만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추정 방법인 NL3SLS의 경우 상용 툴 중에 

패널 분석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NL3SLS를 패널형태로 구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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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패널 분석의 대안

으로 각 국가마다 더미 변수를 지정함으로써, 고정 효과를 보기 위하여 15개

의 국가 더미를 3개의 식에 각각 추가 하였지만 식 자체의 오류로 추정이 불

가하였다. 시계열적 효과를 고려한 패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이 전력가격과 민간 R&D에 미친 효과를 더 순수하게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화 연구 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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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R&D 스톡 변수 구축12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R&D 활동이 한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Popp(2002)의 스톡 구축 방식 개념을 사용하였다. 실제 R&D는 당해 

활동이 바로 성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이 확산되

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새로운 연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 R&D는 진부화되는 현상도 나타나며, 이러한 각각의 효과를 확산

효과와 진부화 효과로 표현하였다. 두 효과를 고려하여 Popp(2002)는 년도

별 특허의 개수를 기준으로 지식 스톡을 구축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보다는 실제 연구 개발에 

들어간 R&D 비용을 기준으로 스톡을 구축하였으며, 변형된 수식은 아래와 

같다. 사용된 R&D 진부화율과 확산율은 Popp(2002) 연구에서 산출된 에너

지 산업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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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p(2002), Induced innovation and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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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t에서의 국가 c의 연구개발 지출액은 각각 R&D 진부화율과 R&D 확

산율을 곱한 값만큼의 크기로 가중치를 주어 스톡에 기여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대적인 스톡 기여도의 크기를 보면 다음의 그래프처럼 연구개

발 후 약 3~4년 이후가 R&D의 효과가 가장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연구개발 이후 시간에 따른 R&D 기여도 

 

 

[그림 6] 연구개발 이후 시간에 따른 R&D 스톡 누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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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정도의 R&D 활동이 90%의 스톡을 구성하므로, 초기값에 따른 변

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별로 초기 4년치 평균 R&D 값을 초기 10년 R&D 

비용으로 간주하고 스톡을 구성하였다. 각 국가별 정부 R&D 스톡과 민간 

R&D 스톡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표 9] 국가별 정부  R&D 스톡 및 민간 R&D 스톡 통계치 

Country GOVRND GOV_ST PRIRND PRI_ST 

Australia 49.37  1.00  51.67  0.99  

Canada 177.71  4.14  200.32  4.72  

Finland 43.66  0.84  30.43  0.84  

France 627.87  14.07  487.46  10.43  

Germany 388.72  10.28  140.48  3.59  

Greece 8.98  0.24  3.74  0.11  

Hungary 2.68  0.03  5.04  0.17  

Italy 316.14  8.38  145.32  4.10  

Japan 2,762.33  57.91  722.03  15.37  

Netherlands 98.20  2.32  19.89  0.36  

Norway 21.93  0.46  41.36  0.84  

Portugal 3.90 0.12 8.28 0.12 

Spain 65.00  1.48  93.35 2.07  

U.K 151.90  4.99  262.88  7.64  

U.S 1,384.84  35.58  308.20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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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ing the complex effect of 

liberalization policy in electricity industry on static efficiency of markets 

and dynamic efficiency of firms. 

 The government has controlled electricity industry for a long time due 

to the efficiency of economies of scale and stable supply. However, since 

electricity has characteristic of inelastic necessity, collusion of supply 

companies has been concerned. According to the fact, the introduction of 

free competition market in electricity industry has been continuously 

posed. Beginning with ‘deregul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in U.K in 1990,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ed United States and Japan 

embarked the liberaliz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In the case of Korea, 

deregulation had been processed but it has stopped. 

To measure the effect of liberalization policy, analyzes 15 countries in 

OECD from 1987 to 2007 and calculates the market power of world 

electricity industry through NEIO(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method. The world electricity market power is 0.34.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heck the static effect of each liberalization policy on the 

price by decomposing the market power into each liberal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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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Vertical separ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entry liberalization reduces the price in the 

short term period. It also raises the price through decreasing R&D 

expense in the long term period. Privatization has no meaningful effect in 

both perspectives. Vertical separation has only raised the price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removing economies of scale.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f liberaliz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could be drawn. 

 

Keywords: Electricity industry, Liberalization, Entry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Vertical separation, 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NEIO) 

Student Number: 201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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