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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RPS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적 시장의 가격 행태 연구
(지도교수  박정훈)

심  재  룡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의 활성화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시행 초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행태와 그 영

향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과도기적 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에너지산업 가격이론에 따라 원가에 기초해서 형성되고 있는지

를 확인해 보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래 및 공급의무 이행, 판매 등 

단계별 가격형성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원가, 전력시장의 가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시장의 가격, 물가지수, 전기요금 단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술 통계, 회귀분석, 구조분석 등의 기법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결론으로 과도기적 시장에서의 가격은 에너지산업 가격이론에 따라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에 의한 과도한 시장가격 형성은 전

력요금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된 가격 형성과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정 노력이 요

구된다. 부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원가 감소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 가격 규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어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에너지산업 가격이론

학  번 : 2013-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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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의 활성화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인 약속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를 대체하여 시행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그 공급의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생산원가가 높아 정책적인 보상이나 지원정

책이 없이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들

을 시행하고 있다.

FIT란 생산자가 생산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정부가 보상(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FIT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정

부의 지원 또한 증가하게 되어 정부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

다. 이에 비해 RPS는 시장에서 그 부담을 나누게 하는 것으로 생산자, 

중간 판매사, 소비자 사이에 정해지는 가격에 그 부담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각 사업자와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다. FIT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원가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정하였지만 RPS

에서는 시장 자체에서 각 거래계약 체결 시 가격이 결정되게 하였다. 

RPS 시행 초기의 수요와 공급은 성숙한 시장과 달리 그 균형을 이루기

가 어렵고 그 불균형은 시장가격의 이상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

기에 확인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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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형성된다.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는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하

지만 에너지와 같은 필수 공공재의 경우 가격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변

동성은 자유롭지가 못하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변동성이 심하지 

않으며, 공급설비 또한 갑작스런 증가가 자유롭지 않다. 

RPS는 발전사가 발전하는 전체 발전량에 대해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

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인데, 그 의무량은 전체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보다 크게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의무 이행방법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전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시장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의무

자는 자체 보유설비에 의한 공급이 의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의

무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시장의 인증서 양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근원

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의 초기 시장은 적절한 감시와 조정이 

필요하다.

가격은 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재에 속하는 전

기에너지의 경우는 에너지 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에너지는 공공재로서 그 가격변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가격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원가와 적정수준의 투자보수를 보장하여야 

한다(김준기, 2013). 

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원가와 투자보수를 고려하여 전원별로 

정부에서 기준가격으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생산된 전기는 1차로 전력시

장 가격을 회수하며, 2차로 기준가격과 전력시장 가격의 차를 정부로부

터 지원받았다. 이 때 가격은 완벽히 ‘에너지 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

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PS에서는 ‘전력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두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이 두 시장에서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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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RPS에서 전력시장 가격은 FIT에서

와 동일하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시장 가격은 경매를 통하여 각 계

약건별로 결정되므로 그 가격 형성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격의 

행태를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서가고 그 영향을 연구하여 제도 조정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했다.  

제 2 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원가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유의성 검

정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에 의한 전기에너지 소비자가격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RPS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시장에서의 가격특성을 거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전기 소비자에게 있어서의 신재생에너지는 일반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에너지와 동일하여 사용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다

른 일반 발전원에서 발전되는 전기에너지보다 원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 증가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전체적

인 발전원가를 높게 한다. 또한 시장 가격은 원가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소비자가격은 시장가격과 직결되어 있어 시장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 

가격도 올라간다.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가는 일반발전소에서 발

전되는 전기에너지의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심하게는 몇 배 이

상 높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과대해 질 경우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우

려가 있다. 시장에서의 과도기적 가격 이상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

우 국민의 부담을 높게 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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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제도적 조절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원가 및 사장가격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장의 가격과 

원가와의 유의성 및 가격 결정의 수준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봄으로써 정책적 참고자료를 제

시하고자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가와 시장에서 형성된 에너지 가격, 최종 소비자 가

격인 전기요금 가격 그리고 비교자료로 물가지수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가격은 전력시장 가격과 공급인증서시장 가격으로 구

분되며 이는 각각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집하였다. 또한 공급인증

서는 발급 시 공급한 전력량에 대해 각 전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발급

하므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인증서 가격을 산

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와 시장 가격과의 관계 연구를 위해 각 신재

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전원별 발전원가는 2010년 한전에서 용역 발주

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단가를 수집하였다. 시장 가격은 전력거래시

장의 전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을 수집하였

는데, 전력거래시장의 전력가격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시간대별 자료

를 이용하여 월간 가중평균을 산출하였다. 태양광의 경우는 주간에만 발

전할 수 있으므로 이 특성을 고려하여 주간 시간대 자료를 추출하여 가

중평균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자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

래시스템” 홈페이지의 월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

여 환산인증서 가격을 산출하였다. 원가와 시장가격의 유의성 분석 시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표의 물가지수를 이용하였고 전기

요금 단가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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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1. 추진 배경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급과 실용화에 많

은 제약이 있었으나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과 1992년 6월 세계기후회의

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규제로 인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였다.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해외 몇몇 나라가 

시행중인 RPS 도입을 제안하였고, ‘08년 8.27(수)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년 단위의 장기 에너지전

략으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

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에너지산업이 일자리

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하였다. 2008년 9월 Green Energy 발전전략에서 

RPS 도입을 천명하였고 그해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제도 도입을 명기하였다. 2010년 4~9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

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과 부존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제도 관련조항

을 신설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RPS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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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합리적 가격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의 발달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부담하였던 이행비용을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2. 제도의 개요

RPS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

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법1)으로 정하여 의무

화한 제도이다.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가 되며, 초년도 공급의무자는 한전발전

자회사(6), 민간발전사업자(5),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13개 발전사가 해당되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예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

영지침’을 제정하여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과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고시하

였다. 또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전

력시장 운영규칙’을 제·개정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및 기준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

정,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에너지관

리공단과 전력거래소를 지정하고 있다.

주요 업무흐름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하면 이를 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그 설비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

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 인증서는 

1) 법규(20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규(20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법규(20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201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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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의무자는 자체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시장

에서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함으로써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인증서 제출로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이행량에 대해서는 이행에 대한 보전을 받게 되며 이 때 제출된 인증서

는 이행보전과 함께 폐기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은 각 의무자별 전년도 총발전량(신재생발

전 제외)에 연도별 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

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 공급량에 발전원별로 원가를 감안하

여 정한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발급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

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가중치를 달리 설정한 것이다. 인

증서는 태양광설비 공급분과 비태양광설비 공급분으로 구분하여 발급되

며 거래시장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행

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

일 이내에 발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인증서의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누어지며 계약시장

은 매매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으로 연중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가능하고 현물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으로 매월 1회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된다. 시

장운영방식은 경매방식과 양방향입찰방식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경매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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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2 ’13 ’14 ’15 ’16 ’18 ’20 ’22
신재생 공급 비율 (%) 2.0 2.5 3.0 3.5 4.0 6.0 8.0 10.0
태양광 공급량 (GWh) 276 591 907 1,235 1,577 1,577 1,577 1,577

표 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_

구분 2012 2013
총 의무량 태양광의무량 총 의무량 태양광의무량

그룹
1

한국수력원자력 1,979,915 44,160 2,462,732 114,234
한국남동발전   821,868 42,780 1,267,215 110,619
한국중부발전  711,830 42,780 1,055,343 110,619
한국서부발전  749,907 42,780 1,140,879 110,619
한국남부발전   822,078 42,780 1,285,502 110,619
한국동서발전   723,869 42,780 1,156,955 110,619

그룹
2

한국지역난방공사  103,698 2,484 164,355 7,953
한국수자원공사 - 2,484 7,953 7,953

SK E&S 88,864 2,484 125,974 7,953
GS EPS  78,294 2,484 131,999 7,953

GS Power  50,116 2,484 91,364 7,953
포스코에너지  170,511 3,036 260,850 7,953

MPC율촌 36,994 2,484 59,273 7,953
합  계 6,337,942 276,000 9,210,394 723,000

표 2. 연도별 공급의무량(에너지관리공단)_
(단위 : kWh)

공급의무자는 보유한 공급인증서를 의무이행량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제출된 공급인증서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

다. 이 때 일부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거래제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

행 실적으로는 인정하되 비용보전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이행 부족량에 대해서 인증서의 

평균거래가의 1.5배까지의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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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가중치
구 분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비건축물 이용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이용

표 3. 태양광에너지 인증서 가중치_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LFG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전소, 폐기물가스화발전,
조력(방조제 유)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해상풍력(연계거리 5㎞ 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 조력(방조제 무), 연료전지

표 4. 기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_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

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된

다.(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 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신재

생에너지 공급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은 인증기관2)으로부터 월단위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공급의무가 구분되어 있는 태양광 

인증서와 비태양광 인증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공급인증서의 발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

2) 공급인증기관 :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

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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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한 전력을 대상으로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하게 되어있다.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시장은 인증서 종류(태양광과 비태양광)별로 매월 1회 개설되고, 공

급의무자들은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2 절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국내 개발 현황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생성된 전기 또는 열에너지인 신에너지와 햇빛·물·지

열·강수·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한 재생에

너지를 말한다. 현재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에너지 등이 

있으며,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

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 연소에너지원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과 태양,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한 없

이 공급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비고갈성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등

이 그 장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발전원별 이산화탄

소 배출량 산정에 따르면, 석탄이 최대 950g/KWh에서 1250g/KWh으

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석유가 

700g/KWh에서 800g/KWh인데 반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

너지는 8g/KWh에서 73g/KWh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화석연료는 지역

적 편재가 심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부존이 편재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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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자원이 항시 일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도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1~2% 수

준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RPS의 준비단계

로 계획된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을 체결하게 하여 신재

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을 선도하게 했으며, 그 결과 시행 최종년도인 

2011년도에 이르러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전년도의 약 3배 수준으

로 증가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전력에너지 공급에 대한 비율은 약 

3.5%에 지나지 않았고 그 발전원별 구성적인 측면도 84.7%가 폐기물 

및 대수력이 차지하는 편중성을 띠았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제 3 절  에너지산업 가격 이론

 1. 공공재 가격의 특성

공공재의 요금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규제

의 압력을 받게 된다. 기업의 영리보다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가격 

결정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산업 

또는 생활에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독점적 성격을 지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가격의 적정성, 공정성 여부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국민경제와 정책에 큰 파급효과를 준다. 둘

째, 공공성의 강조로 기업성의 고려가 매우 적게 인정된다. 따라서 가격

은 원가보상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이윤을 인정하지만 최대이윤은 용

납되지 않는다. 셋째, 공공재는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생활 필수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어 대체성이 희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가격이 관리되지 않으면 독점의 특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독점

이윤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의 규제를 받게 된다. 넷째,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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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따른 규제에 의해 적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김준기, 2013)

 2. 공공재 가격 결정의 전제조건

공공재의 가격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함에 

있다. 전제조건은 크게 형평성, 수입보장, 정치적 상황, 물가안정 등이다. 

첫째, ‘형평성’은 가격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결정되어 자신

이 사용한 양에 따라 공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수

입보장’은 기업이 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업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셋째, ‘정치적 상황’은 국가 정책

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물가안정’은 공공재의 가격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물가나 고용 혹은 국제수지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김준기, 2013)

 3. 에너지 산업의 특징

에너지산업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술적·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세계적으로 기술적 공급방식이 유사하고 이미 표준화된 기술

에 의해 생산된다는 점이다. 산업의 기술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운

영 방식과 규제방식 또한 이미 체계화 되어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 독점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초기 대규모 

투자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의 지속적 하락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기존사업자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상황에

서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상당한 가격결정력을 가지게 된다.

셋째, 전후방 산업을 통합한 강력한 수직연계의 형태로 운영된다. 막

대한 설비투자와 자본조달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거래 상대방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거래 상대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거래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계약을 파

기하고 낮은 가격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대규모 설비투자를 한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13 -

넷째, 산업생산뿐 아니라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

요한 기초산업으로 공공성이 매우 크다. 에너지 부족은 산업생산에 차질을 

주어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에너지가격은 생산되는 재화 의 

가격에 직접 반영되어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영헌, 2012)

 4. 에너지 가격규제의 필요성

에너지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에너지 서비스가 사회전체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에너지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수 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은 중복투자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

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산업은 자유

경쟁에 맡기기 보다는 독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신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김영헌, 2012)

가격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

준기, 2013) 

첫째, 국회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

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격결정의 민주성 혹은 정치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식이다. 이 경우 가격이 정치적 요인이나 자본가의 로비에 의

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협상 지연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을 경직화하

는 단점이 있다.

둘째, 정부의 해당 공기업의 감독부처가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의

회가 결정하는 것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작고 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영향이 강해 회사의 기업성을 해칠 수 있다.

셋째,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독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정의 과학성과 준법성 그

리고 공기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정한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과 위원 간 협상지연으로 결정 지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경쟁기업이 있어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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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격결정을 독자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다.

가격규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준기, 2013)

첫째, 과도한 이익 추구행위를 방지하여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점인 기업에 가격결정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여러 가지 

기업 내부 원가상승요인이 그대로 반영할 위험이 크다. 특히 기업 활동

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는 에너지의 경우는 가격을 

올릴 경우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성을 감소하는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를 견제하

기 위해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독점의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독점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게 할 경우 가격을 높게 설정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소비자 후생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비자의 후생

손실을 예방하고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가격규제가 이루어진다.

셋째, 전시 또는 인플레이션 하의 물가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5. 에너지 가격결정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공공제인 에너지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이 필요하다.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다. 바로 원가주의 원칙, 공정보수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등이다.(김영헌, 2012)

원가주의 원칙이란 에너지 공급에 소요된 총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적정 생산

에 대한 효율적 공급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즉,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원가를 

기준으로 기업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보수의 원칙이란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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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적정 수준의 투자보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자본

에 대한 지급이자와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 등의 지불에 필요한 금액의 

보장이다. 가끔 이 투자보수의 보장은 과도한 투자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무조건 투자에 대한 보수를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에너지산업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공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정한 보수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공평성의 원칙은 서비스 공급자가 영업정책상 또는 독점적 지위를 이

용하여 특정 종별이나 고객에 대해 자의적으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적정한 원가배분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가격 결정으로 무차

별적인 원가주의 적용을 관철시켜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 4 절  신재생에너지 가격

 1. 시장의 가격 형성

일반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정해진다. 수요

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가격은 내려간다. 반대로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고 따라서 수

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격은 오를 수 있음이 일반적 이론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이 없거나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수요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 경

우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고정된 수요의 구매력에 의해 적정 시장가격

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만일 수요자의 구매가 완료된 후

에는 거래가 정지되어 나머지에 대한 가격은 0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치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수요자의 지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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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공급자의 여건에 의서도 영향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이

지만 일반전력과 달리 공급과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나 설비의 상태에 따라 공급량이 변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가격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만일 공급자가 공급을 줄인다

는 것은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 가동의 중단은 전혀 비용 감

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설비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매출의 기회를 줄

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으로서의 재고를 둘 수 없다는 

특수성과도 연관된다. 즉 일반적인 발전기의 발전감소는 원료비 등의 감

소가 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감소는 기회비용의 증가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RPS 하의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은 2차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1

차 시장이 전력시장이고 2차 시장이 공급인증서 시장이다. 1차 전력시장

에서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SMP로 가격이 결정되며, 2차 공급인증서 시

장에서는 경매에 의한 인증서 가격으로 정해진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는 원가가 SMP보다 높기 때문에 1차 시장인 전력시장에서 원가를 회수

할 수 없게 된다. 2차 공급인증서 시장은 공급자가 제시하는 최초 가격

부터 시작하여 수요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대 

가격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연도별 의

무량이 정해져 있으며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인증서 시장평균가의 

1.5배 과징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인증서 시장의 가격은 공급자들의 제

시가격과 인증서 시장평균가의 1.5배 사이에서 결정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평균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론상으로

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무량의 일부는 차기 년도로 이

행을 연기할 수 있는 점과 인증서의 재고를 두어 차기년도 의무량을 채

울 수 있는 점 등은 약간의 수요량 변동 가능성을 예시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은 태양광인증서 시장과 비태양광인증

서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발전원가가 높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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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어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인증

서 시장의 경우 공급량이 의무량을 초과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

으며 따라서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비태양광인증서 시장은 수요

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치까

지 상승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가격정책의 변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먼저 FIT를 시행해 왔으며, 다시 

RPS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에 따라 이 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게 되었으며, 2012년 1월부

터는 RPS가 시행되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제도로 바뀌게 되었

다. 전력거래시장과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형성

된 가격의 합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새로이 정의되게 되었다. 전력거

래시장에서 전력거래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가격(SMP) 적용으로 1차 판

매절차를 거치게 되고 다시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2차 판

매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두 가격은 모두 소비자의 요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되었다.

 3. 가격의 규제

‘신재생에너지가격(REMP)’은 구분되어 있는 두 시장 즉, 전력시

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력시장 가격

(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RECP)’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재생에너지가격은 공공재의 가격으로서 정부

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가격제로 제

도를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공재로서 가격결정 일반원칙의 원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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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공정보수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은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가격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불안정으로 그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제 5 절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

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

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

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

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

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發電差額), 곧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7조 2) 그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이 제도는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었으며,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

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발전차액

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

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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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화력 에

너지에 비하여 생산 원가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

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는  RPS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기존 적

용대상에 한해 적용하고 더 이상 추가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제 6 절  선행연구 검토

RPS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제도 시행 전의 연구들로서 

이론적 분석으로 추정한 연구들이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

보면 정책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대응이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그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설비의 보급, 신재생설비의 사업성 분

석, 우리나라 신재생의 시나리오, 공급의무자의 대응방안, 제도시행에 따

른 신재생기업의 리스크, 제도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의 영향, 제도의 파

급효과, 신재생설비 투자 효과 등이다.

홍희정(2009)은 RPS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증설로 인

하여 평균발전단가의 상승이 최종소비자 요금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예상

했고 2020년도 기준하여 의무량을 3~10%까지 적용했을 때 전기요금

이 2.32~ 2.40배로 인상되어야 함을 예상했으며, 그 비용발생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생산의 단가가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단

위 생산비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환경보전 등 지속가

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라는 인식과 함께 전력가격의 상승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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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또한 더 나아가 기금에서 보전하거나 비

용전가를 최종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무대상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적

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순현 외 4명(2012)은 2022년 까지 ‘제5차 전력수급 기본 계

획’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REC 수요량과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

을 통한 REC 공급량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REC 시장 가격을 2012

년 289원/kWh 부터 연도별로 약 9원/kWh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

하였다. 

박호정(2012)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의 발전공급은 전력가격의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는 기저발전 내지 첨두부하 발전의 기준에 따라 가격인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설계에 의한 가격인상 효과와 이를 반영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에 적합한 형태의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한편, FIT와 

RPS의 효과를 상호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며, 두 제도의 

적용경험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결과 해외(2012)에서는 

FIT가 RPS보다 평균적으로 1,800MW 정도 더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또한 정부재정 측면에서는 RPS가 FIT보다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 제도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다.

박성순·소병욱(2012)은 RPS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시행국가의 특정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의 규모와 구성형태, 내용의 적절한 설계(과징금, 

가중치 설정 등), 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

됨을 기술하였고, 의무할당량 기준, 특정 REC 가격의 차등취급 문제, 과

징금액 등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적절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

다.

김현제 외 1명(2010)은 RPS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

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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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의무적

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

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면 RPS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으며 반대로 단기적으로 신재생에

너지의 보급을 늘리고자 한다면 보조금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허은녕 외 1명(2013)은 신재생 산업은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특성상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 그 리스크는 

일반 기업들에 비해 높으며 이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소시

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태양광 및 풍력의 국내 보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윤순진(2011)은 원별로 봤을 때 태양광의 잠재력이 높은 편

이다. 하지만 태양광과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경우 RPS를 

통한 공급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RPS가 성공한 사례들에서는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RES(Renewable Energy 

Source)가 풍부하게 존재했는데 비해 한국은 그런 자원은 별로 없다. 

따라서 부존자원의 규모 및 특성을 볼 때 한국의 RPS의 성공적 이행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하였고, 해외 사례 및 국내 부존자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RPS보다는 FIT 제도 운영을 제시했다.

함정석(2009)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국

가들이 FIT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RPS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각 전원별 발전원가에 대해 제시해 

주고 있다.

한호연(2012)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의 연도별 의무량을 추

정하였고 의무자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할 계획 공급량

을 추정하였으며, REC 공급량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예상하였으나 태양

광 분야는 의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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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2010)은 RPS가 시행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다른 국

가에 비해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촉진,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의 전기요금 전가 등이 대표적인 현상

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

비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최소화, 기관간 상호협조, 앞을 내다보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RPS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

다.

윤석기(2011)는 RPS 정책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런 

정책일수 밖에 없다고 하고, 의무할당량을 부여받는 발전사업자 입장에

서는 의무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RPS는 이론상 발전량 혹은 발전 설비량을 정부가 설정하고 가격이 시

장에 의해 설정되는 정책이지만 잘못된 정책의 운용으로 인해 인증서의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태양광 산업의 육성은 실패로 돌아 갈 수도 있다

고 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원

리에 의해 사업자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RPS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

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설계와 무리한 추진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

다고 하며, 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인증서 가격 외에도 의무량

의 적정수준, 유연성 매커니즘 등 고려할 점이 상당히 많으며 국내의 상

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제도설계와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하면서 수량조

정제도(RPS)와 가격조정제도(FIT)의 약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부각하는 

정책혼합방식의 고안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

라 했다.

김영헌(2012)은  공기업 요금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에너지산

업의 특징을 기술적 공급방식의 유사성, 이미 표준화된 기술 보유, 자연

독점산업의 특징, 전후방 산업의 수직연계 통합형태의 운영, 국가 기초

산업으로서 공공성이 커 부족시 산업 및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음

을 들고 있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에너지 서비스가 사회전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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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

라고 했다.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지하여 공익성

을 확보하고 독점이라는 시장실패를 해소하고, 비상시 물가안정을 위함

임을 들었다.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투자보수율 규제, 가격상한제 규제, 

연료비 연동제 등을 설명하였고, 에너지 가격 결정의 원칙을 원가주의 

원칙, 공정보수위 원칙, 공평성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제까지의 RPS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모두 RPS가 시행되기 이전

의 연구들로 RPS가 시행될 경우를 예상한 미래 영향들에 관한 연구들

이었다. 아직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시장 

및 그 영향에 관한 예상의 연구들이었다. RPS 시행에 다른 시장의 가격

을 예상하거나 시장 가격의 예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가중을 예상하거

나, 또는 그 부담을 전기요금에 부과할 경우 전기요금의 변화를 예측하

는 등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할 수 없었던 RPS 도입 이후 초기 

시장의 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가격 

형성을 연구해 보았다. 시장의 가격이 원가와 연동되어 형성되어 에너지 

가격결정 이론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원

가에서부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최종 소비자 가격까지의 단계별 가

격에 따라 부담의 영항은 어떤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이득이겠지만 이 가격이 

높으면 사업자나 사용자에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종 가격이 낮을수록 이득이겠지만 이는 곧 생산자나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전기에너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도 공공재로 분류되며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가격도 공공재의 가격 결정 원리에 따름이 일반적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력시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

장” 의 두 시장의 합으로 나타나는 가격구조에 의한 시장 가격의 변화 

행태를 기중으로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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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및 분석

제 1 절  자료 수집 및 검토 

 1. 발전원별 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원가는 각 발전원별 1kWh의 전력을 생산하

는데 드는 비용으로 건설부터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계

산한 것이다.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과의 유의성 분석 및 신재생에너지 공

급 영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0년 한전에서 발주하여 시

행한 용역의 결과보고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발전원
 연도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태양광

2012 120 107 176 277 337 383
2013 119 107 176 273 340 374

표 5. 발전원별 원가_
(단위 : 원/kWh)

 * “RP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최종보고서)”(한전, 2010.4)

 2. 전력시장 가격(SMP)

전력시장 가격은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거래 시간별로 정해지는 전력

의 시장가격이며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신재생에너지 사격

산정에 적용되었다. 각 전원별 전력시장가격은 각각 월간 가중평균을 산

정하여 적용하였다.  일자별 시간대별 자료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반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에 대해서는 월별 평

균을 적용하였고, 태양광의 경우는 주간에만 발전하므로 월별 일조시간

을 고려하여 3~4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월평균을, 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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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전 7시부터 6시까지의 월평균을, 10~11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월평균을, 12~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하여 전력시장의 가격으로 이용하였다.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2
일반 143.9 156.8 174.3 155.2 168.2 174.3 181.2 157.0 130.3 146.4 136.6 161.9

태양 148.5 173.5 187.7 163.0 175.9 185.4 192.5 168.2 134.7 154.0 144.4 179.2

2013
일반 150.2 148.6 150.7 161.0 148.5 154.6 152.2 150.7 132.3 153.2 144.2 148.2

태양 158.7 151.7 153.8 168.0 153.9 163.8 160.5 158.1 136.0 161.2 149.1 153.7

표 6. 월 평균 SMP_
(단위 : 원/kWh)

  *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3. 인증서시장 가격(RECP)

인증서시장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각 전원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전력시장의 가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신재생에너지가격 산정에 사용되었다.

환산인정서가격 산출을 위한 발전원별 가중치는 표 8와 같으며 태양

광 가중치는 설치 위치별로 0.7~1.5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평균

적으로 적용 가능한 1.2를 적용하였으며,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는 전소 발

전을 기준하였다. 

인증서시장 가격자료는 각 발전원별 월별 거래 통계 자료를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보하였다. 인증서는 전력거

래량을 기준으로 각 발전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발행되고 있고, 인증서

(REC)의 단위는 MWh 기준이므로 이를 전력거래 단위인 kWh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거래 인증서가격에 가중치와 1/1000을 곱하여 인증서가

격을 환산하였다. 또한 일반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은 서로 시장을 분리

하여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분류하고 연구하였고 또한 각 전원별 평균 

가격은 거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을 적용하였다. 

인증서 계약 체결수량 및 가격을 포함한 거래 현황은 표8~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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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 풍력 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태양광

가중치 1 1 1 2 1 1.2

표 7. 발전원별 가중치_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거래 월
체결 
건수
(건)

체결 
수량
(REC)

평균 
체결가격
(원/REC)

환산인증서 가격(원/kWh)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
매스

1월 - - - - - - - -

2월 7 1,031 42,421 42.4 42.4 42.4 84.8 42.4

3월 - - - - - - - -

4월 9 1.254 48,197 48.2 48.2 48.2 96.4 48.2

5월 11 4.215 52,251 52.3 52.3 52.3 104.5 52.3

6월 13 4.111 52,357 52.4 52.4 52.4 104.7 52.4

7월 18 11.012 54,922 54.9 54.9 54.9 109.8 54.9

8월 20 10.412 63,173 63.2 63.2 63.2 126.3 63.2

9월 20 14.551 65,909 65.9 65.9 65.9 131.8 65.9

10월 22 16.236 71,747 71.7 71.7 71.7 143.5 71.7

11월 22 17.498 66,433 66.4 66.4 66.4 132.9 66.4

12월 22 25.857 69,137 69.1 69.1 69.1 138.3 69.1

표 8. 2012년도 일반 공급인증서(REC) 거래 현황_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홈페이지(http://rec.kpx.info/index.jsp)

거래 월
체결 
건수
(건)

체결 
수량
(REC)

평균 
체결가격
(원/REC)

환산 인증서 가격(원/kWh)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
매스

1월 21 24,336 67,349 67.3 67.3 67.3 134.7 67.3

2월 23 29,609 82,365 82.4 82.4 82.4 164.7 82.4

3월 22 26,107 98,374 98.4 98.4 98.4 196.7 98.4

4월 22 29,445 119,419 119.4 119.4 119.4 238.8 119.4

5월 22 25,820 120,937 120.9 120.9 120.9 241.9 120.9

6월 23 28,005 116,753 116.8 116.8 116.8 233.5 116.8

7월 40 43,948 125,641 125.6 125.6 125.6 251.3 125.6

8월 31 42,276 131,106 131.1 131.1 131.1 262.2 131.1

9월 32 38,257 147,824 147.8 147.8 147.8 295.6 147.8

10월 33 46,352 179,851 179.9 179.9 179.9 359.7 179.9

11월 31 32,715 223,026 223.0 223.0 223.0 446.1 223.0

12월 36 41,653 241,480 241.5 241.5 241.5 483.0 241.5

표 9. 2013년도 일반 공급인증서(REC) 거래 현황_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홈페이지(http://rec.kpx.info/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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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월 체결 건수 (건)
체결 수량

(REC)
평균 체결가격

(원/REC)
환산 인증서 
가격(원/kWh)

1월 - - - -

2월 3 18 229,444 275.3

3월 6 44 220,000 264.0

4월 30 553 219,862 263.8

5월 1 4 161,000 193.2

6월 20 166 159,638 191.6

7월 85 1,856 163,449 196.1

8월 77 873 164,482 197.4

9월 99 1,131 166,823 200.2

10월 107 2,486 168,598 202.3

11월 98 3,770 165,889 199.1

12월 103 2,072 157,631 189.2

표 10. 2012년도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거래 현황_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홈페이지(http://rec.kpx.info/index.jsp)

거래 월 체결 건수 (건)
체결 수량

(REC)
평균 체결가격

(원/REC)
환산 인증서 
가격(원/kWh)

1월 197 7,140 157,805 189.4

2월 183 3,860 160,587 192.7

3월 152 2,436 156,444 187.7

4월 108 2,815 158,770 190.5

5월 183 5,682 156,217 187.5

6월 261 6,222 158,902 190.7

7월 554 10,039 158,638 190.4

8월 555 15,648 164,560 197.5

9월 503 12,086 185,829 223.0

10월 594 15,345 220,152 264.2

11월 764 17,377 220,554 264.7

12월 665 15,214 204,587 245.5

표 11. 2013년도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거래 현황_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홈페이지(http://rec.kpx.info/index.jsp)

 4. 신재생에너지 가격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시장의 가격과 공급인증서시장의 가격을 합한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매출단가라고 볼 수 있

다. 원가와의 유의성 분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의한 영향분석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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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거래 월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태양광

1월 - - - - - -

2월 199.2 199.2 199.2 241.6 199.2 448.8

3월 - - - - - 451.7

4월 203.4 203.4 203.4 251.6 203.4 426.8

5월 220.5 220.5 220.5 272.7 220.5 369.1

6월 226.7 226.7 226.7 279.0 226.7 377.0

7월 236.1 236.1 236.1 291.0 236.1 388.6

8월 220.2 220.2 220.2 283.3 220.2 365.6

9월 196.2 196.2 196.2 262.1 196.2 334.9

10월 218.1 218.1 218.1 289.9 218.1 356.3

11월 203.0 203.0 203.0 269.5 203.0 343.5

12월 231.0 231.0 231.0 300.2 231.0 368.4

표 12.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가격 (원/kWh)_

거래 월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태양광

1월 211.2 211.2 211.2 278.6 211.2 337.9

2월 239.2 239.2 239.2 321.5 239.2 366.2

3월 272.7 272.7 272.7 371.0 272.7 375.4

4월 274.6 274.6 274.6 394.0 274.6 353.5

5월 289.1 289.1 289.1 410.1 289.1 363.4

6월 291.1 291.1 291.1 407.8 291.1 376.1

7월 306.8 306.8 306.8 432.5 306.8 382.9

8월 288.1 288.1 288.1 419.2 288.1 365.7

9월 278.1 278.1 278.1 425.9 278.1 357.7

10월 326.3 326.3 326.3 506.1 326.3 418.2

11월 359.6 359.6 359.6 582.7 359.6 409.1

12월 403.4 403.4 403.4 644.9 403.4 424.7

표 13.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가격 (원/kWh)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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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가지수

국가 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국은행 발표 연도별 물가지수

를 확보하여 가설 검정의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연  도　 총지수 에너지 에너지 이외

2011 106.7 114.5 106
2012 107.5 121.7 106.1
2013 105.7 122.4 104.2

표 14. 연도별 물가지수 (한국은행 발표)_

 6. 전기요금 단가

전기요금 단가는 전기에너지의 최종소비자가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영향분석에 사용하였다. 

전기요금 단가는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체를 종합한 단가를 이

용하였으며, 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표시한다.

연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종합 상승률(%)

2011 119.99 101.69 94.18 81.23 42.72 87.18 54.35 89.32 3.72

2012 123.7 112.5 108.8 92.8 42.9 98.9 58.7 99.1 10.95

2013 127.0 122.0 116.0 100.7 45.5 107.3 63.5 106.3 7.30

표 15. 연도별 전기요금 단가_

    * 국가 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제 2 절  발전원가와 시장가격의 연관성 분석

 1. 연구 형태

RPS 시행에 따라 공공재인 전기에너지에 속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이 에너지산업 가격 이론에 따라 원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

펴보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시장가격에 대한 유의성을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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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가격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생산자
(원가)

전력거래소

인증서 거래시장

인증서 발행

전력 판매

인증서 판매

신재생에너지

가격

전력 가격

인증서 가격

1차

2차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가격 구성도_

생산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는 1차로 전력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

루어지며 그 거래량에 대한 공급인증서가 발행된다. 발행된 공급인증서

는 2차로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판매된다. 두 시장에서 각각 정해진 전력

가격과 인증서가격의 합이 신재생에너지가격이 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원가와 시장가격의 유의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REUC)와 신재생에너지 가격(REMP)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가격 구성요소인 ‘전력시장 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과 RPS에 의해 매월 개장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에서의 ‘인

증서가격(RECP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Price)’ 자료를 조

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산출하여 

‘발전원별 발전원가(REUC : Renewable Energy Unit Cost)’와 ‘신재

생에너지가격(REMP : Renewable Energy Market Price)’을 정의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 먼저 2012, 2013년의 전원별 발전원가를 조사하

고 전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RECP)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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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여 각 변수별 기술적 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의 

연구 툴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발전원가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구분하고 공급인증서가격은 일반 신재생에너지와 태

양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급인

증서 발행 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곱하여 kW단위당 인증서 가격(REUP)

을 산정했다. 시장의 가격 즉, SMP와 REUP 두 가격의 합인 신재생에

너지 가격(REMP)에 대해 그 에너지 발전원의 발전원가와 관련성을 현 

시장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발전원가는 각 전원별로 월별 원가를 적용하였다. 시실 발전원가는 

연도별로 고정되어 있어 변수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

원별로 상이한 값을 가지므로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으로 두고 독립변수는 발전

원가로 하여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또한 연도별 물가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시장에서 취하는 가격이며 먼저 선행하는 전력시장에서의 가격(SMP)과 

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시장에서 취하는 가격(RECP)의 합으

로 정의했다. SMP는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

는 전력시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서 결정되며 측정단위는 원/kWh 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량(MW)에 따라 발행된

다 인증서는 각 발전원별로 또한 설비 특성이나 설치 위치에 따라 가중치

를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며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한 량으로 인증서를 발

행하고 있다. 즉, 가중치는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의 발행수량을 결정해 주

는 계수로서 발전원가가 높을수록 큰 계수를 적용하여(0.5~2.0) 전력시

장에서의 원가에 대한 부족분을 인증서시장에서 보완하고 있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품의 원가이다.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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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가격도 기본적으로는 원가에 기초해서 이윤이 덧붙여져야 한다. 공

공재 성격을 띄는 에너지와 같은 필수재는 더더욱 원가에 기초해서 정해

져 왔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시장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공급

과 수요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그 가격은 에너지산업 가격이론과 맞

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부 거래 단계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초이론에 

근거하여 시장을 분석하였다. 

변 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 가격(REMP) SMP + RECP Y

독립변수 발전원별 원가(REUC) 발전원별 대표원가 X

통제변수 연도별 물가지수 한국은행 발표 C

표 16, 변수의 정리_

본 연구는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Y = a1 + a2*X + a3*C

Y = 신재생에너지 가격 (REP) [원/kWh]

X = 발전원별 원가(REUC) [원/kWh]

     (= 전력가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C = 물가지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부터 발전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그 공급량에 대해 인증센

터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공급인증서 발급은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발

급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월단위로 발급된다. 인증서(REC)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일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매

월 개설되는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증서 가격은 원/MWh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력가격(SMP)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kW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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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변환해 환산인증서가격을 산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 가격(RECP)은 인증서 거래시장의 결과이며 공공재인 전력요금의 구

성요소로서 그 가격이 안정적일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의 자율적 기능

과 정부의 통제적 기능을 통해 그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 

 2. 연구결과

   가.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발전원가 144 107 383 232.3 105.3

물가지수 144 108.06 116.89 112.48 2.90

신재생에너지가 133 195.54 642.36 298.11 84.49

유효수 133

표 17. 기술통계량_
(단위: 원/kWh)

신재생에너지가는 시장에서 거래와 함께 정해지는 가격이며 발전원가

와 신재생에너지가격의 최소겂과 최대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

지가격은 발전원가의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발전원가와 신재생에너지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큰 것은 발

전원별 원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나. 각 변수별 상관관계

구  분 발전원가 물가지수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원가

Pearson 상관계수 1 -.008 .426**

유의확률(양쪽) .922 .000

N 144 144 133

물가지수

Pearson 상관계수 -.008 1 .497**

유의확률(양쪽) .922 .000

N 144 144 133

신재생에너지가

Pearson 상관계수 .426** .497**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N 133 133 133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표 18. 발전원가와 신재생에너지가격의 상관계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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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발전원가와 물가지수는 신재생에너지가격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며 각각 상관계수 0.426, 0.497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관을 보여준다.

  다. 회귀분석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26
a

.181 .175 76.73823 .181 29.004 1 131 .000

2 .663
b

.440 .431 63.73611 .440 50.972 2 130 .000

a. 예측값: (상수), 발전원가

b. 예측값: (상수), 물가지수, 발전원가
c.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가

표 19. 회귀분석 모형 요약 c
_

회귀분석은 단계적으로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발전원가만의 

모형에서 신재생에너지가격에 미치는 기여도를 나타내는 R제곱은 0.181

로 18.1%의 유의성을 가지며 물가지수를 추가하여 발전원가와 물가지

수를 동시에 변수로 했을 경우 R제곱은 0.259 상승한 0.440으로 44%

의 유의성을 설명해 준다.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170799.738 1 170799.738 29.004 .000a

잔차 771427.058 131 5888.756

합계 942226.796 132

2

회귀모형 406736.293 2 203368.146 49.371 .000
b

잔차 535490.503 130 4119.158

합계 942226.796 132

a. 예측값: (상수), 발전원가

b. 예측값: (상수), 물가지수, 발전원가

b.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가

표 20. 분산분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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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검정을 위한 F 통계값이 각각 29.004, 49.371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회계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218.655 16.184 13.511 .000

발전원가 .340 .063 .426 5.386 .000 1.000 1.000

2

(상수) -1560.727 230.303 -6.777 .000

발전원가 .351 .053 .439 6.684 .000 .999 1.001

물가지수 15.747 2.035 .508 7.739 .000 .999 1.001

a.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가

표 21. 계수_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 식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_

신재생에너지가격 = -1560.727 + 0.351(발전원가) + 15.747(물가지수)

회귀분석을 통해 발전원가의 신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연관성을 측

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발전원가와 물가지수가 포

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9.371,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격 총 변화량의 6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발전원가, 물가지수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신재생에너지가격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격은 발

전원가가 1 증가할 때 0.351 증가하는 것으로 그 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신재생에너지 최종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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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영향 분석

 1. 연구 형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일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비

해 높은 원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의한 가격 부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그 원가가 일반발전설비의 원가보다 높으

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늘여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부담도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RPS 정책 이전에는 정

부가 안아 왔었지만 RPS 정책 추진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나누어지길 

바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부담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았다. 

우선 연도별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원가상승의 규모를 

확인하고, 생산-거래-소비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부담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생산자
(원가)

중간자 소비자
시장가격 요금

그림 2. 신재생에너지 거래 구조_

신재생에너지 거래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여기서 생산자는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이며, 중간자는 RPS 의무를 지고 있는 발전사와 이를 

종합 구매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한전이며, 소비자는 전력을 최종 사용

하는 사용자로 정의하였다.

공급 증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해 

각 신재생 발전원가와 일반발전 원가를 조사하였으며 그 차를 신재생 발전

량에 곱하여 원가상승에 의한 원가상승합을 산출하였고 이를 총 발전량으로 

나누어 신재생 원가상승에 의한 소비자 요금상승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재생 시장가격과 일반발전 원가의 차를 신재

생 발전량에 곱하여 원가상승에 의한 원가상승합을 산출하여 이를 총 발

전량으로 나누어 신재생 거래가격에 의한 요금상승 영향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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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래단계별 가격 분석

신재생에너지는 일반발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원가 상승에 의한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부담의 정도를 발전실적과 원가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도 구분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태양광

2012 발전원가 (A) 120 107 176 277 337 383

중간시장가 (B) 205.3 205.3 205.3 249.8 205.3 367.9

최종판매가 (C) 99.1 99.1 99.1 99.1 99.1 99.1

생산자 이득(B-A) 85.3 98.3 29.3 -27.2 -131.7 -15.1

중간자 손실(C-B) -106.2 -106.2 -106.2 -150.7 -106.2 -268.8

전체 부담(C-A) -20.9 -7.9 -76.9 -177.9 -237.9 -283.9

2013 발전원가 (A) 119 107 176 273 340 374

중간시장가 (B) 296.4 296.4 296.4 440.8 296.4 379.0

최종판매가 (C)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생산자 이득(B-A) 177.4 189.4 120.4 167.8 -43.6 5.0

중간자 손실(C-B) -190.1 -190.1 -190.1 -334.4 -190.1 -272.7

전체 부담(C-A) -12.7 -0.7 -69.7 -166.7 -233.7 -267.7

표 22. 단계별 가격 분석_ (단위 : 원/kWh)

중간시장가는 유의성 분석 시 사용한 시장에서 형성된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최종판매가는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평균을 적용

하였다. 생산자 수익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원가와의 차이이며, 중

간자 손실은 최종소비자가격과 중간시장가의 차이를 말한다. 최종판매가

가 중간시장가보다 낮음은 중간자 가 손해를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

체 부담은 최종판매가와 원가와의 차이로서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원가가 

시장에 주고 있는 부담이라 할 수 있다. 

단계별 가격 분석 결과 생산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이득을 취하고 있

으며, 특히 2013년도 일반 발전원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제외하고는 대

단히 높은 이윤(61~149%)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양광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태양광은 인증

서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난 때문이며,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원

가가 비싼 반면 의무량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장점으로 발전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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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재생에너지 원가에 의한 영향 분석

신재생에너지는 일반발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상승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각 발전원별 원가, 신재생에너지 총원가 

자료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평균원가를 구했다. 일반발전원가와 신재

생에너지원가의 차이를 구하고 이 원가 차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곱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의한 총 원가상승을 구했으며 이를 총 발전

량으로 나누어 최종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연도 항목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
전지 

바이오
매스 

 태양광  합계 

2012

신재생발전량(GWh) 908 505 103 374 35 508 2,434

신재생총원가(억원) 1,090 541 181 1,037 119 1,946 4,913

신재생원가(원/kWh) 120 107 176 277 337 383

일반발전평균단가(원/kWh) 89.78

단가 차이(원/kWh) 30 17 86 187 247 293

총원가차이(억원) 275 87 88 701 87 1,490 2,728

총 발전량(GWh) 471,800

전기요금 영향(원/kWh) 5.78 6.4%

2013

신재생발전량(GWh) 1,144 655 237 561 122 747 122

신재생총원가(억원) 1,361 701 417 1,531 414 2,795 7,219

신재생원가(원/kWh) 119 107 176 273 340 374

일반발전평균단가(원/kWh) 87.46

단가 차이(원/kWh) 32 20 89 186 253 287

총원가차이(억원) 361 128 210 1,041 308 2,141 4,188

총 발전량(GWh) 479,541

전기요금 영향(원/kWh) 8.73 10.0%

*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KESIS,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총 발전량) 

표 23. 신재생에너지 원가에 의한 요금 영향 분석_

 (신재생에너지 원가 - 일반 발전원가) x 신재생 발전량
  원가의 영향 = 
                                   총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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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년도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원가에 의한 전기요

금 영향을 검토해 본 것으로 2012년도 5.78원/kWh, 2013년도 8.73원

/kWh의 요금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는 일반발전 원가에 비해 

2012년 6.4%, 2013년 10.0%의 원가 상승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 시장가에 의한 영향 분석

신재생에너지는 일반발전에 비해 시장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재생에

너지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상승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영

향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 총 시장가를 기준으로 신재생에

너지 시장평균 단가를 구했다. 일반발전원가와 신재생에너지 시장평균단

가의 차이를 구하고 이 단가 차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곱하여 신재

생에너지 시장가에 의한 총 가격상승을 구했으며 이를 총 발전량으로 나

누어 최종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연도 항목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연료 
전지

바이오 
매스  태양광  합계

2012

신재생발전량(GWh) 908 505 103 374 35 508 2,434

신재생총시장가(억원) 1,865 1,038 211 935 72 1,869 5,990

신재생시장단가(원/kWh) 205 205 205 250 205 368 　

일반발전평균단가(원/kWh) 89.78 　
단가 차이(원/kWh) 116 116 116 160 116 278

총가격차이(억원) 1,049 584 119 599 41 1,413 3,805

총 발전량(GWh) 471,800

전기요금 영향(원/kWh) 8.06 9.6%

2013

신재생발전량(GWh) 1,144 655 237 561 122 747 122

신재생총시장가(억원) 3,389 1,942 702 2,472 361 2,832 11,699 

신재생시장단가(원/kWh) 296 296 296 441 296 379

일반발전평균단가(원/kWh) 87.46

단가 차이(원/kWh) 209 209 209 353 209 292

총가격차이(억원) 2,389 1,369 495 1,982 255 2,179 8,668

총 발전량(GWh) 479,541

전기요금 영향(원/kWh) 18.08 20.7%

표 24. 신재생에너지 시장가에 의한 요금 영향 분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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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시장가 - 일반 발전원가) x 신재생 발전량
  원가의 영향 = 
                                   총 발전량

2012, 2013년도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시장가격에 의한 전

기요금 영향을 검토해 본 것으로 2012년도 8.06원/kWh, 2013년도 

18.08원/kWh의 요금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는 일반발전 원가

에 비해 2012년 9.6%, 2013년 20.7%의 원가 상승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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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신재생에너지 원가와 시장가격 두 변수는 유의성을 가지고 상호 연관

되어 있음은 확인하였지만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분석에서의 상관계수

가 각각 0.426, 0.351로써 그 연관도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발전실적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시장가격에 의한 각각

의 최종 요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가에 의한 전기요금 영향은 연도별

로 약 6~9원/kWh(6~10%), 8~18원/kWh(10~21%) 의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발전원에 따라 개장 

초기 대비 약 2년 후인 2013년 말에는 약203~267%까지 치솟아 있다. 

또한 원가 대비 시장 가격이 최대 370%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재

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에너지 가격결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

부를 알아보기 위해 발전원가와 시장가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호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연관성을 표시하는 계수의 값은 크지를 않았

다. 에너지가격 결정의 원칙의 기술에 의하면 원가와 가격의 연관도는 

상당히 높아야 하나 과도기적 시장에서의 가격 분석결과는 그렇지 못했

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원가차이를 고려하여 정해둔 조정계수

의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시장 가격보다 공급인증서 시장의 가격 영

향을 크게 받고 있고,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적용하는 에너지 가격이

론을 벗어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 영향 분석 결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원가

에 비해 매우 높아 최종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포함

한다. 또한 시장가격이 높은 반면 최종소비자 가격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높은 수익을 취하는 반면 중간 

사업자는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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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원가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장에서

의 가격은 큰 변화를 보여 주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두 시장

을 견주어 볼 때 전력시장의 가격은 기존 연도의 가격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이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변화를 주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의 정책적 공급의무

량 설정에 비해 실제 공급량이 부족한 데 기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전

년 대비 약 11%, 7%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일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의한 원가 부담을 일부 반영하였다 할 수 있으나 상승 요인에 비

해서는 그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영향은 중

간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안길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거래는 2012년 4월 처음 거래가 시작되었

으며 초기 시장에서의 거래는 그 물량이 많지는 않았다. 공급도 적었지

만 발행된 인증서 수량에 비해 거래량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형성되어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급상승했다. 태양광인증서의 경우 초기 물량 부족으

로 가격은 거의 상한치를 기록하다시피 하였으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

격은 하락하였다. 2013년 들어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가격

은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비태양광인증서의 경우 초기에는 에너지 

가격이론의 원가주의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듯이 

보였으나 2013년 들어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초기가격

의 4배 이상 상승하였다.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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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보였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형성이 예상된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설비의 설치기간도 짧고 단위기 설치비용도 적어 쉽게 설

치할 수 있는 이점으로 향후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가격은 안

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우

리나라의 입지적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이 매우 제한적이라 생각되며 따

라서 공급은 계속 부족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의 가격은 지속

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한동안 안정성을 찾지 못 것으로 예상되며, 신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지속적인 전

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적인 생활 필수재인 전력에 대해 그 요금에 너무 큰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지 못한 상

태에서 개설된 시장이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허점을 

이용하여 과분한 이득과 과대한 부담을 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의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근거로 하여 

실제 시장을 분석 및 연구해 봄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가격규제이론, SMP의 결정과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특성 및 가격형성과정, 신재생에너지가격 구조 등에 대해서도 학

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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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enforcing a policy,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for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from 2012.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price behavior and effect of the market

price formed in early transitional renewable energy market has been

performed. This study has verified whether the price had formed

according to the energy price theory which is based on cost and has

examined the price of each step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and

the effect of market price to consumer price of electricity.

Generating cost of each renewable energy source, market price of

electricity, certificate market price, renewable energy and electricity

prices index data were collect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structure analysis method were used.

In conclusion, we can realize that it is difficult to form to early

transitional market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energy

prices, and excessive market pricing causes consumer price to rise.

Stable pricing at the market requires continuous adjustment of

government. To reduce government's burden, constant effort to lower

the cost is necessary. In addition, developing complementary system

is also expected to regulate the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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