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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력이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매 전력시장에
서 나타나는 시장참여자의 시장행위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에서도 발전사업자가 매일 입찰하는 공급가능용량이 실제 발전기의 공급
능력과 차이가 생기는 현상인 입찰오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기술하고 있
다.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에 대
해 기술하고 연구의 분석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용량가
격의 하락이나 전력수요 피크와 같은 환경 하에서는 발전사가 전략적 용
량미달입찰(용량철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증대를 꾀할 유인이 증가
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을 입찰오차의 요인으로 주로 분석하
였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전력시장에서는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사례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인 용량초과입찰 즉 실제 발전기 공급능력보
다 공급가능용량을 더 많이 입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을 논문의 주요 주제로 삼았다. 연구의 방법
론은 발전사 입찰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 입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반구
조화 인터뷰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터뷰의 결과에 대한 집계 및 정리를 하고 있다. 첫 째,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지배구조에 의
한 요인, 페널티 제도의 영향,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의 영향,
민간발전사의 약한 Market Power 등이 의미 있는 요소로 밝혀졌다. 둘
째로는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입찰오차의 주요인이 아니라면 용량미달
입찰 이외에 어떤 요인이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제3 요인인가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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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연구결과 여기에는 허용오차나 입찰량을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
한 정산방식등 입찰오차에 영향을 주는 전력시장규칙이 있었으며, 발전
사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온도와 계통주파수와 같은 발전기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예측 불가능한 요인, 입찰담당자들의 전략적 성향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인터뷰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업지배구조,
Market Power, 규제환경, 거래규정, 통제불능, 입찰전략 요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요인에는 한전이 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이므로 배당금 회수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권한 등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입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주로 담
고 있다. Market Power에 의한 요인은 국내 민간발전사들이 낮은 시장
점유율과 다양한 발전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전략적 입찰
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며, 규제환경에 의한 요인은 한전자회사에
대해 보정계수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규제를 함으로써 시장가격 상승
분에 대한 수익증감분이 감쇄되어 발전사가 전략적 입찰을 할 유인이 줄
어들게 되는 것과 시장감시 환경 및 페널티 관련 법령 등이 입찰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담고 있다. 거래규정에 의한 요인은 초과발전 미정산과
같이 시장규칙이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통제불능 요인은 발
전소 주변 온도 및 계통상황이 급변하는 것과 고르지 못한 연료품질 및
소내전력의 변동과 같이 발전소에서 발전기의 가능출력을 예상하기 힘들
게 하는 발전기 내외의 다양한 요소들이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입찰전략에 의한 요인은 입찰담당자와 소속부서
및 회사전체 이익을 위해 세우는 입찰전략과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직업
윤리의 유무가 입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제4장에
서는 이렇게 분류된 요소들 간의 관련성은 물론 입찰행태별로 발전사와
발전사 입찰담당 직원 그리고 판매사업자인 한전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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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술이다. 입찰오차는 이윤증대를 위
한 전략적인 입찰행위에 의해 발생되기 보다는 한전과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간 기업지배구조에서 오는 영향(경영평가제도 및 가격규제, 발전
자회사 순이익에 대한 한전의 배당금 회수)과 민간발전사의 낮은
Market power, 전력시장 규제감시환경과 같은 전력거래 외적인 요소 즉
제3의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과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간 기
업지배구조는 발전사의 입찰행위에 대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이며, 입찰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러한 입찰오차 원인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규
칙개정 및 법령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전력시장, 입찰오차,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시장지배력,
지배구조, 경영평가
학 번 : 2011-22244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 4
제 1 절 현행 전력시장에 관한 제도분석 ······················· 4
1.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주요 특성 ······································· 4
2. 전력시장 입찰제도 ······························································· 5

제 2 절 입찰오차의 개요 ····················································· 8

1. 입찰오차의 두 가지 유형 ··················································· 8
2. 용량초과입찰 해소의 중요성 ············································· 9
3. 입찰오차 발생 현황 ····························································· 10

제 3 절 이론적 논의 ····························································· 12
1. 용량초과입찰과 도덕적 해이 ············································· 12
2.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이론 ················································· 13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점 분석 ·························· 18
1.
2.
3.
4.

용량초과입찰에
용량초과입찰에
용량미달입찰에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
연구의 한계점 ·······························
연구 ·················································
연구의 한계점 ·······························

18
18
19
21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4

제 1 절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 ·································· 24
1.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 24
2. 개념적 분석틀 ······································································· 25

- iv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7
1. 연구도구 ················································································· 28
2. 연구 절차 ··············································································· 33
3. 문헌연구(사례연구) ······························································ 34

제 4 장 인터뷰 결과 ·················································35

제 1 절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 ······························ 3

1. 전력산업 지배구조 ······························································· 37
2. 높은 적발확률 및 강한 처벌 ············································· 41

3. 경영평가 제도 ······································································· 44
4. 민간기업의 낮은 Market Power ······································ 48

제 2 절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제3 요인들 ····················· 51
1. 시장규칙의 영향(허용오차 규정, 정산방식) ··················· 52

2. 경영평가 제도에 의한 원인 ··············································· 55

3.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 56
4. 용량요금에 대한 유인 ························································· 63
5. 기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 ··············································· 64
6. 입찰담당자들의 전략적 성향 ············································· 67

제 3 절 인터뷰 결과 분석 ··················································· 71
1. 입찰오차에 대한 분류 ························································· 71
2. 입찰오차 원인들 간의 관련성 ··········································· 74

3. 발전입찰 프로세스 ······························································· 76
4. 입찰행태별 이해관계 고찰 ················································· 80

제 5 장 결론 ································································85

제 1 절 연구결과 ··································································· 85
제 2 절 연구 의의 및 정책제안 ········································ 87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87
- v -

2. 정책 제안 ··············································································· 88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91

참고문헌 ········································································96
Abstract ········································································125

- vi -

표 목차
[표 2-1] 9.15 정전당시 전력수급 내역 ·································· 10
[표 3-1]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 ··········································· 30
[표 4-1] 발전사 유형별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발생가능성에 대한 의견 36
[표 4-2] 민간발전과 발전자회사 보정계수 적용 비교 ······· 40
[표 4-3] 비용평가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현황 ··········· 40
[표 4-4] 발전사 유형벌 용량초과입찰 발생원인 ················· 51
[표 4-5] 허용오차 관련 규정 ··················································· 54
[표 4-6] 복합화력 기준온도별 발전출력표 ··························· 63
[표 4-7] 용량초과입찰 사유에 대한 응답 ····························· 65
[표 4-8] 질적 분석결과 요약 ··················································· 71
[표 4-9] 입찰오차 요인데 대한 분류 ····································· 72
[표 5-1] 설비신뢰도 평가지표의 변화 ··································· 94

그림 목차
[그림 1-1] 분석대상 및 범위 ··················································· 3
[그림 2-1] 전력시장에서의 거래가격 구성요소 ··················· 5
[그림 2-2] 전력시장 운영 프로세스 ······································· 6
[그림 2-4] 2009년 하계 급전응동시험 결과 ························· 11
[그림 2-5] 용량미달입찰과 가격상승 ····································· 14
[그림 2-6] 용량가격이 4월일 때 보수행렬 ··························· 20
[그림 2-7] 용량가격이 8월일 때 보수행렬 ··························· 20
[그림 2-8] 용량가격 변동추이 ················································· 22

- vii -

[그림 2-9] 전력시장가격 변동추이 ········································· 23
[그림 3-1]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설 ············· 24
[그림 3-2]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 26
[그림 3-3] 연구방법의 모형 ····················································· 27
[그림 4-1] 전력거래에 따른 현금흐름과 한전의 배당금 회수 ········· 37
[그림 4-2] 보정계수 개요도 ····················································· 39
[그림 4-3] 입찰위반에 따른 페널티 ······································· 43
[그림 4-4] 발전사업자별 설비용량 ········································· 50
[그림 4-5] 입찰값을 초과한 출력으로 인한 정산금 삭감 영역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
4-6] 온도변화로 인한 복합발전기 출력미달 사례 ··· 61
4-7] 주파수 상승으로 인한 발전출력 하락 ··············· 62
4-8] 연료혼소에 따른 출력미달 사례 ························· 67
4-9] 입찰오차 원인들 간의 관계 ································· 74
4-10] 발전입찰 프로세스 ··············································· 76
4-11] 입찰행태 1 ····························································· 80
4-12] 입찰행태 2 ····························································· 81
4-13] 입찰행태 3 ····························································· 82
4-14] 입찰행태 4 ····························································· 84
5-1] 싱가폴 모델 카피방식 ··········································· 89
5-2] 병렬구조 모델 ························································· 90

부록 목차
[부록 1-1] ………………………………………………………92

- viii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도매전력시장(Wholesale market)에서 시장참여자가 발전기
의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할 때 발생하는 입찰오차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
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은 2001년 4월부터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변동비반영시장1)
(Cost-based Pool, CBP)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시장참여
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시장규칙‘)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발전기의
공급능력 만큼 입찰량을 제출하고, 전력을 생산하며 시간대별 시장가격에
따라 전력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하고 있다(전력거래소,
2010).
전력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여느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 품목인
전력의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
소가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요는 익일(翌日) 전력수요의
시간대별 예측치이며, 공급은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에 매일 제출하는 발전
기의 공급가능용량(이하 ‘입찰량’)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과
정에서는 수요측은 입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전력수요 예측치만 반영되고
있으며, 입찰은 오로지 공급측인 발전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발전사가 수행하는 입찰행위는 전력시장의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입찰자 자신은 물론 기타 시장참여자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는 주
요한 시장행위이다. 또한 그러한 발전사의 입찰도 자유로운 ‘가격’ 입찰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적’ 입찰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의
1) 변동비반영시장은 발전기들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으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가격입찰이 제한된다.(전력거래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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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행위 중에서도 특히 입찰량의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은 시장가격 예측
및 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전력거래소, 2001- 2011).
한편 시장규칙에 따르면 발전사가 제출하는 입찰량은 해당 발전기의
실제 생산가능 능력 즉 공급가능용량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
은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과 입찰량의 차이인 ‘입찰오차’가 발생할 경우
발전사가 제출한 입찰량을 기반으로 산정된 정산금(용량요금)에 에러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계통운영자(System operator)에게 발전능력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전력계통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찰오차는 전력시장 감시기관인 전력시
장감시위원회의 주요한 감시분석 대상 중 하나인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시장참여자의 규칙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이 입찰오차에 관한 위반사항이었다. 이렇듯 입찰오차에
관한 분석은 전력시장의 감시 및 규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전력시장감시위원회, 2011).
전력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시장행위에 대한 행태연구는 현 전력시장
을 보다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토대로서 충
분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입찰행위의 결과인 입찰오차에
대한 분석자료는 시장규칙 제·개정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전력시장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로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010년 9월 전국순환정전을 계기로 전력공급의 신뢰성 회복이 전력
당국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전력거래소,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전력시장에서 발전입찰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
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입찰
오차의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던 이론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다양
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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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대상의 범위는 크게 적용대상의 범위와 내용상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범위

<그림 1-1 : 분석 대상 및 범위>
먼저 적용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중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전력시장(Wholesale electricity market)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전력거래소의 관할범위 외에 있으며 전력계통에 연계되지 않는
일부 도서지역이나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발전하는 자가발전사업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매전력시장만을 분석하기로 하기 때문
에 최종소비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인 ‘소매’전력시장(Retail electricity
market)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매전력시장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내용측면의 범위를 보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전력시장에서 발
전사가 전력거래소에 매일 제출하는 입찰량과 발전소의 실제 공급능력간
의 차이 즉 ‘발전측 입찰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므
로, 판매측 입찰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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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현행 전력시장에 관한 제도분석2)
1.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주요 특성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주요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전력의 거래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
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Mandatory Pool)’이다. 1,000kW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력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되어야 하는 강제성이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
다3). 다만, 전력거래소가 관할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
지역, 지정된 일정 구역 내에서만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
우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경우5), 전력 수급계약에 의해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PPA6)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일
부 예외가 허용된다(한국전력, 2008).
둘째, 발전부분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이다.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을 파는 주체인 발전회사와 전력을 사는 주체인 판매회사가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고
판매측의 입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일의 판매측 수요는 예측된
2) 전력거래소(2010),“KPX knowledge Power”, 전력거래소. 1편

3)
4)
5)
6)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에 규정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잉여전력 및 부족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함
자가용전기사업자의 경우 생산전력의 50% 미만까지 거래가 허용됨
PPA : 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사업자는 전력시장
에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하나 전력거래대금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닌 한전과의 수급계약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여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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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의 형태로 전력거래소가 대신 수요곡선을 생성시켜 전력가격이
만들어지게 된다.7)
셋째, 발전기별 변동비를 기반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결정되는 CBP

(Cost Based Pool)형 전력시장이다.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매달
발전기별 발전비용을 결정하여 발전기의 비용곡선을 도출한다. 그리고 전
력거래소는 이러한 비용곡선을 바탕으로 시간대별 전력수요에 맞춰 비용
이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출력지시를 하게 되는데,8) 이 때 제일 마지막으
로 투입되는 즉 출력지시를 받은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
가 해당 거래시간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되게 된다. 한편, 발전기 고정비는
고정비용에 근거한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으로 보상된다.

▶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가격
이며, 연료비등 변동비 보상
▶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월
발전기별 비용곡선 산출

▶ 입찰량을 기준으로 지급
▶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
투자 유인 목적

▶ 전일 시장가격 생성시 거래량
과 실제 당일 거래량의 차이
에 대해 보정 등의 목적

<그림 2-1> 전력시장에서의 거래가격 구성요소

7) 전력시장 수요측의 경우 거래량의 대부분이 한전이라는 한 회사가 독점함(수요독점)
8) 단, 2만kW 이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은 우선적으로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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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시장 입찰제도

발전사에 의한 입찰은 전력거래 전일 오전 10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입
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공급량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
는 일반적인 입찰시장과는 달리 현 CBP 시장의 입찰에서는 각 시간대별
로 발전기별 입찰량은 제시되지만 입찰가격은 입찰서에 포함되어있지 않
다. 이렇게 제출된 입찰량은 전력거래소가 전망한 전력수요 예측치와 함
께 시장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거래당일 거래시간 1
시간 전까지 발전기의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발전사는
그 근거자료와 함께 입찰량을 변경하는 변경입찰을 할 수도 있다.

<그림 2-2> 전력시장 운영 프로세스9)

9)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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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의 입찰행위는 시장규칙에 근거한 일종의 의무사항으로서 우리
나라 전력시장의 특수한 모습인데, 발전사는 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 등
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발전기가 발전할 수 있는 최대 공급가능
용량 그대로 입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입찰량에 비례한 용량요
금 지급은 발전기의 실제 발전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용량요금=입찰량
×용량가격), 입찰한 발전기가 실제 발전하였을 경우 발전기는 그러한 용
량요금에 더하여 발전량에 대한 금액을 해당 시간대의 시장가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에너지정산금=발전량×시장가격).
이러한 용량요금의 단가인 용량가격은 한계발전기의 고정비용(Fixed
Cost)을 보상하는 성격으로 책정되는데(한계가변비용은 시장가격인 SMP
로 보상), 이러한 용량가격10)은 발전기의 고정비를 보상하는 역할 이외에
신규설비 투자를 유인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10) 2010년도 적용 용량가격 :
구 분
기저, 일반발전기

표준발전기
복합 가스터빈 450천k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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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가격
7.46원/kWh

제 2 절 입찰오차의 개요
1. 입찰오차의 두 가지 유형 - 용량초과입찰과 용량미달입찰
입찰오차는 발전사가 입찰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입찰량)과 실제
해당 발전기의 공급능력간의 차이를 말하며, 여기에는 용량초과입찰과 용
량미달입찰이 있다. 용량초과입찰은 입찰량이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보
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A와 같은 경우이다. 입찰A에서
는 발전사가 자신의 실제공급능력이 100MW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규칙이
정하는 허용오차(2MW)를 감안하고서라도 훨씬 많은 과다한 입찰량을
제출하고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또한, 용량미달입찰은 입찰량이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아래 그림에서 C처럼 실제 공급
능력인 100MW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하회하는 입찰이다. A와 C는 모두
B와 같은 정상적인 입찰에서 벗어나 입찰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이며
특히, C와 같은 용량미달입찰의 경우는 용량철회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용량미달입찰이 자사의 이윤증대등의 목적하에 전략적으로 이루어 진 경
우를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라고 할 수 있다. 용량미달입찰에는 입찰량을
‘0’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데 아래 그림에서는 0MW에서 98미만까지
의 입찰이 포함된다.
<그림2-3> 용량초과입찰과 용량미달입찰
A(용량초과입찰)
용량초과입찰
B(정상적 입찰)

C(용량미달입찰)

오차상한

102
100

실 공급능력 수준

오차하한

98

: 입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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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값이 상기 그림의 A와 C처럼 오차의 상한과 하한을 벗어난 경우
는 법령이나 시장규칙위반11)으로서 적발 시 규제기관의 제재를 받게된다.
그런데, 입찰값이 B를 벗어나 오차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즉 상기 그림에
서 98MW와 102MW 사이에 위치하지만 100MW를 벗어난 경우에도 시장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는 아니지만 입찰오차에 포함되어 거론되기
도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였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대금과 영향을 미쳐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다.(예 : “<국감>
한수원 출력허용오차 악용 2259억 부당이득” -’08. 10. 23 신문기사 제
목12))

2. 용량초과입찰 해소의 중요성
입찰오차는 그것이 용량초과입찰이든 용량미달입찰이든 입찰량을 기반
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입찰량을 기
반으로 지급되는 용량요금에도 영향을 주어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전력회
사의 수익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용량미달입찰과는 달리 용량
초과입찰은 이러한 재무적 영향이외에도 전력계통 운영자인 전력거래소에
게 국가 전체의 발전기 운영능력에 대한 허수 정보를 발생시켜 전력계통
의 안전운전에 큰 위협요소가 된다. 즉,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자는 발전
소가 입찰한 발전기의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실시간 계통운영계획을 세우
므로 발전기의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입찰량의 오류는 전체 계통 붕괴라는
11) C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A의 경우는 시장규
칙 5.3.5조(급전지시 이행)의 위반에 해당함
12) 당시 국정감시에서는 국외 지식경제위 소속 김태환의원이 한국전력 및 자회
사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수원이 2001년 100GWh, 2003년 998GWh, 2005
년 1167GWh, 2007년 823GWh에 달하는 용량초과입찰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그 이후 전력회사들은 전력시장규칙의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는 한수원이 운영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찰오차 허용폭을 조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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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2011년 9월 11일

전국 대규모 순환정전 사태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용량초과입찰이 정전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해 정전사태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반 결
과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정전예방을 위해서는 발전회사의 입찰량 오차 최
소화가 중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13) 당시 계통운영자는 발전기의 공급능
력을 약 319만kW 정도 과다계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2시간이내
발전이 불가능한 부분을 운영예비력으로 계상한 것(약 202만kW )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과 차이가 나는 입찰량 제출에 따
른 오차(약 117만kW)였다. 그리하여 발전기의 총 공급능력 중 319만kW(아래표
참조)를 사실상 과대계상 하여 계통운영자가 공급부족 사태에 신속히 대처
하지 못한 점을 정전의 한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2-1, 9.15 정전당시 전력수급 내역>
(

단위

:

만KW)

구분

공급능력

최대수요

공급예비력*

예측(A)

7,071

6,400

671(469)

실제(B)

6 ,7 5 2

6,726

계(B-A)

-319

326

3. 입찰오차 발생 현황
전력시장 개설이후 나타나는 발전사의 입찰오차 형태는 거의 대부분
용량초과입찰이었으며 용량미달입찰에 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력
시장감시위원회의 입찰오차관련 규칙위반 적발사례의 경우도 모두 용량초
과입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입찰오차에 대해 본격적인 시장감시 활동이
13) 정부합동점검반((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방재청, 전력거래소, 한전)의 “정전재발
방지대책(2011.9) 8 pang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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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된 2007년 이후의 규칙위반 적발 통계를 보면 용량초과입찰로 적발된
건 수는 2008년 3건, 2009년 7건, 2010년 5건이었으며, 용량미달입찰은 0
건이었다.
규제기관인 전력시장감시위원회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전력거래소 중
앙급전소에서는 발전입찰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급전응동시험을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급전응동시험은 발전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대로 발
전이 가능한지 불시에 급전명령을 내려보는 시험인데 아래 <그림 2-4>은
2009년 실시한 급전응동시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시험대상
은 LNG, 유연탄, 국내탄, 중유 등 원자력을 제외한 우리나라 주요 중앙급
전발전기 85기였으며, 해당 발전기들은 자신이 제출한 입찰량(공급가능용
량) 만큼 발전기의 출력을 올릴 것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불시에 지시받았
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발전기가 자신의 실제 공급능력 이상으로 입찰량을
제출한 용량초과입찰인 것으로 드러났다(즉,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발
전기의 출력이 따라오지 못하였음). 물론 시장규칙은 발전기마다 1% 내외
의 입찰오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칙위반 여부는 추가적인 조
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같은 해 동계에 실시한 동일
한 형태의 시험과 그 이듬해 실시한 여러 번의 시험 결과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2-4. 2009년 하계 급전응동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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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적 논의
입찰오차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
루고 있는데 대부분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현상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
석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시장지배력 행사의 관점에서 용량미달입찰
현상을 바라보는 연구도 있었다. 한편 용량초과입찰에 관한 연구는 두 편
만 수행되었는데 한 편은 용량초과입찰의 원인을 도덕적 해이와 게임이론
으로 분석한 상기의 김진호(2010)의 연구이며, 또 다른 한 편은 용량초과
입찰 적발을 위한 감시기법을 연구한 사례(강지훈, 2009)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
는 것이 용량초과입찰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 용량초과입찰과 도덕적 해이
전력시장에서 발전사는 입찰량(공급가능용량)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전력거래소에 의한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된다. 이 때 발전사
는 제출한 입찰량에 비례하여 CP(Capacity payment, 용량요금)를 지급받
게 되며, 그 지급은 발전기의 실제 발전량과는 무관하다. 시장규칙에 따르
면 발전사가 CP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동할
수 있도록 입찰량 만큼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런 공급능력
의 실제 유무는 항상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사는 전력수요 패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비의 정비나 연료재고 부족 등으로 발전기의 공
급능력이 하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능력보다 더 많이 입찰량을
제출(허위입찰)하여 부당하게 CP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전력시장감
시위원회, 2009). 즉, 가격입찰이 없이 양적 입찰만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
장 하에서도 실제 공급능력보다 과장된 용량을 입찰하여 CP를 추가로 지
급받는 것과 같이 허위입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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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2010)의 연구에서는 허위입찰을 통해 CP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러한 행위를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로 분류하였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
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 도덕적 해
이가 일어났다고 말한다(이준구, 2011). 전력시장의 경우를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보면 입찰을 하는 발전사가 정보를 가진 측이 되며, 전력거래소
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으로 설정될 수 있다.

2.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이론들
가. 전략적 용량미달입찰(Strategic withholding)

14)

‘용량미달입찰’은 발전사가 의도적으로 입찰량을 발전기의 실제 공급가

능용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용량철회’라는 용어로 주로 논의
된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에 대한 저장의 비경제성(전력을 저장하는 것
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저장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생산하는 즉시
소비해야 하는 특성), 전력망의 혼잡, 정확한 소비량 예측의 불가능성 등
의 원인으로 인해 가격결정 발전기(주로 피크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
자가 입찰량을 감소(철회)시켜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
며(아래 <그림 2-5> 에서 경쟁적 균형 독점균형),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발전사업자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력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는 비탄력적 공급곡선에

위치하는 점에 있는 시기(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혹한기나 혹서기)에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용량미달입찰은 발전사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
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Strategic
withholding)’아라고 하는데, 용량미달입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찰량을
14) Scott M. Harvey and William W. Hogan1(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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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으로써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인 시장지배력(Market power)15)을 가진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
진다. 즉 용량미달입찰은 다수의 발전기나 대용량 규모를 가진 시장지배
적 사업자가 특정 발전기의 입찰을 철회할 때 그 발전기의 공급량 감소로
발생하는 이윤 감소보다 그 철회로 인한 시장가격 상승이 가져다주는 이
윤증가가 더 커질 때 발생 유인을 가지게 된다(전기연구원, 2003). 또한,
이러한 용량미달입찰에는 그 입찰방식에 따라 물리적 용량미달입찰
(Physical withholding)과 경제적 용량미달입찰(Economic withholding)이
있다.
<그림 2-5, 용량미달입찰과 가격상승>

가격(원/kWh)
Q 용량미달입찰

p2

독점 균형

p*

경쟁적 균형

Q2 Q*
* 참고 : 상기 그림에서 공급곡선은 실제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특정시점의 전력공

급 그래프를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 전력수요 곡선은 직각에 가까우나 이해를 돕
기 위해 상기 그림에서는 기울어진 직선으로 표시하였다.

15) 시장지배력은 수평적, 수평적, 지역적 시장지배력등이 있으며, 전략적 용량미
달입찰은 수평적 지장지배력 행사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양방향 전력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및 대응방안』(2003), 전기연구원,
22-2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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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용량미달입찰(Physical withholding)> 물리적 용량미달입찰은

발전기의 입찰량이나 공급량16)을 전력거래소의 지시량 보다 적게 하거나
발전기의 고장이나 보수를 핑계로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행위이다. 입찰량을 실제 공급능력보다 줄임으로써 발전사는 그 만큼의
발전량 감소에 따른 이윤을 포기하는 셈이지만 시장가격 상승 등을 통하
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행위의 유인이
생기게 된다.
<경제적 용량미달입찰(Economic withholding)> 경제적 용량미달입찰

은 반드시 입찰량이나 공급량 자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해당 발전기의
입찰가격을 과다하게 높게 제출함으로써 급전 우선순위나 가격결정발전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입찰은 발전기가 입찰은 하였지
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입찰을 하지 않는 물리적 용량미달입찰과 동일
한 효과를 나타내어 시장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입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용량미달입찰이라 함은 물리적 용량미달입찰만
해당된다고 하겠다.
나. 게임이론
게임이론이란,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는 게임에 참여한 개별 경기자들이
여러 상황에 대한 각자의 전략을 구상하고 그 전략들에 따라 얻는 보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해(전략)를 찾기 위해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인데(한동근, 2000), 전력시장에서의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기존의 많
은 연구들(김광호, 2007 등)이 발전기의 용량미달입찰을 과점시장에서 벌
어지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게임상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6) 실시간 시장가격 제도 하에서는 발전출력(공급량) 감소가 시장가격을 상승시
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래전일 시장가격이 결정되므로 입찰량의 변
동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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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의 모형으로 전력시장을 분석한 사례로는 박용기(2009)의 연
구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장을 과점시장(Oligopoly
market)으로 가정하고 참여자간의 입찰전략 게임을 꾸르노 모형으로 분석
하였다. 게임의 특성으로 <두 경기자>를 가정하였으며, <경기자는 자신
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량 조절을 통해 경쟁>, <두 기업의 제품은
동종동질(homogeneous)하며 완전 대체제>, <동시선택 게임>, <시장가격
은 오직 입찰을 통해서만 결정됨>,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는 새로운 경
기자가 진입하지 않음>, <각 경기장들의 전략의 해는 내쉬균형으로 결정
됨>과 같은 여러 가지 가정을 두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 각 발전사는 자
신의 최적 입찰량을 선택하게 되며, 적용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 각 경기자들의 발전비용함수 :

      

* 각 경기자들의 한계비용함수 :      이다.(단,  : 발전

기의 비용함수,  : 발전기의 한계비용,



   : 각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생산량,  :

발전기의 비용함수에 대한 계수)
* 각 경기자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목적함수는

 
 =

 ∈   

 ×   

이러한 쿠르노 모형은 시장이 과점적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수
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히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
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6개의 시장지배적 발전사가 전력시장 거래의 약
95%를 차지하는 과점적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꾸르노 모형을 설
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김남일, 2003)
다. 시장지배력
전력시장에서 발전사가 용량미달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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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행동은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전제로 한다. 시장지배력은 시
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즉,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발전사가 임의의 시각에 자신의 입찰량을 철회
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오르도록 조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전기연구원,
2003). 또한,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유무 혹은 크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 즉시 소비하여야 하는 전력의 특성으로 인해 전력시장에서는 다소
가변적인 성격을 나타나게 된다. 즉 발전사의 시장지배력은 경쟁사와의
담합을 통해 보다 상승할 수 있으며, 또한 예비력이 부족한 시기에 피크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의 경우는 비록 시장점유율은 비슷하더라도 피크
발전기를 보유하지 않는 발전사에 비해 시장지배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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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점 분석
1. 용량초과입찰에 관한 연구
용량초과입찰에 관한 김진호(2010)의 연구는 발전사가 자신의 실제 발
전능력보다 높게 입찰하여 용량요금을 더 받아 가는 것을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로 분류하고, 게임이론(Game Theory)을 활용하여, 순수전
략내쉬균형(pure strategy Nash equilibrium) 사례를 분석하였다. 즉, 발전
사가 실제 발전가능 능력대로 입찰하는 경우와 자신의 실제 능력을 초과
하여 입찰하는 경우에 대해 발생 가능한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실제 전력시장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용량초과입찰과 관련된 도덕
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보였으며,
또한, 페널티 비용의 설정에 따라 그리고 급전지시를 받지 않을 확률에
따라 발전사의 전략적 입찰행위 발생의 가능성이 변동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2. 용량초과입찰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
김진호(2010)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용량시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페널티가 용량가격의 15배 이상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거래 회원
사의 규칙위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물론, 징벌적
부과금(1천만~10억)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용량초과입찰로 인한 발전사의 수익만을
고려하고 그러한 용량초과입찰로 인해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가격
하락영향 및 발전사의 수익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현 전력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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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들어, 발전입찰에 따른 이윤 즉 목적함수를
로만 설정하여 용량미달입찰에 따른 시장가

∏

격 변동을 무시하였다. (* 참고 :
: 발전사 용량요금 수입, r : 급전지
시 이행불가 확률, p : 용량시장가격, q : 용량시장 낙찰량)
초과입찰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재무적 영향분석은 강지훈(2009)의 연
구17)에서 산정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복합발전기의 용량초과입
찰 사례를 분석하여 입찰량 증감이 발전사의 수익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입찰량을 실제 공급능력보다 많이
(49.3MWh) 한 용량초과입찰의 경우 해당 거래시간대(1시간 동안) 의 용
량요금은 878,452원 증가하는 반면, 입찰량 증가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
(73.81원 73.71원) 분은 0.1원으로 이에 따른 에너지정산금 감소액은
3,049,811원( 발전량 30,498,114KWh × 0.1원)인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용량초과입찰로 인해 해당 발전사의 수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량초과입찰은 발전사에게 추가적인 용량요금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
게 하지만 시장가격 하락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수익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

3.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연구
김광호(2007)는 게임이론 측면에서 전략적인 용량미달입찰(용량철회)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용량요금 수준 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용량요금의 수준은 발전사의 공급가능용량 입찰의 전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용량가격이 높을수록 발전회사는 전략적인 용량미달입찰을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를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해당 논문은 실증분석
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는데 발전사를 2개로 가정하고 내쉬균형을 찾는 방
법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17) “실시간 급전응동시험의 시장감시 효과 및 시장영향 분석등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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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용량가격을 4원으로 하였을 때의 완전경쟁과 꾸르노 및 혼
합형태의 균형을 계산하여 보수행렬을 나타내면 아래 <그림2-6>과 같다.
행렬값은 두 회사의 이윤을 비교한 것이며 값을 비교하면 (용량미달입찰,
용량미달입찰)인 (W,W)상태가 내쉬균형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량가
격 8원으로 상승시킬 경우 보수행렬은 <그림2-7>와 같이 나타나는 데 이
경우는 (최대발전용량 입찰, 최대발전용량 입찰)인 (M,M) 상태가 내쉬균
형이다. 이 경우 두 발전사의 입찰량은 (W,W)일 때보다 더 증가하며, 시
장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림2-6>:용량가격이 4원일 때 보수행렬

<그림2-7>:용량가격이 8원일 때 보수행렬

W

M

W

1928/1749

1337/1520

W

2101/1889

1592/1913

M

1442/970

1323/1204

M

1829/1180

1803/1684

g1

g2

g1

g2

W

M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기타 논문들도 김광호(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전력시장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시장참여자의 전략적 게임
가능성 혹은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여
기서의 여러 가지 조건이란 위의 김광호 연구에서 언급한 용량요금 이외
에 송전혼잡 유무, 시장가격 예측능력 유무, 전력시장 예비력 정도 등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예를들면, 김광호(2002)의 연구는 송전선 제약이 있을 경우 시장지배력
이 증가하는 모습을 분석하였는데, Cournot, 공급공선(Supply curve) 경
쟁, Bertrand라는 3개의 모형을 적용하여 송전선 한계용량이 작아질수록
시장지배력이 크게 작용하여 사회적 이득이 발전사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재배분 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철희(2003)의 연구는 전력시장에서 가격상한선이 존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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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때, 가격탄력성이 0일 경우 수요량이 수요함수에 반영될 때
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정하여 각각의 경우 발전사의 입찰전략이 다르게
나타남을 내쉬균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또한, 김남일(2001)의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회사들
이 원자력, 석탄, 양수와 같은 주요 발전기에 대한 용량미달입찰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가정하에 시장가격이 상승
한 효과와 발전출력이 감소한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용량미달입찰 발전사
와 여타 경쟁 발전사의 이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특정 기
간의 전력시장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용량미달
입찰을 통해 발전사가 이윤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다수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렇듯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연구들은 그 분석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
부분 전략적인 입찰량 감소를 통해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입
찰주체인 발전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내용
들이다.

4.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우 2007년을 전후로 발전기의 용량가격을 약
22원에서 7원대로 대폭 하락시키고 시장가격에 비례한 정산금을 대폭 상
승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아래 그림 2-8 참조) 이러한 상황은,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입찰량
을 바탕으로 지급받던 용량요금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전략
적 행위에 따른 시장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동기가 크게 증가됨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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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용량가격 변동 추이>

*출처:‘10년 전력시장감시보고서

특히, 2009년 이후 시장가격은 200원 안팎의 큰 폭등이 있었기에(아래
<그림 2-9> 참조) 발전사가 전략적으로 용량미달입찰을 할 유인은 더욱

더 증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9, 전력시장가격 변동추이>

*출처:‘10년 전력시장통계 책자

즉, 용량요금이 하락하고 전력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하였으며,
또한 전력시장 개설이후 예비력이 400만kW 가까이 줄어드는 사례도 수차
례 있었으며, 북상조류 한계에 따른 송전혼잡도 전력계통에 빈번히 발생
- 22 -

하여 이론적으로는 발전사가 전략적으로 용량미달입찰 행위를 할 유인은
많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전력시장 감시결과 등을 참고해
보건데 입찰오차의 경우 용량미달입찰의 사례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
우인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입찰하다 적발된 사례(용량초과
입찰)만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입찰오차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현
전력시장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 다른 제3의 원인이나 추
가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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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개념적 분석틀
1.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용량
철회라는 이름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는 용량미달입찰 즉, 실제 발전기의
공급능력보다 과소하게 입찰량을 제출하는 경우가 실제 전력시장에서는
왜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림 3-1, 용량미달입찰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설>

용량가격의 하락, 예비율
하락(수요피크) 등의 환경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을
통한 이윤확대 유인 증가

즉, 기존의 연구들은 용량가격의 하락이나 예비율 하락(즉, 전력수요
피크 시)등의 환경하에서 는 발전사의 용량미달입찰를 통한 이윤확대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입찰오차 요인으로 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전력시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그림 2-4>에서와 같이 불시 급전
응동시험 결과에서도 용량미달입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초과입찰
즉 실제 발전기 공급능력보다 공급가능용량을 더 많이 입찰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입찰행태로 분석되고 있었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입찰오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왜 실제 전력시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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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들이 전력시장에서의 입찰오차
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면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제3의
원인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들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는 것도 본 연구의 내용에 포함된
다.
따라서 본연구의 가설은 기존의 연구에서 입찰오차의 원인으로 주로

분석하였던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실제 운영되는 전력시장에서는 입찰오
차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요인이 아니며 전력시장의 구조적 요인이나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가 같은 또 다른 제3의 요인들이 입찰오차
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욱 더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연구가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는

입찰오차가

전략적 용량미달입
찰이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한다.

의해 주로 발생

제3의 원인에

가설 -1 : 입찰오차는 시장구조적 요소와 같은 전력거래제도 외적
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설 2 : 입찰오차는 입찰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과 같은
전력거래제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설 3 : 입찰오차는 페널티 제도와 같은 시장감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

2.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요소를 독립변수로 놓고 입찰오차
발생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
자면 아래<그림3-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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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오차의 발생 가능성은 전력시장내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
하기도 하며 감소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총 3개 군
으로 분류하였다. 입찰오차 유발요소는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기존 이론을 검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본 연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이론에서 입찰오차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던 항
목을 선별한 후 이들을 각각 용량미달입찰을 유발하는 항목과 용량초과입
찰을 유발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기존이론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항목을 제3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제3의 요인 중에는 용량초과
입찰을 유발하는 항목과 용량미달입찰을 유발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림 3-2>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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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력시장의 발전사 입찰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
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보완적인 방법으로 입찰관련 규칙위반 사례 와
같은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각각의 요인들이 입찰오차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
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아래 <그림 3-3>과 같은 연구방법 모
형을 설계 하였다.
<그림 3-3> 연구방법 모형

선행연구 검토

반구조화된 질문지 작성
질문 체크리스트 작성

입찰오차 관련 설문시행
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기타공공발전사

결과 분석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

연구결과 도출
- 사례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강
- 시사점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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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인
터
뷰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참여자의 입찰담당자들의
실제 입찰행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질문지와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였
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업 지배구조의 성격에 따라 한전의 발전자회사
와 민간 발전사, 기타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발전사의 세 유형 모두
에 대한 정보가 골고루 수집될 수 있도록 선별하되 동일한 질문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다. 인터뷰가 완료되면 결과분석이 이루어지고 필요
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인터뷰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인터뷰 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수
반되고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도구
가.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인터뷰는 “목적을 지닌 대화”(Merriam, 1997)로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미리 주어진 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고 심도있게 나타낼 수 있게 함으로써
입찰담당자들이 입찰오차의 유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기 때문이다.

했

인터뷰에는 구조화 인터뷰와 반구조화 인터뷰, 그리고 비구조화 인터뷰
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수
행되었다. 구조화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는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
순서와 어조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다. 구조화 인터뷰의 장점은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비교하기가 용
이하며 인터뷰 결과의 수치화가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도 질문의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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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비구조화 인터뷰처럼 질문의 어구나 순서를 바꾸는
데서 오는 오류를 줄이게 되어 보다 신뢰성이 큰 인터뷰방식이다. 반면,
비구조화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는 면접자가 응답자의 상황에 따
라 질문의 어구나 순서를 조절할 수 있기에 통성이 있다. 또한, 표준화
된 의미를 가지고 면접자와 응답자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응답자의
상황과 생각의 흐름에 맞추어 줄 수 있기에 우호관계(rapport)를 형성하기
가 보다 용이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연스 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 , 2008).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된 구조화 인터뷰의 장점을 최대한
릴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질문지의 순서대로 설문을 진행하되 연구자
가 예측하지 못한 답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이고 보다 심 적인 질문의
진행을 위해 반구조화 방식의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즉, 큰
두리는 미리
계획된 질문의 순서에 따르지만 세부 진행과정은 통성을 가지고 진행하
였고 대화 중 세부적 질문 및 관련 질문들을 추가하면서 충분히 연구 대
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융

살

럽

섭

융

층
테

나. 인터뷰 대상범위
인터뷰의 대상은 현재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회사의 입찰담당자로서,
총 414개(2011년 11월 기준) 발전사중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발전소의 입찰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비용량 20MW미
만의 소규모 발전소는 입찰에 따른 용량요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일 실시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시장점유율도 미미하여 입찰로 인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략적 입찰행위에
대한 유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인터뷰 대상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중앙급전발전기 보유 발전
사의 입찰담당자이며, 주요 연료원별 2명 이상의 발전사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총 15명의 입찰담당자에 대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한편 연구대
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연령이나 성별 등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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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

(단위 : 년)
구분

한전
자회사

민간
발전사

공공
발전사
18)

근무

기간

입찰
경력

전력거래
교 이수

발전

14

6

유

본사 입찰총

차장

전기

18

1

유

복합발전

A-3

대리

기계

16

10

유

석탄화력

A-4

차장

전기

15

7

유

본사 입찰총

A-5

차장

전기

16

1

무

괄
본사 입찰총괄

A-6

직원

기계

4

1

유

석탄화력

A-7

차장

기계

7

4

유

본사 입찰총

A-8

대리

전자

7

0.8

유

괄
본사 입찰총괄

B-1

직원

전기

2

2

유

복합발전

B-2

대리

전기

3

3

유

복합발전

B-3

과장

전기

5

5

유

B-4

대리

기계

16

0.9

유

B-5

대리

기계

7

3

유

열공급발전
열공급발전
열공급발전

C-1

과장

기계

15

5

유

본사 입찰총

C -2

대리

전기

16

2

유

수력발전

대상자

직급

전공

A-1

차장

A-2

육

발전원/구분

괄

괄

18) 여기서의 공공발전사는 전력시장에 발전사로 참여한 회사 중 한전자회사 이
외의 공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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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뷰 질문지의 개발
질문
대상

질문 내용
⚫ 당해 발전소의 실제 입찰시 공급가능용량 결정/산정에 주요하게 고

공통

려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당해 발전소와 같은 발전원(LNG/석탄/유류 등)이 공급가능용량의

?

결정에 있어 다른 발전원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난

공통

몇

년간 전력거래소와 감시위원회가 실시한 급전응동시험에
따르면, 용량초과입찰 사례가 많은데, 입찰담당자의 경험상 그 원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니까

십

?

⚫ <상기 질문에 대해 복수 답변을 한 경우>

공통

씀

말 하신 요인들 중 가장 주요한 것을 한 가지만 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 니까

십

?

⚫ 기존 연구논문들에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즉, 공급능력을 줄여서

공통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
라에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 니까

십

?

?

⚫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 (상기 질문에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경

공통

우) 그런데 왜 실제 급전응동시험에서는 대부분 용량초과입찰 사례
일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

⚫(아래표를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며 질문)

공통

다음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용량초과입찰(실제 공급능력보다 높게
입찰량 제출)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용량초과입찰의
원인들이다. 실제 입찰에서는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 다
고 생각하는지 체크하세요.

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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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항
목>
용량초과입찰을 실제로 한 이유

아주
낮다

낮다

보통

높다

아주
높다

1 용량요금을 추가로 받기위해
2

발전소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
(내부평가)를 잘 받기위해

3 발전오차가 심한 설비의 특성
4

최대한 공급가능용량을 많이하
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5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6

약한 처벌제도 때문. 혹은 강
한 처벌제도 때문

7 발전소 직원의 인적 실수 때문
8 연료수급 불안에 따른 문제
9 기타(상기에 언급 안된 요인)

좀
?

민간 ⚫ 민간발전사의 경우 공공발전사보다 입찰에 있어
발전사
이고 전략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전
자회사

더 이윤추구적

⚫ 한전자회사로서 일반 다른 민간발전사 혹은 기타 공공발전사와 달

움

리 입찰(공급가능용량 결정)에 있어 특이점이나 어려 같은 것은
없는지. 민간발전사에 비해
전략적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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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절차
가. 모의 인터뷰 실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전자회
사 입찰담당자, 민간발전사 입찰담당자, 기타 공공발전사 입찰담당자 각각
1명 을 대상으로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사전에 설계
한 인터뷰 질문지가 인터뷰대상자인 발전사 입찰담당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확정한 질문지의 순서대로 인터
뷰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모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만든 인터뷰 질문지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점검을 하여 실제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
였다.

씩

나. 본 인터뷰의 실시

날짜

연구자는 인터뷰의
, 시간, 장소를 정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원칙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의 편안함을 느 수 있도록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야 함을 강조한 Smith(1992)의 제안에 따라 연구과
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가능한
와 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에게도 지나치게 무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을 감안하여 약속 장소와 시간 등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하루 전에 다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 인터뷰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인터뷰 과정에
서 연구자는 준비한 질문 내용을 위주로 질문하였고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고자 하였다. 인
터뷰 당일 해당 장소와 시간에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방문 하였으며 편
안한 분위기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 고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인터뷰에서 음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일 것임을 설명한 후에 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취

낄

날짜

듣

누

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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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녹

기를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배치하였다

3. 문헌연구(사례연구) : 입찰관련 위반사례 연구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확인을 위한 또 다른 보완적 방법론으로
서 입찰오차에 관한 실제 규칙위반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용되었다. 여기
에는 전력시장 개설이후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입찰 위반사례에
대한 위반자의 소명자료와 그 소명자료에 대한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최
종 판단결과가 포함되었다. 특히, 발전사 입찰담당자의 인터뷰 결과와 실
제 규칙위반시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결과와의 비교는 입찰오차와 원인에
대한 실제 사례와 설문자의 인식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은 분석 자료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

또한 위반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감시위원회의 감시보고서에 나타난 전
력시장에 관한 실 데이터에 관한 분석이 용량미달입찰 등에 관한 기존 연
구를 고찰함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실제 주요 피크발전기의 전략적 입
찰행위시 발전사 및 판매사의 수익변동, 민간발전사와 한전자회사 발전사
간의 수익변동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관한 자료는 입찰행위의 재무적 유
인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게임이론과 시장지배력
이론을 바탕으로 한 용량미달입찰에 대한 연구내용을 실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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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터뷰 결과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하여 발전소 입찰담당자들이 입찰오차가 발생하
는 원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 확인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 인터뷰 내용의 분석결과마다 그 근거 자료나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고 부하였다.

첨

제 1 절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
우선,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입찰오차의 원인으로 분석한 전략적 용량
미달입찰이 실제 전력시장에서는 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
고자 발전사 입찰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기존 연구
논문들에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즉, 공급능력을 줄여서 시장가격을 상승
시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략적 용량미
달입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니까 ”>

십

?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 대부분의 의견은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그
유인이나 리트가 거의 없어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은 그 적발 시 처벌이
아주 격한 반면에 설사 성공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은 불확실
하거나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은 한
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및 공공발전사 모두 유사하였다.

메

엄

좀

한편 상대적으로 공기업보다
더 전략적이고 이윤추구적일 것 같은
민간발전사의 경우는 아직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충분한 시장지배력
(Market Power)을 보유하지 못해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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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 중 발전사 유형별로 특이한 점은 공기업 소속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라면 공기업보다
더 이윤추구적이고 전략적일 것
이므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유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대로 민간기업 소속 응답자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기업은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가능한데,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없는 민간은 이러한 전략적 입찰이 불가능하다.”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공기업 소속 입찰담당자와 민간발전사의 입찰담당자는
서로 상대방이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에 더 용이한 조건일 것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좀

<표 4-1> 발전사 유형별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발생가능성에 대한 의견

질문내용
전략적
용량입찰입찰
발생 가능성

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공공발전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

민간기업이라면
유인이 있을 것

한전자회사 같은
Market power가
없어서

공기업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공통점>⚫발전사 유형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는 전략적 용량미달

입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그 이유는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하기도 힘들고 해도

별 유인이 없다는 의견으로 유사한 답변을 하였음
<차이점/특이점>
⚫민간기업은 Market power가 부족해서, 한전자회사는 보정

계수제도의 영향 등으로 인행 성공해도 이윤증가의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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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 1 - 전력산업 지배구조
한전자회사 입찰담당자들은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발생하지 않는 이
유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간의 소유구조를 들었다. 즉, 발전자회사는 한
전의 자회사이므로 입찰행위에 있어 무리하게 전략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또한 보정계수제도라는 가격규제 제도에 따라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전력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그
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정계수로 환산된 가격으로 지급받으므로 전
략적인 입찰을 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답변 결과는 “입찰오차는 시장구조적 요소와 같은 전력거래제
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가설 1>을 입증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한전이 상당
부분 회수해 가는 것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특수한 지배구조에서 오는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배구조에 따른 영향을 입찰담당자
가 상기 인터뷰 결과처럼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시 용량미달입찰과
같은 전략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림 4-1> 전력거래에 따른 현금흐름과 한전의 배당금 회수

* 실선 : 전력거래에 따른 현금흐름
* 점선 : 한전의 발전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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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뷰 세부내용

▶“전략적 용량미달입찰로 시장가격을 올려봐야 시장규칙에 따른 보정
계수 조정이나 100%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회사 이익배당금이 회
수 니다....(중략)....그러므로 전략적인 입찰은 전혀 하지 않고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A-1)

됩

▶“발전자회사(한전자회사)는 덜 전략적입니다. 전략적 입찰로 시장가격
상승시켜봐야 민간발전사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자회사는 보
정계수 제도로 인해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가격 하락
(안정화)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A-4)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전략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발전
사의 수익이 늘어나면 좋으나 입찰전략으로 수익이 늘어나도 보정계
수 제도를 통해 수익이 조정됩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일 이유가 없습
니다.”(A-7)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2011년 말 현재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량의

약 95% 가량을 점하고 있는데 이 6개 발전자회사는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수익의 상당부분을 한전이 이익배당금 형태로 회수해
간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2011년 사업보고서(금 감독원 전자공시시스
참조)에 따르면 2012년에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2011년 순이익의 70%
인 약 7,500억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회수하였다. 이는 발전자회사가 낸
수익의 상당부분을 모회사인 한전이 회수해 가 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
러한 여건에서는 발전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전력거래를 통해 수익을 증대
시킬 유인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에 없다. 이렇듯 한전과 6개 한전자회
사간의 지배구조에서 파생된 발전사의 이윤동기의 감소로 이어져 발전사

융

템

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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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용량미달입찰과 같이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급등시켜
서 무리하게 큰 수익을 올리려는 동기가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전력시장에서는 ’08년 5월부터 민간발전사를 제외한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 한전자회사간 수익배분 조정을 목적으로 연료원별 보정
계수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림 4-2> 보정계수 개요도
P

π: SMP 보정계수

SMP

마진 1〔(SMP-변동비)×(1-π)〕 : 한전 몫

마진 2〔(SMP-변동비)×π〕 : 발전회사 몫
변동비 : 발전회사 몫
T

이는 기저발전기의 보유비중 차이에 따른 발전자회사간 재무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연료원별로 시장가격(SMP)과 발전기 변동비간 차이 나
는 부분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전력거래대금을 정산하는 제도인데, 연료
원이 다른 발전기별로 과도한 수익차가 나는 것을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
낸다.
이러한 보정계수 제도의 운영은 한전의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전력시
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 증대를 상당부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며, 시장가격 상승의 효과는 보정계수 제도로 인해 실질적으
로 상당부분 희석된다.19). 보정계수 제도는 전기요금을 낮게 가져가기 위
19) 보정계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비용평가위원회(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민
간위원으로 구성)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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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격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보정계수의 적용은 발전자회사 입
찰담당자의 입찰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입찰행위에 있어 전략적인 행위를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
다.
<표 4-2> 민간발전과 발전자회사 보정계수 적용 비교20)
구 분

변동비

민간발전

SMP

+

고정비

｝

변동비 (SMP-변동비)×보정계수
7.79원/kWh
기저발전기(원자력, 석탄, 국내탄) (신규 GT 발전기의 고정비)
발전자회사
및
일반발전기(수력 양수발전기
제외)에 전원별 보정계수 적용

{

․

}

한편, 보정계수를 결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의 구성이 한전에게서 독립
적이지 않고 한전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이 또한 시장 외
적인 지배구조가 입찰에 영향을 미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비용평가위
원회 구성현황 아래 표 4-3 참조).

쳤

<표 4-3> 비용평가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현황
비용평가위원회 구성
(8명)

대학교수(위원장), 정부, 전력거래소, 한전,
한전 자회사, 대학교수, 연구기관 2명

비용평가실무협의회
구성 (11명)

전력거래소(위원장), 정부, 전력거래소 2명,
한전 2명, 한전 자회사 3명, 연구기관 2명

즉, 시장가격 상승폭이 한전의 영향력 하에 있는 비용평가위원회를 통
금의 조정 등 예측치 못한 사유 발생, 또는 실적과 전망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분기 단위 재산정이 가능하다.
20) 출처 : “전력거래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제도개선 추진계획”(’09.8,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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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의적으로 삭감되도록 운영된다면 입찰담당자는 입찰행위를 할 때 보
다
전략적일 것이며 전략적 용량미달입찰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입찰
행위를 할 유인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덜

2.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 2(높은 적발확률 및 강한 처벌)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서 입찰담당자들은 높은 적발확
률을 언급하였다. 입찰당자들은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 활동을
상당부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감시기관에 의한 적발 및
처벌 우려 때문에 현 전력시장 제도 하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전략적 입찰
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우 가격입찰이 허용되지 않고 용량입찰만

허용되고 있어 감시활동도 발전사의 공급가능용량 입찰행위에 주로 역량
을 집중하고 있는데, 입찰담당자들은 이러한 감시환경에 대해서도 잘 이
해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연구가설 3> “입찰오차는
페널티 제도와 같은 시장감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항목과 관
련하여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템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스 도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즉,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략적 입찰을 하기에는 그 페널티 강도가 너무 높다 라
는 것인데, 용량초과입찰과 달리 용량미달입찰은 전략적 입찰행위로 판명
될 경우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등 매
우 격한 페널티가 부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찰담당자들도 인지하고 있었
다.

엄

가. 인터뷰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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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용량미달입찰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담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
습니다.”(A-2)

▶“(전략적

묻

용량미달입찰 가능성을 는 질문에 대해) 전력시장감시위
원회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 불가능합니다.....(중략)....감시
위원회가 용량시험도 계속하고 있는데, 가능한 지 의문입니다.”(A-8)

▶“발전기의

주간 정지계획을 전력거래소에 미리 제출하며, 허락없이
입찰량을 줄일 경우 전력거래소 급전운영 에서 바로 연락이 니
다. 허위 입찰시 적발되면 처벌이 가혹하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능한 규칙을 준수하려 합니다.” (A-7)

▶“과소입찰(

팀

옵

: 용량미달입찰)을 할 유인이 없습니다. 첫째 발전설비의

용량미달입찰 혹은 이유 없는 정지시 사업소장(발전소장)이 무보직
당할 수 있습니다.”(A-1)

▶“의도적

용량미달입찰 가능성 없습니다. 물론 전체 기저발전소가 담
합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용량미달입찰시 용량요금과 에너지요
금의 실이 나는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
니다.”(A-3)

손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인터뷰 근거>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발전사의 공급가능용량 입찰행

위에 얼마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범위를
나타내는 시장감시편람 및 최근 위반사항 적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시장감시편람 상의 감시항목 33개 중 11개가 입찰에 관한 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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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며,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의 발전사 규정위반 적발내역 중 대부분

이 공급가능용량의 입찰 불일치에 관한 것임을 볼 때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입찰오차를 적발하기 위한 것임을 작할 수 있
다.

짐

또한, 전력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한 페널티 제도의 강화가 발전사의 입찰
행태에 변화를 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전력시장에서 규칙
위반시 페널티 제도는 과거 비금전적 자율시정조치 위주의 제재로부터 적
극적인 금전적 제제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말부터 전력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
여 규칙위반시 금전적인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
명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입찰행태의 변화는 제도시행 시점
이 아니라 시행이전(2달 전)에 미리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해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발전사의 입찰담당자가 페널티 제도에 대한 변
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입찰행위에 변화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
다21).
특히,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의 경우에는 용량초과입찰보다 더

엄격한 페

널티가 부과된다(아래표 참조). 이는 입찰담당자들에게 되도록 용량미달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입찰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입찰위반에 따른 페널티
<처벌 근거>

용량미달입찰
용량초과입찰

<처벌 수위>

전기사업법 위반
시장규칙 위반

* 전기위원회 과징금(매출액 4%까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징금과 병과 가능)
* 감시위원회 자율시정조치
* 감시위원회 자율제재금
(1000만원 ~ 10억원 이하)

21) 공급가능용량 적정성 점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참고(‘09.11, 전력시장감시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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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미달입찰이 전략적 입찰행위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용
량초과입찰이 대부분 규칙에 의해 처벌 받는 것과 달리 전기사업법에 의
해 금지행위로 간주되어 처리되는데 페널티는 전기사업법 제21조 1항 1호
에 따라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징
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도 가능하다(전기사업법 제101조).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에 대한 이러
한 강력한 처벌규정은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전력시장 가격을 올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발전사의 입찰담당자로서는 입찰시
이런 페널티 규정에 민감할 수 에 없을 것이다.

밖

엄

이렇듯 중한 처벌규정과 적극적인 감시기관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대비해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은 그 실행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이러한 입찰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왜 하면 입찰량
을 줄이면 그만큼 용량요금을 적게 받게 되고 발전할 양도 줄어들 수 있
으므로 확실하게 발전사의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수익으로 결되는 것은 전략의 성공여부에 따라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냐

귀

3.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 3 - 경영평가 제도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인터뷰 대상자들 중
한전의 발전자회사 소속 직원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
였다. 즉 경영평가 항목 중에는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 입찰과 관련한 지
표가 있으며 경영평가 지표가 지향하는 방식대로 공급가능용량 입찰을 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는 조직과 개인의 급여에서 인센
티브 지급율의 차등이라는 방식으로 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특이한 점
은 높은 공급가능용량으로 입찰을 할수록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영평가 항목 내용은 발전사 입찰담당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입찰행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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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평가 지표 중 입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설비신뢰도’ 지표 등이었
으며, 이 지표는 입찰담당자에게 실제 발전능력보다 입찰량을 과도하게
제출하도록 즉, 용량초과입찰을 유인하도록 설계 되어 있었다. 또한 평가
배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설비신뢰도)만 8%나 되었다.

※ 한전자회사 경영평가 평가지표 구성

22)

계량지표

비 계 량 지 표

지 표 명
발전원가절감

배점
30 점

계통 기 여 도
전기품질향상

7 점

설비 신 뢰 도
금
투

융비용절감
자

효

율

그룹경영발전
정부권장정책
청

렴

도 지수
계

8점
5 점
2 점

1 점

9점
5 점
3 점

지 표 명
경영진리더
비전및전략
사 장
이사회 경영공시
리더
투명경영 감사
노사 선진화
연료수급효율
경 영
성 과

배점
4 점
2 점
2 점
2 점
4 점
4 점

예산재무관리
조직인사관리
정부권장정책
계

2 점
2 점
2 점

․

십

십

․

설비 신뢰도
그룹경영발전

경 영
시스

템

70 점

3점
3점

30 점

–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연구가설 2> “입찰오차는 입찰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과 같은 전력거래제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로 여 지며 우리나라 전력시
장에서 입찰오차가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이외 제3의 원인에 의해 주로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겨

경영평가에는 발전사 사장 및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회사
경영평가와 발전사 내부 조직 및 직원들에 대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내
부 경영평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경영평가는 내용상 상호
22)『2010년 6개 발전자회사 경영실적 평가편람』(2010.3, 한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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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는데 회사 전체의 경영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경영평가
가 활용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전자회사의 경영평가 내
용은 이들이 2011년에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것
으로서 이들의 평가를 담당하던 한전이 만들었던 것이므로 6개 한전자회
사의 경영평가 내용은 거의 같거나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경영평가 지표 중 ‘그룹경영발전’과 같은 기타 항목 또한 ‘업무협
의체 주관부서별 협력도 설문조사 결과’와 ‘전력사업 관련 공동현안 대응’과
같이 한전 그룹의 전체 경영목적을 달성하는데 발전사가 얼마나 기여하였는
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의 각 항목들이 직간접적으로
발전사의 입찰에도 영향을 미 을 수 있다

쳤

가. 인터뷰 세부내용

▶“또한,

정부평가와 내부평가 지표에 ‘설비신뢰도’라고 있는데, 고장정
지나 가동율등 설비운영을 최대로 해야 평가를 잘 받게 니다. 그
러므로 전략적인 입찰은 전혀 하지 않고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A-1)

됩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을 할 유인이 없습니다. 개인적 이익도, 회사의
이익도 모두 없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항목에 ‘설비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입찰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입찰량을 줄이면
회사의 평가가 안 아 지기 때문입니다.”(A-4)

좋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2010년까지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
아 으며 그러한 경영평가의 지 이자 기준이 되는 것은 ‘경영실적 평가편
람’이다. 경영실적 평가편람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사장간 경영계약에 따라

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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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발전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 서로서 구체적인 평
가기준과 방법을 평가지표를 통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편람은 한전이 발전자회사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발전자회사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사장 및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며, 한전은 필요할 경우 발전자회사에게 시
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설비신뢰도’ 라는 계량지표가 입찰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설비신뢰
도는 고장정지율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손

고장정지율(%) : (비계획 실량/(MGC×기준시간)) × 100
- 비계획 실량 = (MGC×기준시간) - 계획 실전력량(PEL) - 입찰량
PEL(Planned Energy Loss) :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전력량
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확정된 입찰량

▪
▪

손

손

손

손

위와 같이 계획된 발전기 정비와 같은 계획 실전력량을 제외하고는
입찰량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본 지표의 점수를 높게 받게 된다. 그리
고 이러한 지표의 목표설정은 지난 5년간 가중평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과거 자신의 발전기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보다 더 많이 입찰하려는
유인을 본 평가지표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신뢰도
평가항목의 배점은 8점으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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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 4 -민간기업의 낮은 Market power
민간기업 입찰담당자의 경우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어려운 이유에 대
해 대부분 Market Power의 부족을 들었다.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가능
하려면 용량미달입찰을 하는 발전기 이외에도 추가적인 발전용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용량미달입찰로 인한 가격상승 분을 거래수익으로 회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민간발전사의 경우 소규모 발전기
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민간발전사의 경우 보유한 발전기의 구성이 발전원로 다양한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한 형식의 발전형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략
적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합 등의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한전자회사처럼 저원가의 기저발전기(예 : 석탄발전기)와 고원가의
두발전기(예: LNG복합이나 중유발전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민간발전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전략적인 입찰 시행에는 한계가 있다.

칠

첨

가. 인터뷰 세부내용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비용량이 커야 전략
적 용량미달입찰이 가능한데, OOOO는 발전소가 1개라서 별 실익이
없습니다. (입찰을 많이 해서) 오히려 발전량을 많이
릴수록 이익
입니다.”(B-1)

늘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발전소들이 담합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쉬울지.. 아니면 1개의 회사가 용량이
아주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B-3)

클

▶“OOOO은

너무 소규모라 가능성이 없음. 용량요금이나 더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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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다행입니다.”(B-4)

▶“(전략적 용량미달입찰 가능성)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렵습
니다. 워낙 소규모라서..”(B-5)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은 입찰을 철회해서 가격을 올려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Market power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OOOO
같이 작은 발전회사는 발전소 한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용량미달입
찰을 해 야 해입니다.(즉, 용량미달입찰에 대한 확실한 이익보장
이 없다) 그러한 것은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를 동시에 가진 한
전자회사의 경우에나 가능할 것입니다.”(C-1)

봐 손

▶“전략적 행동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리고 OOOO는 공기업이라 그러한 이윤동기가 있더라도 규칙을 위반
하면서까지 수익 추구하지 않는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입
니다.”(C-2)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2011년 12월 말 현재 민간발전사의 경우 전력시장 내에서 15.3%의 설
비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거래량을 기준으로한 점유율은 8.4%). 민간발전

사가 보유한 발전사는 대부분이 입찰을 하지 않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서
태양광, 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기들인데, 민간발전사 중 입
찰을 하는 중앙급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로서 가장 큰 발전사는 포스
(주)이며 244만k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포스 파
와 지역난방공사가 각각 142만kW, 134만k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발전사의 경우 그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들이다.

풍

코

코 워

그런데 민간발전사의 경우는 한전자회사처럼 저원가의 기저발전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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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발전기)와 고원가의

첨부발전기(LNG복합이나 중유발전기)를 동시에 보

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입찰에 있어 전략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어, 포스 파 , GS EPS, GS파 , SK E S, 인천공항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LNG복합발전기만 보유하고 있으며23), 지역난방공
사의 발전기의 대부분 집단에너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코 워

워

&

<그림 4-4> 발전사업자별 설비용량

(30.5%)

(10.6%)

(10.1%)

(10.7%)

(11.7%)

(11.2%)

(15.3%)24)

* 출처 : 전력거래소(2011년 연간 시장운영실적보고서, 2012.1.27.)

코(주)의 경우 설비용량은 크지만 대부분의 생산전력을 차체소비하는 자
가용발전사업자임
24) 기타 : 포스코(244만kW), 포스코파워(142만kW), 지역난방공사(134만kW) 등
23)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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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제3 요인들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한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요인들(예 : 전략적 게임
이론 등)이 현재 전력시장에서 발생되는 입찰오차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
한 도구가 아니라면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제3의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제3의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한 답
을 구하기 위해 발전소 입찰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
을 하였다. <“지난
년간 전력거래소와 감시위원회가 실시한 급전응동
시험에 따르면, 용량초과입찰 사례가 많은데, 입찰담당자의 경험상 그 원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 니까 ”>

?

몇

십

?

이 질문은 수년간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용량초과입찰의 원인을 밝혀보고자 함이었
다. 이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은 현 제도가 인정하는 허용오차의 폭이 너
무 고 발전기의 운영환경은 수시로 변하여 규정을 지키려 해도 위반할
수 에 없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특이하게도 한전자회사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가 입찰오차의 원인이라는 응답자가 있었다.

좁
밖

<표 4-4> 발전사 유형별 입찰오차 발생 원인

질문내용

한전자회사
제도적 문제

좁

입찰오차
발생 원인

민간발전사
제도적 문제

공공발전사

외부환경 변화

외부환경 변화

좁

( 은 허용오차,
초과발전 미정산
,경영평가 제도)

( 은 허용오차)

(온도, 주파수)
설비의

(온도)

외부환경 변화
예측불가성

(연료 품질, 설비
노후 및 오작동)

설비의

예측불가성

(설비노후 및 오작동)
근무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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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설비의

예측불가성

댐

(수력 조정지
수위 초과)

<공통점>⚫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 모두 현 시장제도가 규제하

는 허용오차의 폭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 불만이었음.
⚫또한, 복합발전기의 경우 모두 입찰기준인 예보온도와 실
제 발전시의 온도가 차이나 났을 경우가 용량초과입찰의
원인이 됨을 지적
<차이점/특이점>
⚫한전자회사의 경우 특이하게도 경영평가 제도가 용량초과

입찰의 원인임을 지적함

1. 시장규칙의 영향 (허용오차 규정 및 정산방식)
발전사의 입찰담당자들은 현 시장규칙이 발전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시장규칙이 인정하는 허용오차
(입찰한 공급가능용량과 실제발전능력간의 차이)가 너무 아서 준수하기
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좁

하지만 이러한 입찰담당자의 실무자적 고충은 허용오차 설정에 관한
규칙개정 제안서의 내용과 상충되고 또한, 규칙개정 당시 발전사의 실무
자들도 참여하여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본 연
구에서 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허용오차의 폭이 적정한 지를 확인해 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찰담당자들이 현 시장규칙의 허용
오차 폭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규칙개정 과정에서 전력시장의 또 다른 목적을 위
해 발전사 실무자들의 고충이 다소 무시되고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섣

봐

좁

발전량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도 입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급가능용량 입찰값보다 발전량이 많아 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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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초과발전 부분에 대한 정산방식이 입찰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현재 시장규칙은 입찰값을 초과하여 발전한 부분은 정산금을 일체 지
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전사는 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 이상으로 발전
을 하여 연료비를 비할 이유가 없으며 입찰량을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이나마 높게 가져가려는 유인 즉, 용량초과입찰에 대한 유인이 있는 것이
다. 또한, 입찰 후 실시간 발전기 운영도 입찰값보다 낮게 발전출력을 유
지하는 것이 정산금 삭감의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적 행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낭

굳

가. 인터뷰 세부내용

▶“발전기의 발전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찰미달에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즉, 발전설비의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칙상 허용오차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오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A-1)

▶“OO발전기처럼 적은 규모의 발전기는 규칙의 오차기준을 정확히 맞
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장규칙상 오차범위가 0.5%와 2MW 중 적
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약 100KW정도의 허용오차가 있는데 이러한
폭이
은 오차기준을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입
찰해도 너무 적게 입찰해도 문제가 되니까요.”(C-1)

좁

▶“과소입찰(즉, 용량미달입찰)을 하여 발전을 입찰량보다 많이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발전출력을) 낮추어서 운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기)운영자는 (전력시장에서의 입찰, 급전
지시, 정산의 단위인) 1시간 적산값( 적치)을 모 니다. 순시치 값
에 모 니다. 그러므로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A-5)

누

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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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

밖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비판) 및 근거자료
<허용오차 관련> 현재 시장규칙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과 실제 발전

기의 공급능력간의 허용오차를 자동발전제어운전 중인 발전기와 기타발전
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동발전제어운전 중인 발전기는 입찰값의
1%와 5MW 중 작은 값을, 자동발전제어운전을 하지 않는 발전기는 0.5%
와 2MW 중 작은 값을 각각 오차로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규정
아래 표 참고)
<표 4-5> 허용오차 관련 규정

※ 시장규칙 [별표2] 11.다.3)

허용오차(ε) : 주파수추종 또는 제 2.3.2조 1항의 자동발전제어운전 신고
후 실제 운전한 발전기에 대해서는 Min(RAi,t×0.01,5), 기타 발전기는 Mi
n(RAi,t×0.005,2)를 적용한다. 단, 급전지시출력 최초지시 시각(분단위)부터
1시간(분단위) 경과시 허용오차(ε)=0으로 본다. (*RA : 입찰한 공급가능용량)

±

±

그런데, 이러한 허용오차 폭은 시장참여자들이 제안한 규칙에 따라 수
차례 개정된 결과이며 규칙개정 과정은 대체적으로 시장참여자 담당자와
의 상호 협의절차를 거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찰담당자들의 주장을
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쉽

살펴

하지만 해당 시장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안서를
보면 허용오
차의 폭을 게 설정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은 허용오
차를 설정한 이유는 허용오차만큼 미세하게 용량초과입찰을 함으로써 발
생하는 용량요금을 최대한 줄여 한전의 전력구매단가가 상승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전력구매단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담당자의 의견은 다소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볼 수 있다.

좁

좁

<초과입찰 미정산 관련> 현재 전력시장의 운영규칙은 단위 거래시간

을 1시간으로 하여 입찰을 하고 정산하게 된다. 아래 그림처럼 만약 1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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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간에 대해 100MWh만큼의 공급가능용량으로 입찰을 하고 전력거래소
100MWh를 급전지시 할 경우 발전기 출력량의 1시간

빗

누적치가 100MWh

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 금친 영역)은 전력시장에서 정산받지 못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찰값을 발전기 출력능력보다 높게 가져가려

길

는 유인이 생
서와 같은

냐

가능성이 있다. 왜 하면 그러한 용량초과입찰은 그림에

빗금 영역이 생길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5> 입찰값을 초과한 출력으로 인한 정산금 삭감 영역

정산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 금영역)

빗

입찰오차 상한

102
입찰값

100

입찰오차 하한

98

실제 출력 곡선

2. 경영평가 제도에 의한 원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입찰담당자의 경우 회사 내부의 평가제도 및 회사
전체에 대한 외부의 경영평가 항목 또한 입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주로 용량초과입찰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발전사의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과거 5년간의 발전소 입찰평균량을
‘기준입찰량’으로 하고 이 보다 적게 입찰을
을 경우 발전기의 유지관리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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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측면에서 성과가 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 및 기관 전체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발전사 입찰담당자는 발전소 성능
이 저하 되었더라도 과거의 평균입찰량보다 낮게 입찰하기가 어려울 수
에 없으며 이는 용량초과입찰 즉 입찰오차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다. 즉, 입찰담당자를 포함한 해당 부서의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는 물론
이고 조직전체의 경영평가를 위해서
적으로 용량초과입찰을 용인 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전사 경영평가 제도가 입찰오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전반부(제4장 1절)에서 기술하였다.

럴

밖

암묵

했

가. 인터뷰 세부내용

▶“발전소 평가제도를 보시면....(2010년도 OO발전 내부 및 정부평가 편
람 설명)..... 과거 5년간 입찰평균량을 ‘기준입찰량’으로 하고 이 보다

적게 입찰시 사업소 및 기관 전체 평가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영향을 미 을 것입니다.”(A-1)

쳤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 경영평가 제도가 입
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는 제4장 1절의 3에서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3.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발전기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입찰한 발전량만큼 발전출력을 올리
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입찰오차가 생기게 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복합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예상을 벗어난 온도
의 변화가 입찰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
한 답변은 한전자회사, 민간발전사를 막론하고 복합발전기를 보유한 경우
라면 일관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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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발전기의 출력은 주변온도의 상승시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기술적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담당자들은 초기입찰 시간인 거래전일 10시
에 기상청에서 취득한 익일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공급가능용량을 산정하
는데 다음 실제 온도가 기상청 예보온도와 차이가 많을 경우 입찰한 공
급가능용량의 값은 실제 발전기의 능력과는 상당한 괴리가 생 가능성이
높다.

날

길

또한 계통주파수 상승과 같은 계통상황도 발전기의 출력에 영향을 미
친다고 응답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계통운주파수가 상승하고 있으면 이는
출력을 올리기가 어려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급
가능용량에 못 미치는 출력이 시현될 수 있다.

워

한편, 특징적인 사실은 일부 발전사의 경우 입찰한 공급가능용량과 실
제 발전능력간의 오차인 입찰오차를 소하기 위한 시스 을 구 하고 있
었다는 점이다. OO발전의 경우 발전소에서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수치를 입력하면 예상 공급가능용량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Sheet를 운영하였다. 물론 이러한 Sheet에 따라 발전소에서 입찰을 하면,
본사의 입찰담당자는 그 계산에 오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구조였다.
(한전 그룹 발전사는 유사)

축

템

축

착

좋

씩

입찰정확도를 위한 노력 중 가장 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한 번
출
력 스트를 시행해 보는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스트에 따르
는 비용이 소요된다. 연구대상자 B-1이 속한 발전사는 이러한 최대출력
스트를 월 1회 또는 분기 2회 2상 시행하여 입찰한 공급가능용량과 실
제 발전기 공급능력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노력을 하는 발전사가 공기업
이 아니라 민간발전사라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테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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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가. 인터뷰 세부내용

▶“온도예측이

갑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 대기온도는 자기 상승 하락
하는데 이것은 특히 가스터빈 발전기(GT)의 경우 영향을 많이 받습
니다. 즉, 시간마다 온도는 틀리고, 중앙급전소에서 지시하는 출력량
도 시시각각 틀리므로 입찰한대로 출력을 못 올릴 경우가 있습니
다”(A-2)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복합 온도의 차이 즉, 예보온도와 실제
온도가 달라 공급능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A-5)

▶“주로

복합의 경우 전일 예상온도에 의거하여 입찰을 하는데, 실제

로 당일 온도가 변함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
다.”(A-7)

▶“기온급변에

따라 출력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

닐까

생각합니다. 온
도가 1도가 차이나면 발전기 출력이 2-3MW 가량 차이가 니다.
특히 저희 발전사는 복합의 비중이 높습니다.”(A-8)

납

▶“기상청 예보온도 기준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 실제 기온이 달라지면
차이가 생깁니다. 온도 1도가 올라가면 약 1M-2M정도의 에러가 생
깁니다.”(B-1)
▶“LNG복합의

경우 기상예보 온도를 기준으로 입찰을 하는데, 실제
온도가 그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2)

▶“대부분 산식의 오류. 즉, 고려하지 못한 변수의 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복합발전기의 경우 환경변화(대기온도,
대기압, 습도, 블레이드 오염등 다양)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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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정확한 입찰이

곤란합니다.”(C-1)

▶“그 당시의 계통 상황 즉, 계통 주파수와 같은 것이 AGC 및 GFR 로
직이 연관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통상태에 따라 1-2MW의 발
전능력 변동은 가능합니다.”(A-4)

▶“또한, 외부적 요인 즉, 계통의 주파수 변동도 발전출력에 영향을 미
칩니다.”(A-6)
▶“입찰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OO발전의 경우 특별히 “입

압

찰 sheet”를 운영하는데, 복합의 온도, 대기 , 터빈 수세정 유무, 오
도 등을 고려하여 입찰량이 결정 니다......(중략)......입찰과정은 사
업소에서 입찰sheet에 따라 입찰하면 본사는 이를 확인합니다. 제약
사항, 정지계획, 변동사항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말입니
다.“(A-8)

염

됩

▶“대기온도등 외부환경에 민감한 발전기의 특성상 온도등에 대한 고려

를 먼저 한다. 그리고 월 1회, 분기 2회 이상 최대출력에 대한 Test
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입찰량에 대한 결정시 고려를 합니다.
이 스트에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초과 입찰시 시장감시위원회의 제
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고 있습니다.”(B-1)

테

쓰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온도변화 관련> 발전기의 출력은 발전기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복합발전소의 경우 특히 온도변화에 민감하다.
아래 <표 4-6>은 어느 복합발전소의 외기온도와 출력간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 발전소의 경우 외기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약
3~6MW가량의 출력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온이 고온으
로 상승하면 할수록 온도의 영향이 더 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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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운 여름철의 경우 외기온도의 상승으로 복합발전기의 출력은 현저히
어지게 되는 것이다.

떨

<표 4-6> 복합화력 기준온도별 발전출력표(예시)

이렇듯 온도에 민감한 복합화력의 특성상 입찰시 발전기 운영당일의 온
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발전소 입찰담당자들
은 현 시장규칙상의 초기입찰 시간인 전일 10시에 기상청에서 취득한 익
일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공급가능용량을 산정한다. 그러므로 다음 실제
온도가 기상청 예보온도와 차이가 많을 경우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의 값은
실제 발전기의 능력과는 상당한 괴리가 생 가능성이 높다.

날

길

복발발전기가 급작스런 온도변화로 입찰한 공급가능용량과 실제출력

사이에
확인할
만큼의
미달이

긴

오차가 생 사례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 결과로 여러 건
수 있었다. 아래 <그림 5-2>는 복합발전기가 입찰량(461MWh)
불시급전지시에 436MWh의 출력을 시현하여 약 25MWh의 출력
된 사례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경우의 출력미달 사유는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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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온도 보다 실제 온도가 급격히 변화(14

℃→22℃)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6> 온도변화로 인한 복합발전기 출력미달 사례(출력그래프)
일산복합1CC(08.4.8)
700

설비
입찰
출력
제약

테스트 기간(거래시간 16시)

600

입찰과 실출력 차이(평균)
= 25M W

500

400

급전지시점
(14:37)

300

200
14:00

14:08

14:16

14:24

실제 입찰량(14
GT

CC

372

540

14:32

14:40

14:48

℃ 기준)
열공급시
461

14:56

15:04

15:12

15:20

℃

15:28

15:36

온도변화(22 )를 고려한
적정 입찰량
GT

CC

열공급시

352

510

432

15:44

15:52

16:00

실제발전량
(최대출력)
436MW
(440MW)

* 출처 : 전력시장 감시위원회(‘08.5)

<계통주파수 관련> 또한 계통상황도 발전기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발전기가 주파수추종운전(GFR운전)이나 자동발전제어운전
(AGC)을 하고 있을 때 계통운주파수가 상승하고 있으면 이는 출력을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려 지는데 이러한 경우 공급가능용량에 못 미치는 출력
을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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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통환경에 의해 출력상향의 급전지시를 받고도 출력이 미달되
어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적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아래 <그림4-7>를
보면 출력상승 급전지시 시간부터 계통주파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입찰값(270MWh)만큼 출력을 상향하라는 급전지시에도 출력을 상
승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미세하게 출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발전기의 이 당시 출력시현량은 약 262MWh였으며, 급전지시 직전
시점에 270MW 가량의 출력을 시현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발전기의 설비
나 기타 문제는 없었고 발전기의 공급능력은 270MW를 내기에 충분하였
다. 다만 계통의 작스런 주파수 상승으로 발전기 가 출력을 올리지 못
하였던 것으로 감시결과 확인되었다25). 이렇듯 계통주파수 또한 발전기
의 출력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갑

<그림 4-7> 주파수 상승으로 인한 발전출력 하락
주파수 상승환경으로 상승
지시에도 일정한 발전출력

출력상승 급전지시 시점

*출처 : 전력시장감시위원회 2009년 1차 실시간 급전응동 시험결과 보고(‘09.9)

25) 하지만 이 사례는 시장규칙 위반으로 자율시정조치를 받은 사례였는데, 위반

내용은 급전지시 후 AGC(자동발전제어) OFF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음.
AGC ON운전을 하면 계통상황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이 자동조절되는데, 이 당시
급전지시 사항에 AGC OFF운전을 하고 급히 출력을 상향하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음. 위반사항은 이러한 급전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
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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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량요금에 대한 유인 - 응답자별 상반된 의견
용량초과입찰을 실제로 한 이유 중 ‘용량요금을 추가로 받기위해서’ 일
것이다 라는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는 질문에 대해서 입찰담당
자들은 발전회사의 특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 트럼의 결과를 보여주
었다. 한전자회사 내의 입찰담당자들 간에도 다양하게 결과가 분포되었으
며, 민간 및 기타 공공발전사들의 입찰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
였다.

묻

펙

<표 4-7> 용량초과입찰 사유에 대한 응답(용량요금 유인 관련)

응답수=>

아주 낮다

①

낮다

-A 1명
-C 1명

-A 1명
-B 1명

보통

높다

-A 2명
-B 1명

-A 4명
-B 2명
-C 1 명

②

③

④

아주 높다

⑤

-B 1명

* A=한전자회사, B=민간발전사, C=기타 공공발전사

이러한 응답자별 상반된 답변의 원인은 응답자가 답변시 하였던 부연
설명에서 일부 유추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입찰을 많이하면 용량요
금을 많이 받으니 용량초과입찰을 할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감시 적발의 위험에 대한 고려 및 용량초과
입찰이 가져다주는 수익증대 효과의 미미함 등에 대한 입찰담당자들의 복
잡하고 다양한 생각이 상기 <표 4-7>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므로 용량요금을 많이 받기위해 되도록 입찰량을 높게 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마 로 정도 부정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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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예측불가능한 요소들
발전기의 출력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또한 결과적으로 입찰
오차를 유발하여 정확한 입찰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첫 째,
발전기의 연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할 경우 발전기의 공급능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 석탄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발전사의 경영난 등으로 석탄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급하게 조달하여 들여온 질 낮은 석탄을 어 사용하다보니 발
전기의 성능저하 및 출력편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전력시장감시위원회
감시결과 보고서26)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기는 한전
자회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자회사의 입찰담당자만 이와
같은 답변을 제시하였다.

몇

섞

또한, 발전설비의 노후 및 오작동도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다수 답변하였다. 발전기는 규모가 크고 수많은 기계장치들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설비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은 발전기 출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설비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입찰담당자는 정확한 입찰을 하기 어려 질
것이다. 발전설비 노후화의 문제는 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가 공동으로
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가 모두 이와 같은 답변
을 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인적 실수 또한 입찰오차의 원인이라고 응답하
였다. 실수에는 입찰담당자의 입찰값 계산이나 입력의 실수도 있고, 발전
기 운영자의 운영미 에 의한 고의적이지 않은 오차발생 사례를 든 경우
도 있었다.

워

겪

숙

가. 인터뷰 세부내용

▶“OO발전소

3,4호기는

500MW발전소인데

입찰오차

허용기준이

26) 공급가능용량 적정성 점검 현장조사 결과보고‘09.11, 전력시장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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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W내 응동하는 것입니다. 석탄의 열량이 고르지 않아서 그러한
오차에 일정하게 맞추기가 힘듭니다.”(A-3)
▶“또한

열

기력의 경우는 연료의 발 량이 낮을 경우 즉, 석탄의 질이
낮을 경우 출력이 낮아질 요소가 있습니다.”(A-7)

▶“노후된 발전기의 출력능력을 평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발전기의
MAR테스트(최대공급능력 시험)를 한 지가 오래되어 발전기의 발전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찰미달에 신경 쓰기가 어렵
습니다”(A-1)

▶“....오차에

듭

일정하게 맞추기가 힘 니다. 또한 설비 노후도와 외부요
인까지 가세해서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A-3)

▶“또한

해명이 안되는 상황 즉, 그 시점의 설비문제, 예를 들면 설비
노후화, 오동작 등이 (입찰오차의) 이유입니다. 특히, 중유발전기와
같이 가 발전되는 경우는 입찰값과 실제 발전량이 차이가
수
에 없습니다.”(A-4)

끔

날 밖

▶“설비가 노후되어(OO화력은 1983년 준공, 거의 30년 운영) 운영상 애
로가 많습니다. 고장은 아니더라도, 발전소의 여러 가지 설비에 문제
가 생 수 있습니다.”(A-6)

길

▶“과거 미달 사례의 경험상 근무자의 실수가 큰

원인 이었습니다. 하
지만 의도적 용량초과입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B-5)

▶“특히, 인사이동으로 다른 발전방식의 발전소로 이동시 (발전기별) 운
전방식 차이로 실수할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고장나기
도합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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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열량이라는 단위로 표시되
는 데 발열량이 높을수록 발전기의 출력을 더 상승시키게 되며 발열량이
낮을수록 반대로 출력이 감소시키게 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석탄가격의
<불균질한 연료품질 관련> 석탄의 품질은 발

급격한 상승과 발전사의 경영난 등으로 석탄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급하게 조달하여 들여온 질 낮은 석탄을 어 사용하다보니 발
전기의 성능저하 및 출력편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로 석탄연료의 품
질저하로 시장감시 결과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전력시장감시위원회 감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09년 8월 OO발전소는 ’09년 8월 4차례의 출력미달
(즉, 용량과다입찰)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감시결과 규칙위반의 주원인은
발전소 주변 각수 해수온도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저품질 석탄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섞

냉

<인적 실수 관련> 발전사업은 거대한 장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므

늘

로
인적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적실수는 입찰에도 영
향을 미치는데 다음은 발전기를 운전하는 담당자의 인적실수에 의한 용량
초과입찰에 관한 사례이다. <그림4-8>는 입찰값(189MWh)대비 출력미달
(8MWh 가량)로 적발된 사례의 발전기 출력그래프이다. 해당 발전기는 국
내탄과 중유를 혼소하여 발전하는 국내탄 발전기인데 입찰량 만큼의 급전
지시 이후 국내탄 보다 효율이 은 중유에 대한 혼소율을 상향(2 10%)
하여 출력을 증가 시켜야 하지만 석탄에 대한 미분기 기동 및 중유 혼소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입찰량 만큼 충분히 발전 출력을 올리지
못한 사례이다. 이 경우는 담당자의 인적 실수와 연료의 문제가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여 준다.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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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연료혼소에 따른 출력미달 사례(출력그래프)

6. 입찰담당자들의 전략적 성향
입찰에 관한 전략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답변자 중 대부분이(15명중
12명이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함) ‘ 전략’의 전략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설
비가 문제가 없는 한 능력대로 최대한(full) 입찰을 한다고 하는 답변인데,
즉, 입찰담당자들은 1차적으로 발전기의 정비계획이나 설비 이상유무를
체크한 후 자신의 발전기가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출력 즉 공급가능용량
을 산출해 낸 다음 그 수치대로 그 입찰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
은 한전자회사나 민간회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의 연료제약 발전기의 경우 시장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입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27).

無

냥

하지만 이러한 답변을 통해 입찰담당자들이 입찰량을 발전기의 실제
27) 연료제약발전기는 수력발전기와 같이 연료량(수력의 경우

댐의 저수량)이 한

정되어 있어 24시간 전 시간대에 입찰을 할 수 없고 일부 시간대에만 입찰을 제
출할 수 에 없다.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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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

공급능력대로 정확하게 입찰한다 라고 받아들이기는 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발전사들의 용량초과입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
이다. 그러므로 입찰담당자들의 답변은 발전사들이 전력시장가격이나 경
쟁발전사의 입찰량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입찰량을 줄이거나
이는
행위(게이 )는 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늘

밍

가. 인터뷰 세부내용

▶“입찰시

설비의 운전 가능여부 및 외부환경 검토을 먼저 검토하고,

케쥴

즉 설비의 정비스
이 있는지를 먼저보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외
기 온도 등을 파악한 후 발전기의 능력대로 최대한 입찰합니
다.”(A-1)

▶“수명이 20년 가까이 되다보니 초기의 시험값과 실제 발전출력이 차
이가납니다. 그래서 온도별 Actual한 값을 정확히 고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A-2)

▶“설비의 고유특성(MGR, 최대연속가능출력)을 보고 설비에 특별히 문
제가 없으면 최대로 입찰합니다.”(A-3)

▶“설비의

신뢰성을 먼저 고려하고, 설비의 문제가 없을 시 그 신뢰성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입찰을 합니다.”(A-4)

▶“OO발전의 경우 석탄, LNG복합, 중유발전기를 보유증입니다. 보통
오버올이나 설비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입찰을 합니다. 입찰
전략 같은 것은 별로 무의미 합니다.”(A-7)

▶“(생략)......입찰전략은

가능한 최대한 입찰을 한다는 게 입찰 전략입

니다.”(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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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좀

같은 특수상황의 경우는
다르지만. 시장가격이라든지 다
른 요소는 신경 지 않습니다. 입찰전략 같은 것은 없습니다.”(B-2)

쓰

▶“(입찰을) 너무 많이 입찰해도 너무 적게 입찰해도 문제가 됩니다. 규
칙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을 합니다.”(C-1)

▶“OO발전은

수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찰시에 과거의 운영
데이타를 참고하는데,
수위, 낙차, 발전기효율을 고려하여 입찰량
을 결정합니다. 입찰전략은 시장가격이 가장 높을 때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수력은 하루 중 5-6시간만 입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
장가격이 가장 높을 때 입찰하는 것이 중요하 . 전일 입찰 마감시
간 10시 이전에 내일 기온예측과 수요예측을 자체적으로 하여 입찰
을 합니다. 전력거래소의 익일 시장가격 공표는 오후 3시 이므로 가
격을 모르고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중략)... 전력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과거 패턴을 분석합니다.”(C-2)

댐

죠

▶“OO발전은 우리나라 다른 LNG발전소와 달리 가스 계약가격이 저렴
해서 기저처럼 발전됩니다. 즉, 입찰하면 무조건 발전이 되죠. 그런
데, 공급받는 연료량이 제약되어 있어서 시장가격이 좋을 때만 입찰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낮은 주말과 새벽시간
대에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B-1)

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자료
<연료제약 발전기 관련>

발전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료에 대한 제약
은 거의 없는 편인데 에 저장된 한정된 물을 연료로 하는 수력발전소와
연료공급에 제약이 있는 일부 발전소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 입찰을 할 수
없고 한정된 시간에 선택적으로 입찰을 할 수
에 없으므로 시장가격이

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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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만 선별적으로 입찰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수력발전은 다른 발전연료원
과 달리 시장규칙상 전일 시장가격이 공표되기 전에 입찰을 해야 하므로
나름대로의 예측시스 을 가지고서 예상 온도와 예상 전력수요를 근거로
산출해낸 예측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입찰해야 한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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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３ 절 인터뷰 결과의 분석
우선 인터뷰 결과를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분석도구의 틀에 따라 전략
적 게임동기, 도덕적 해이, 제3의 요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 4-8>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입찰오차의 원인이 전
략적 게임동기 보다는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질적 분석결과 요약(A=한전자회사, B=민간발전사, C=기타공공)

오차의 원인에
대한 유형

세부 유형

응답빈도
A

B

C

시장지배력

0

0

0

CP대비 높은 시장가격

0

0

0

예비력 저하

0

0

0

높은 가격예측력

0

1

1

도덕적 해이

용량요금 지급

0

1

0

제3의 요인

발전설비의 특성

7

4

1

전력시장 구조

5

1

0

페널티 제도

4

0

0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방식

3

0

1

전략적 게임동기

1. 입찰오차 요인에 대한 분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입찰오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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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입찰오차 요인에 대한 분류

대분류
기업지배구조
Market Power

세부내용
한전이 한전자회사 지분 100% 보유(배당금 회수)
경영평가 제도
민간발전사의 낮은 Market Power
가격규제(보정계수제도28))

규제환경

시장감시 환경
페널티 규정(법령 및 규칙)

거래규정
통제불능 요인
입찰전략

초과발전 미정산 규정 등
외부환경(온도 및 계통상황 급변)
내부환경(연료품질 및 설비노후, 소내전력)
이윤동기(개인, 소속부서 및 회사전체의 이익)
직업윤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요인은 한전그룹사의 지분구조와 주로 관련이
있다.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이므로 발전
사의 순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회수해 가므로 발전사는 무리하게 전략적
입찰행위를 할 유인이 줄어들 수 에 없는 것이다. 한편 한전이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입찰행위에 관한 지표를 입한 것도 한전
과 발전자회사간의 지배구조에 따른 것이므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요
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밖

삽

또한 Market power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민간발전사의 낮은 시장점유
율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민간발전사들은 적은 개수의 발전소를 운영하
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용량미달입찰과 같이 입찰량을 줄이면 바로 용

곧

28) 보정계수제도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에게만 주로 적용되므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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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정산금이 삭감되어 수익이 하락된다. 반면에 그로인해 상승된 시장가격
의 택을 릴 추가적인 발전기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
략적 입찰행위를 할 유인은 그만큼 줄어둘 수 에 없다.

혜

누

밖

규제환경에 따른 요인으로는 가격규제에 의해 입찰행위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보정계수제도를 통해 도매시장가격을 실질적으
로 통제함으로써 발전사의 전략적 입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통제 제도는 전략적 입찰행위를 통해 급격한 시장
가격 상승을 유도할 유인을 차단시켜 리게 된다. 또한, 전략적 입찰행위
감소시키는 격한 시장감시환경과 무거운 페널티 규정도 규제환경적 요
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버

엄

거래규정에 의한 요인은 현 전력시장의 거래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인
전력시장규칙의 특성이 입찰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 입찰량보다 초과발
전한 부분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 시장규칙의 영향으로 입찰담당자
가 입찰량을 되도록 높게 가져가 발전량의 미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
인하는 경우이다.
통제불능 요인은 발전기 대내외의 예측지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발전
기의 출력이 변동하게 됨으로써 하지 않게 입찰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합발전기의 경우 외부온도, 기력발전기의 경우 소내전력의 크기
와 균일하지 못한 연료품질 등이 있을 것이다.

뜻

또한 입찰전략에 의한 요인은 개인이나 소속부서 또는 발전사 전체의
이익증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략적 입찰은 공공발전사 직원의 경우 공익을 위한 직업윤리의 강도 여
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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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오차 원인들 간의 관련성
밀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원인들 사이에는 상호 접한 관련성 내지는 파
생된 결과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아래 그림 <4-9>를 보면 한전과 발
전자회사 간의 지배구조로 인해 한전은 발전자회사 경영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발전자회사의 순이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그림 4-9> 입찰오차 원인들 간의 관계

지업지배구조>

<

⚫ 거래당사자인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소유구조(모회사-자회사)

(규칙개정위원회 및 비용평가
위원회에 영향력 행사)
⚫한전의

발전사 통제

(경영평가 지표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가격규제

(보정계수 제도)

배당금 회수

규제감시 제도

⚫

<
>
⚫용량초과입찰과
용량미달입찰

용량
초과
입찰

체제 이원화

규제

(용량미달입찰에
더 높은 페널티)

용량
미달
입찰

(중립적 영향)

<

통제불능 요인>

⚫온도 및 계통상황

급변
⚫불균질한 연료품질,
설비노후, 소내전력

⚫시장가격 하락을 통한

한전수익 증대
⚫발전사 수익 감소
/ 경영평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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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해 가며, 보정계수제도를 통해 가격규제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요인
들로 인해 발전자회사는 용량미달입찰을 통한 시장가격 상승과 같은 전략
적 행위를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며 용량초과입찰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
과적으로 이는 전력시장 가격을 하락시켜 모회사인 한전의 수익을 증대시
키고, 반면 발전자회사는 경영평가 향상과 이를 통한 입찰담당자 및 입찰
담당자가 속한 조직 및 회사의 인센티브 증대 택을 부여하게 만든다.

혜

칭

또한 용량초과입찰과 용량미달입찰에 대해 비대 적인 규제감시 제도도
용량초과입찰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용량미달입찰은 전기사업법에
서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높은 페널티 및 처벌이 부과되지만 용량초과입찰
은 시장규칙에 따라 자율시정조치 등의 약한 페널티가 부과됨으로써 입찰
담당자가 입찰을 높게 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용량초과입찰을 유발
시 다. 기타 통제불능 요소는 입찰의 불확실성만 증대시킬
입찰량의
증대 및 감소에는 중립적인 역할만 할 이다.

킨

뿐

뿐

전체적으로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거의 모든 요인들이 용량미달오차 보
다는 용량초과오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데 이러한 제
도나 환경을 개선되지 않고 10여 년간 전력거래가 지속되어 온 것도 특이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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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입찰 프로세스
다음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발전입찰 행위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다. 입찰담당자들이 설명하는 발전입찰 프로세스의 세부적인 설명
들 속에는 상기에서 기술한 입찰오차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아
들어 있으므로 발전사의 입찰오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 을 준다.

녹

움

가. 설비 발전능력 평가
정확한 공급가능용량의 입
찰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발
전기의 공급능력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 져야한다. 즉, 특정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출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시
험이나 평가가 없어는 정확한
입찰은 불가능 할 것이다.

▶“수명이

20년

<그림 4-10> 발전입찰 프로세스
설비의 발전능력 평가 및 점검

(평상시 주기적으로)

설비의 가동능력 확인

(입찰시각 이전)

발전능력 영향요소 파악 및 분석
(입찰시각 이전)
발전소 입찰담당자 초기입찰 (거래 전일
10시)

가까이
되다보니 초기의 시험
본사 전력거래팀 확인 및 수정
값과 실제 발전출력이
(초기입찰 이후 - 거래시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온도별로 Actual한 값을 정확히 고려하려고 노력중입니
다.”( A-2)

▶“입찰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특별히

‘입찰 sheet’를 운영(온도, 대기

압,

염

터빈 수세정 유무, 오 도 등의
요인에 대한 수치와 발전출력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sheet)합니
다.“(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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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분기 2회 이상 최대출력에 대한 Test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입찰량에 대한 결정시 고려를 합니다.”(B-1)

나. 설비의 가동능력 체크 및 발전능력 영향요소 확인
입찰담당자가 입찰 공급가능용량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발전설비가 정
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설비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며,
설비가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 발전기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출력 가능한 입찰값을 산출한다.
<외기 온도등에 대한 고려>발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로 복
합발전기의 경우 외기온도가 입찰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응답하

는 입찰담당자가 많았다.

▶“복합의 온도, 대기압, 터빈 수세정 유무,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입
찰량이 결정됩니다.“(A-8)
▶“대기온도 등 외부환경에 민감한 (복합)발전기의 특성상 온도 등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합니다.”(B-1)

<소내전력의 크기에 대한 고려> 입찰량은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이 송

전선에 전송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흔히 ‘송전단기준’
발전량이라고 한다. 송전단 기준 발전량은 발전소가 생산한 총 발전량에
서 발전소내의 조명이나 난방등 여러 부수적 설비들이 사용한 전력의 총
합인 ‘소내전력량’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 소내전력량은
일정하지 않고
발전소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
내전력량에 대한 고려도 입찰하는 공급가능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
적이며, 특히 대형 기력발전소의 경우 이러한 소내전력량의 산정은 입찰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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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주로 고려하는 요소이다.

▶“석탄과 국내탄 같은 기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소내전력을 주로 고려
하고....”(A-5)

▶“사업계획시

고려한 소내소비 전력을 고려하여 입찰량을 결정합니
다. 증기터빈이라 대기온도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중
략).... 여름가을은 19M로 입찰하고 울철은 18M로 입찰을 합니
다. 울철은 소내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저희 발전기는 복수기
가 없는 배아터빈 방식이라....”(B-5)

봄
겨

겨

열공급

열

발전기의 경우 소비량 고려> 발전기 중 지역난방과 같은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일의 수요 규모가 입찰의 주요한 고려
요소였다. 이는 공급 발전기의 경우 수요 규모에 따라 발전할 수 있
는 능력이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발전회사의 입찰담당자의 경우에는
공급에 따른 수익이 전력을 생산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더 중요
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열

<

열
열

열

열

▶“OO복합의 경우에는 열공급제약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기타 발전기 제약사항 반영 여부, AGC 여부 등에 대한 체크를 합
니다.”(A-1)

▶“입찰시 발전기의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수용가의
열수요에 대한 고려를 해야합니다.....(중략)....열수요를 고려해야 하
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열수요가 낮으면 스팀을 생산해도 버려야
하므로 전력생산 보다는 열수요 수입을 먼저 고려합니다.”(B-3)
▶“OO열병합은

+

88MW 중유 LNG 혼소 발전기로서

합니다. 그러므로

열

열공급

사업을
수요가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 공급능력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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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하므로 입찰시 이를 고려합니다. 즉,
수요 및 공급을 먼저 고려
하고 후순위는 용량요금을 많이 받기위한 전략이 들어 니다.(B-4)

갑

▶“다른 연료원의 발전기와 다른 우리 발전기의 특징은 열수요에 대
한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B-5)

<연료혼소 발전기의 특성 고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의 경우에는 국내 석탄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무연탄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기는
무연탄과 기타 유연탄등을 일정부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그러한 혼합비율은 ‘혼소율’이라고 하는데 이 혼소율에 따라 발전기
의 출력이 크게 변동한다. 예를 들자면 무연탄과 중유를 혼소하였을 경우
중유의 비중을 높일수록 발전기 출력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입찰시 투입되는 다양한 연료 즉, 무연탄, 유연탄, 반유연탄, 중유에
대한 발전출력 정도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OO화력은 국내탄에 필
요시 타 연료를 혼소하여 발전하는 발전기이기 때문입니다.”(A-6)

팀

다. 초기입찰 및 본사 전력거래 의 확인 및 수정
대규모 발전회사들은 현지 발전기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전소
입찰담당자들이 초기 입찰을 하면 이에 대해 본사 전력거래 에서 발전소
입찰담당자들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본사의 확인 이후라도 발전기의 고장이나 출력에 영
향을 미치는 설비변동이 생기면 발전소 입찰담당자들이 변경입찰을 시행
할 수 있다.

팀

▶“사업소에서

괄

입찰을 하면, 본사에서 (이에 대해)일
허위입찰 할 여지가 없습니다.”(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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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합니다.

▶“입찰과정은

사업소에서 입찰sheet에 따라 입찰하면 본사는 이를 확
인(제약사항, 정지계획 및 각종 변동사항 등) 하는 과정을 거 니
다.”(A-8)

칩

▶“OOOO는 본사에서 입찰담당자가 주로하고, 발전소 입찰담당자는 사
고나 발전기 상태에 따라 그때 그때 변경입찰만 수행합니다.”(C-1)

4. 입찰형태별 이해관계 고찰
가. 정상적인 입찰형태
<그림4-11> 입찰형태 1

시장규칙에서 의도한 바람직한 입찰
형태는 오른
<그림4-11>과 같이 입찰
오차상한
102
담당자가 예측한 발전기 공급능력대로
입찰량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
실 공급능력
100
찰량인 100MW만큼의 급전지시가 내려
(입찰담당자 예측)
질 경우 오차범위( 2MW)내에서 출력을
시현하면 시장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
98
오차하한
다. 이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즉 작
스런 기온 변화나 고르지 못한 연료품질
등에서 오는 발전출력의 편차폭을
: 입찰값
2MW내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오차범위를 벗어나 급전지시량에 미달하는 발전출력을 시현(즉
98MW에 미달하는 출력시현)하였을 경우에도 발전사는 출력미달분 만큼
의 용량요금 삭감만 부담하면 될 것이며, 규칙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처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쪽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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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량초과입찰의 경우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의 급전응 <그림4-12> 입찰형태 2
동시험이나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규
칙위반 사례 등에서 나타난 발전사의
103
오차상한
일반적이고 빈번한 입찰형태는 용량
초과입찰 영역에서 입찰량을 선택하
101
는 것이었다. 즉, <그림4-12>에서와
실 공급능력
100
(입찰담당자 예측)
같이 발전기들은 실제 공급능력(100
99
MW)을 초과한 입찰량(101MW)을
오차하한
제출 하였으며, 이 경우 시장규칙에
서 정하는 오차의 상한과 하한은 각
: 입찰값
각 103MW과 99MW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제 발전출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입찰담당자
의 예측실패로 오차하한인 99MW를 하회하여 규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았
다.
이러한 입찰형태(용량초과입찰)는 입찰담당자의 전략적 선택구간일 가
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용량초과입찰 갖는 점 때
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잇

▶ 용량초과입찰이 발전사에게 주는 잇점
⚫ <경영평가 및 사업소 평가 측면에서 유리>

: 입찰값을 오차범위내에서 최대한 높일 경우 전력시장 가격은 하락

하지만 경영평가 및 사업소 평가 항목인 ‘설비 신뢰도’에서 높은 점
수를 득하여 회사 전체, 사업소 및 입찰담당자 모두 경영평가 인센
티브 측면에서 명확한 택이 있음

혜

⚫ <오차범위 내의 오차이므로 직접적 규칙위반 아

님>

: 상기 <그림 4-12>에서와 같이 입찰량이 규칙에서 허용하는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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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능력으로부터 오차범위내에 있는 구간일 경우 입찰담당자는 직접
적인 규칙위반의 위험이라는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음

※ 물론 실제 당일 발전출력이 발전기의 이상 등 예기치 못할 사유
로 오차범위를 벗어날 위험은 정상적인 입찰시 보다 더욱 증가함
물론 용량초과입찰은 전력시장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발전사의 수익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정계수를 통한 시장가격 상
승분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와 발전사 순이익의 배당금 회수와 같은 이유
로 그 유인에 대한 힘이 상당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용량초과입찰의 점
에 입찰담당자들이 더 큰 유인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잇

다. 용량미달입찰 (잘 드러나지 않는 입찰형태)
<그림 4-13>와 같이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을 하회하는 수준의 입찰량 선
택은 실제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
의 입찰이다. 이 경우 발전기의 예측된
실제 공급능력은 100MW이지만 입찰은
그 보다 1MW 낮은 99MW로 입찰한
사례이다. 입찰을 99MW로 하였으므로
오차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99MW
2MW가 된다.

<그림4-13> 입찰형태 3

101
100

오차상한
실 공급능력
(입찰담당자 예측)

99
97

±

: 입찰값

오차하한

하지만 이런 입찰형태는 실제로 잘
발생하지 않는 사례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입찰담당자와 발전사 입장
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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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미달입찰이 발전사에게 주는 위험
⚫ <입찰량 초과부분 미정산>

: 실제 발전출력이 입찰량을 상회할 경우(1시간

누적값 기준)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전을 하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실
공급능력보다 낮게 입찰량을 제출할 경우 이러한 미정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경영평가 및 사업소 평가 측면에서 불리>

: 입찰값을 적게 할 경우 경영평가 및 사업소 평가 항목인 ‘설비 신
뢰도’에서 낮은 점수를 득하여 회사 전체, 사업소 및 입찰담당자

모두 경영평가 인센티브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
⚫ <전략적 용량미달입찰로 금지행위 적발 위험>

: 실제 공급능력 보다 적게 입찰을 하였을 경우 전기사업법 상의 금

지행위에 해당되어 매출액의 4%까지의 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입찰량을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 관련조항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

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 과징금 상한액 : 매출액의 4/100
물론 발전사 입장에서 용량초과입찰로 인해 용량정산금 수령액은 증가
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발전량을 기반으로 정산되는 에너지정산금은 줄
어들게 된다. 또한 낮은 입찰시 그로인해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에 대
해서는 국회나 감사원, 언론사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발전사들은 이러한 위험들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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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차범위를 벗어난 입찰형태 (시장규칙 및 전기사업법에 대한
직접적 위반)
<그림 4-14>와 같이 실 공급능력을

<그림4-14> 입찰형태 4
오차범위 으로 벗어난 입찰은 발전사
가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A
못하는 경우 시장규칙이나 전기사업법
102
을 위반한 사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실 공급능력
입찰사례 A와 B위 경우 실제 공급능력
100
(입찰담당자 예측)
인 100MW의 오차범위 상한과 하한인
98
102MW와 98MW를 벗어났으므로 전력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에 적발될 확률
B
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최근 2007년
부터 2011년 말까지의 입찰위반 사례를
: 입찰값
보면 대부분 <그림4-14>의 A와 같이
시장규칙에서 정하는 오차범위를 벗어나 실제공급능력보다 과다하게 입찰
한 사례는 있었으나, B처럼 실제 공급가능용량보다 적게 과소입찰하여 적
발된 사례를 없다. 이는 B와 같은 용량과소입찰은 금지행위에 의한 무거
운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입찰담당자들이 이러한 행태의 입찰을 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밖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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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전력시장의 입찰오차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이 주로 논
하고 있는 용량미달입찰이 실제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의문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입찰오차가 게임이
론과 시장지배력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에 의해 발생
하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이론임을 역설하였다. 하
지만 2001년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 개설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전략적 용량미달입찰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나 적발사례는 거의 없
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입찰형태인 용량초과입찰이 빈빈히 발생하고 있
으며 이러한 입찰행태가 전력시장을 규제감시하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적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리고 본 연구는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 실제 발전소 입찰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
터뷰 결과는 전력감시위원회 감시보고서 및 기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타
당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적 용량미달입찰과 같은 용량미달입찰이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한전과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간 기업
지배구조에서 오는 영향(경영평가제도 및 가격규제, 발전자회사 순이익에
대한 한전의 배당금 회수), 민간발전사의 낮은 Market power, 전력시장
규제감시환경 등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발전사의 전략적인 용량입찰 유인에 의해 용량미달입찰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과 사 다른 연구결과이며, 전력시장의 입찰오
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에서 오는 시장참여자의 이윤증감
이외에 경영평가 제도나 기업지배구조와 같이 거래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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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증명하였다.
특히 한전과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간 기업지배구조는 발전사의 입찰

행위에 대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6개 발전자
회사는 한전의 100% 자회사이므로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순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매년 회수해가
다. 그러므로 발전사 입찰담당자들은 법령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용량미달입찰을 하기보다는 경영평가 등에서 입찰담당
자 및 조직에게 유리한 용량과다입찰을 선택하였다. 또한, 현 시장규칙은
한전의 자회사에게는 보정계수제도라는 가격규제 제도를 두어 전력시장가
격의 상승에 의한 발전사 수익증가 폭을 상당부분 감쇄시키도록 하고 있
었다. 이러한 가격규제는 결과적으로 한전자회사가 전략적 입찰행위를 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한전과 한전의 6개 발전자
회사간 기업지배구조는 입찰담당자의 입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버린

또한, 전력시장의 규제감시환경도 입찰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입찰에 관한 현 전력시장의 규제감시환경은 용량미달입찰에 대
해서는 법령에 의해 중한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량초과입
찰에게는 시장규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페널티를 부과하게 함으로
써 입찰담당자가 되도록 입찰량을 오차범위내에서 높여 제출하도록 유인
하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용량미달입찰과 용량초과입찰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감시환경 또한 입찰오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엄

그리고, 입찰량을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해 미정산하는 시장규칙도 용량
초과입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입찰량을 초과한 부분은 연료
비등 비용이 투입되었더라도 정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입찰담담자들
은 되도록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찰량을 약간 높게 가져가려
고 하였다. 또한, 발전설비의 특성상 외부의 온도 및 계통상황과 같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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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환경의 변화는 입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석탄과
같은 연료품질의 문제, 발전설비의 노후화, 발전소 소내전력의 변동 또한
입찰담당자가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안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발전기의 실제 공급능력과 입찰량의 차이인 입찰오차는 효율적이고 안정
적인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측면에서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입찰오차가 발생할 경우 발전사가 제출한 입찰량을 기반으로 산정되
는 정산금(용량요금)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계통운영자에게 발전능력
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주어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어 질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용량과다입찰의 경우는 실제 발전기의 출력능력보다 많은
입찰을 함으로써 계통운영자가 발전용량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각하
게 만든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 시 급하게 공급할 발전능력규모에 허수
가 생기게 되어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러므로 입찰오차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러한 입찰오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적 노력을 기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떨

착

긴

입찰오차의 원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입찰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거래 정산금의 변동과 시장참여자의 이윤증감을 분석하고
이를 게임이론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이론적 틀에 적용시키는 방식이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입찰담당자에게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 입찰
오차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새로이 발 할 수 있
게 하고 또한, 이렇게 새로 발 된 내용들은 또 다른 연구와 논의의 장으

좀

굴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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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로 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입찰오차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기업지배
구조, 경영평가, 규제감시환경, 발전기 대내외 환경 등 다양한 입찰오차
요인들을 다루었으며 이는 향후 입찰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있어 새
로운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정책적 제안
가. 전력시장 구조개편 및 지배구조 개선
본 연구에서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한전과 한전의 6개 발전자
회사간의 기업지배구조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전력시장에서 85%이상의
거래를 담당하는 지배적사업자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독특한 기업지배
구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입찰오차를 유발하고 경
쟁적인 입찰전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입찰
오차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기
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전자회사의 순이익
이 거래의 상대방인 모회사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회수되어
다면 정상
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며 또한 거래행위의 심이라 할 수 있
는 입찰행위도 기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점의 근원은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시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선택함으로써 태동된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구조개편 계획은 발전자회사의 지분매각과 같은 민영화를 두에
두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이 중단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구조가 갖추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밖

버린

핵

염

째, 발전사를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의 인적분할을 하고 지분매각 등의
형태로 민영화 하여 모회사인 한전이 발전사의 경영에 간 할 수 없게 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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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발전사가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독립될 경우 오로지 자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할 것이므로 민간발전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력시장
거래행위에 참여하게 되어 경쟁시잘 질서 회복에 큰 도 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조개편은 발전사의 경영 신의 가속화로 전력산업의 효율
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민영화에 대한
반국민적 정서와 이를 편승한 한전 및 발전사 노조의 반발 정서가 추진의
큰
림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혁

움

걸 돌

둘째로는 정부가 비경쟁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전의 망사업 부문
(송전 및 배전)을 판매부분과 분할하고 지주회사한 후, 판매부문에 신규사
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이러한 기형적 거래구조는 다소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델은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싱가폴
정부가 설립한 투자지주회사인 마
스 모델과도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마 모델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특 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 5-1>과 같은 방식으로 싱가폴
마
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한 방식으로
<그림5-1> 싱가폴 모델 카피방식(안)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정부투자 지주회사 산하에 ‘발전자
정부투자 지주회사
회사’와 ‘판매회사’ 이외에 ‘송배전
부문 등 민영화 제외 부문을 관리
기타
기타
전력지주회사
발전
하는 또 다른 지주회사’를 두는 방
안인데 이 경우 현재 한전의 송배
기타
기타
판매
기타
전부문 및 한수원 등은 또 지주회 송배전 한수원
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측면에서 보면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현재 구조보다 개선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으며, 향후 발
전 혹은 판매회사를 일부(혹은 전부) 민영화할 경우 경쟁환경이 보다 향
상될 여지도 존재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어떤 부문을 전력지주회사
에 편입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력지주회사에 편입

테 섹

테 섹 홀딩

섹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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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테

되면 민영화 제외부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는 부문
의 노조 반발 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발을 감안하
여 정부투자 지주회사 산하에 기능별로 병렬적으로 소속된 방식으로 배치
하는 <그림5-2>와 같은 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안은 <그
림5-1>과 같이 별도 추가적인 지주회사
<그림5-2> 병렬구조 모델
를 설립하지 않고 송배전회사, 발전회
사, 판매회사를 병렬적으로 자회사로 두
정부투자 지주회사
는 방식으로 각 기능별로 수직 분할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러한 모델은 기능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송배전
발전
판매
별 분리 후 경쟁 및 민영화라는 우리나
라 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초기 계획과
유사한 형태로서 발전민영화 및 나아가 판매부문의 민영화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분할하여 민영화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등
의 방법으로 발전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 또는 진시키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발전사 민영화의 실행에 대한 어려 및 정책결정의 부담 등
을 고려한다면 싱가폴 마 모델을 차용한 두 번째 안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움

테 섹

촉

나. 전력시장 거래제도의 개선
상기와 같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혹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근원
적인 처방
아니라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도 정상적인
입찰행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영평가지표 중 입찰량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을 유도하는 항목은 발전소 운영 측면에서 보다 합리
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히 입찰량을
많이 하거나 발전소 운전시간을 리게 하는 것 보다 전력거래를 통한 수
익의 출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뿐

창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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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 법령의 일관성 확보
현재와 같이 용량초과입찰과 용량미달입찰의 규제감시 체계가 전기사
업법과 시장규칙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전력시장 규체
감시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일관되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한 입찰오차에 관한 규제는 시장규칙에 규정하도록
하며, 담합 등에 관한 규제만 전기사업법에 규정하여 규제체계의 일관성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쉽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탐색

이 번 연구는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고 이들이 정
말로 입찰오차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만 국한되었으며 이러한
입찰오차 유발요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입찰오차를 유발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어떤 요인이 보다 더 심적인 입찰오차 유발 요소인지를 밝혀
낼 수 있을 것 이며 그러한 요인들을 해소하게 하는 정책적인 대책을 수
립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핵

또한, 입찰행위를 하는 주체인 입찰담당자 개인과 그 소속 부서 및 회사
들, 모회사와 자회사, 한전 그룹사와 민간발전사 사이들 사이에는 서로 다
양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관계 간의
관련성을 게임이론이나 주인대리인 이론등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전력시장의 입찰행위를 이해하는 데 큰 도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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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 한전자회사에 대한 시장형공기업
지정이 발전사 입찰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한전자회사의 시장형공기업 지정 개요와 의미
정부는 2010년 8월 우리나라에 전력시장 개설된 지 10년 만에 답보상
태에 놓여있던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
며,29)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라는 방 에 따라 2011년부터 6개의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시장형공기업으
로 지정하였다. 이는 6개 발전자회사가 모기업인 한전의 통제에서 벗어나
경영자율성이 증가되는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비로소 발전회
사들 간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됨을 의
미 한다30).

침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사실상의 대주주인 동시
에 전력시장에서는 발전회사들과 매매 상대방으로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6개 발전자회사에게는 전력시장 가격 상승이
발전자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모회사이며 판매회사인 한전의
29)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 2010. 8. 25,
30) 과거에는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의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경영계약 평가 주체가
종전의 한전에서 정부로 바 었다. 즉, 6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으로 한전
사장이 아닌 지식경제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어야 하며, 6개 발전자회사 경
영평가 주관기관도 한전이 아닌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게 되었다. 또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간 협력지 ”에 따라 사장 주재로 매달 한 번
었던 전력
그룹사 사장단 회의도 지되며, 한전이 경영간 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
우 발전자회사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도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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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

앞

씩열

수익을 악화시키므로 전력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전략적 행위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시도는 한전의 통제력에 의해 자제되기 쉬운 구
조였다. 하지만 2011년 1월부터는 6개 발전자회사는 이전 보다 더 독립적
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므로 전력시장
은 보다 더 경쟁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6개 발전자회사의
입찰도 보다 더 전략적인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전이
여전히 6개 발전자회사의 대주주로서 가지는 권리행사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통제는 지속될 것이므로 발전자회사의 독립적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
와 한전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그러한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 2 절 시장형공기업 지정이 입찰에 미치는 영향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시장형공기업 지정은 전력시장에서 거
래의 상대방이자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므로 발전소 입찰담당자들의 입찰행태에도 어느 정
도 변화가 생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보다
더 수익 지향적이고 전략
적인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제도 시행 이후 1년 남짓
에 되지 않아 충분한 데이터가 적되지 못하여 통계적인 분석이 란
하였다. 또한, 2011년은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9월에는 전국
순환 정전이 발생하여 정부와 국민의 전력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발전사가 수익 증대를 위한 입찰전략을 세울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펼칠

길

밖

좀

축

곤

그러나 6개 발전자회사의 경영평가권한이 한전에서 정부로 이관 되었
으므로 시장형공기업 지정 전후 입찰에 관련된 경영평가 편람 내용을 비
교해 보니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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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설비신뢰도 평가지표의 변화
*출처 : “2011년도 공기업

기획재정부)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수정(안)”(‘2011. 5,

-> 확정(안)에 대한 자료 조사중!!!
2010년(과거)까지

경영평가 항목 중
입찰에 관련된 부분

<설비신되도>
:입찰량을 많이 할수록

평가점수가 높음
(평가비중 8%)

2011년(변경)
<가동률 향상>
:운전가능시간이

길수록

평가점수가 높음
(평가비중 8%)

<설비신뢰도 지표(과거)>

손
- 비계획손실량 = (MGC×기준시간) - 계획손실전력량(PEL) - 입찰량
▪PEL(Planned Energy Loss) : 계획예방정비공사 손실전력량
▪입찰량 : 전력거래소에서 최종 확정된 입찰량

: (비계획 실량/(MGC×기준시간)) × 100

<가동률 향상 지표(변경)>
:

운전가능시간
역일시간

+

- 운전가능시간 = 운전시간 운영예비초과정지시간
-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 목표 설정시 전년도 계획정비율 실적과 평가년도 계획정비율 계획의
차이를 보정
※ 제작사 하자에 의한 정지시간은 운전가능시간으로 인정
기존의 경영평가 지표 중 입찰과 관련된 평가항목으로 ‘설비 신뢰도’가
있었는데 이 항목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이 많을수록 경영평가 점수를 높
게 받기 때문에 입찰을 최대한 과다하게 하려는 유인을 주어 용량과다입
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
정된 이후에는 평가주체가 모회사인 한전에서 정부(기획재정부)로 바 면

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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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비신뢰도’와 같은 평가항목은 평가배점은 8%로 동일하나 입찰한 공
급가능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전기가 얼마나 오 동안 운전 가능한
상태였느 를 나타내는 ‘가동률 향상’으로 전환되었다.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에 따르면 발전소 입찰담당자가 무리하게 용량과다입찰을 하도록 유
인하는 직접적인 평가규정은 사라졌다. 물론 이러한 평가편람의 변화로
용량과다입찰에 대한 유인을 모두 해소시 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보다
입찰오차가 줄어들도록 경영평가편람이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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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idding Behaviors
of Participants i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 Focusing on Analysis of Bidding Errors
Cause by G enerating Companies-

J

Kang i-Ho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

f

this study is to answer the question why there
are bidding errors(di erence between bidding amount submitted by
generators and real availability o the power plant). This study
contains analysis o market behaviors o generators in Korea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where power is traded like general
commodities.

ff

f

f

f

f

Chapter 3 is about the concept o

f

f

cause o

bidding errors and

analytical ramework. Earlier studies concluded that the main reas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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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idding behaviors in electricity market in Korea is strategic behavior

ff

as withholding which is e ective in lower capacity price
condition or lower electricity reserve ratio. Because in those periods
generators are able to boost pro it by withholding their generating
availability and making the market price higher. However, or the last
10 years there wasn’t any case o strategic withholding by generators.
On the contrary to this, over-bidding took place very o ten. Generators
have a tendency to submit the availabilities much more than real
availabilities o power plants. I wanted to ind out the main reason o
bidding errors. The research method that I used was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through it I collected various causes a ecting generating
bidding errors.
such

f

f

f

f

f

f

f

ff

In chapter 4, I described interview results. Firstly, the reason why
strategic withholding does not take place was

founded

by interview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n power industry, penalty system, public

f

f

enterprise per ormance evaluation or generating companies, weak
market power o private generators. etc. Secondly, i the strategic
withholding is not the key reason o bidding error, there must be
another actors causing the error. Through the interview I ound out
important actors that a ecting the bidding errors. Those actors are
market rule problems(e.g. settlement rule not giving a payment on
generated amount excess the availability generator bid), public
enterprise per ormance evaluation or generating companies by
KEPCO-supply company, sudden changes o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emperature or power system requency, unpredictability events,
strategy made by sta s in charge o b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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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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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f

f
f

f

f

And in chapter 4, I have written down additional analysi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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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f

results o the interview. I break down actors e ecting bidding errors
into several categorie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Market Power,
regulation environment, trading rules, unpredictability events, bidding
strategy. And then I analysed the relations between these classi ied
actors. In addition, change o interest among entities(like generation
companies, sta s in generation companies, KEPCO) in electricity
market according to bidding types or strategies was analysed. The
actor o corporate governance are cases like KEPCO’s collecting
dividend rom 100% subsidiary companies, 6 generators and as a
parents company evaluating per ormance o subsidiary companies.
These act can a ect bidding behaviors o generators. The actor o
Market Power is that private generators have too low market share
and they don’t have various generating acility port olios and cannot
wield a meaning ul market power through bidding strategy. The actor
o regulation environment is such as deleting the cause o strategic
behaviors through price control by correcting actor rule. Because
correcting actor rule consequently lessen the e ect o price luctuation.
And market monitoring environment and penalty system are also
categorized in the actor o regulation environment. The actor o
trading rules is such thing as not paying on generated energy excess
the bid availability. In the actors o unpredictability events is changes
o temperature or power system requency, lower-quality uel and
loss-o -site power which cannot accurately calculated or expected. The
last one is the actor such as bidding strategy and vacational ethics as
a sta o public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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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f

f

In chapter 5, I described the conclusion o this study. Bidding error

ff

f

f

is a ected rom more third actor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among KEPCO group, regulating or monitoring environment than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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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rading actors in the power market. Especially, corporate governance
is a ecting in various ways. So, to decrease the bidding error we
have to improve o governance among public companies. O course
based on understanding o this act development o related market
rules and read ustment o penalty laws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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