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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수단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

너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 상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수단, 경제 수준, 에너지 가격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설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가 단위 연구 및 사례 연구여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집

중적으로 살펴본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별 연구

에서 사용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 적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 요인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경제

요인인 지역내총생산(GRDP), 에너지 요인인 신·재생에너지 가격,

정치 요인인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들 영향요인이 종속변수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

비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설

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10년 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으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지역내총생산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발전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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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두 종속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지속적인 추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과 환경 인식 교육, 정치적 리더의 관심

과 의지 표명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함을 규명하

였다.

본 연구는 국가별 비교 연구 및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가 한국의 정책 환경과 집행 체계 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의무할당제에 관한

이론을 일반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 비해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했고 최근

자료를 연구에 포함시켰기에 정책효과 평가 및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과 보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측개체의 부족, 에너지원별 분석

의 부재, 분석방법론 상의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자료 수집의 어

려움으로 인해 의무할당제의 정책대상 집단인 발전사업자를 분석

단위로 하지 못했고, 국가별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다양한 변수를

본 연구에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국

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신재생에너지, 영향요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정

책효과, 전력 산업

학 번 : 2018-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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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

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2016년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출범한 신기후체제에 기반을 두어,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적 생산, 분산

형·소비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목표로 경주하고 있다. 2018년에 OECD 국가

의 총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였다.

전력 부문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큰 역할을 하여 OECD 국

가의 전력 생산 중 25.8%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다(IEA,

2019a).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518GW로 화석 및

연소형 발전 설비용량(492GW)을 넘어섰고,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298GW)을 앞선 지 10년이 되어간다(IEA, 2019b).

기업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

언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을 보여준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GM,

이케아, BMW, 코카콜라 등 총 122개 기업이다. 미국과 유럽 기업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기업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 한국 참여기업은 없다. 2019년 11월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업인증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하여 국내 기업들

의 RE100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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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기존의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해야한다는 당위

성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

수진·윤순진, 2011).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재생에너지 설치와 투자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

년이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원가가 화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이제는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을 통해 에너지 생산의 최적화, 소비 효율화, 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산업

통상자원부, 2018).

정부는 1987년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신·재생에너

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재생

에너지 3020계획(2017.12)’을 발표한 것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국회입법

조사처, 2018).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탈(脫)원전과 같은 환경·에너지 이

슈가 정책의제화 되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크다.

관심과 목표는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신·재생에너

지 산업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수입액 중 22.9%

를 에너지수입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 공급에너지의 94.2%를 해외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서 에너지안보에 취약하다.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

모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구조 개혁과 자급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8.08%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 그마저도 67.2%는 폐

기물과 바이오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이라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 문제

도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게다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에너지

와 일부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1) 박윤석.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시동… RE100 이행 근거 마련”. EPJ.

(2019.10.23.), 윤병호. “글로벌 'RE100' 확산…재생에너지 훈풍 부나”. EBN.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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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등 8개 에너지원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

하고 있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표준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국내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에 비해 더욱 적다

(국회입법조사처, 2015).

이러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 발전차액제와 의무할당제를 2002년과 2012년에 각각 시행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한다)는 2002년부터 2011

년까지 시행했던 발전차액제(FIT: Feed in Tariff, 이하 “FIT”라 한다)를

대체한 제도이다. 2018년 기준으로 발전공기업 8개와 민간발전사 13개를

포함한 총 21개의 기업이 RPS의 정책 대상 집단이다. 기술 수준과 설비

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높아서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산업 발전이 어려우므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RPS와 FIT 제도

를 시행해왔다(김다은, 2017).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정책수단 자체의 특

성뿐만 아니라 정책 환경, 집행 역량 등 상황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에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항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

니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Winter, 2006; 최병선, 2013).

사회에 필요한 신산업이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정책 분야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정책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는 해외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손성호·조기선, 2008; 이창호, 2010)하거나 국가별 비교를 통

해 실증 분석한 연구(김태은, 2011; 이수진·윤순진, 2011; 김은성·허은녕,

2016; 김다은, 2017; 임형우·조하현, 2017), 이론 및 사례 연구(구민교,

2013), 추세를 통한 성과연구(진상현·황인창, 2011)여서 국내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실증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국가별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책수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김태은, 2011; 김은성·허은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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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행 여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단위인 미국 주별로 분석한 연구(Haitao & Nicholas, 2010;

Wesley, 2017)가 존재했던 것에 비해 국내 지역을 분석 단위로 한 연구

는 부족하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연구는 김준

영 외(2016)의 연구가 거의 유일했지만 국가별 실증분석 연구에 비해 변

수의 종류가 제한적이었고 RPS 도입 초창기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최

근 5개년의 신·재생에너지 성과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RPS 제도를 시행한지도 8

년째가 되는 현 시점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 요인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자료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정책 환경과 집행 체계가 상이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최근 자료를 사용하거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추

가하여도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할 것이다. 특히 RPS 제도가 당초의 정책 목표

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했는지 밝힘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과 보

완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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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RPS 제도 도입이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정책수단인 FIT와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은 다양하다. 김준영 외(2016)는

RPS의 시행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과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추가

한 김태은(2011)의 국가 단위 연구는 정책수단인 FIT와 RPS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책수단 이외의 사회경제적 요

인을 관리하고 고려하여 정책설계를 할 것을 제시한다. 그 외에 RPS보

다 FIT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Hyundo &

Laura, 2014; 오근엽, 2012; 유진만·오근엽, 2013; Dong, 2012; 김은성·허

은녕, 2016; 임형우·조하현, 2017)가 있으므로 RPS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둘째, 경제 요인이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별 분석 연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또는 설비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분석 결과 1인당 GDP로 조작적 정의한 국가별 소득수준은 신·재

생에너지 보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

기 때문에 경제 요인인 소득수준은 환경 인식 수준의 대리 변수로 사용

된다(김태은, 2011; 임형우·조하현, 2017). 하지만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김준영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종속, 독립, 통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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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달리 설정하여 국내 광역자치단체별 경제 요인인 1인당 지역내총생

산(GRDP)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전력 요인이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FIT 하에서는 전

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을수록 차액을 많이 지원받고 RPS 하

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만큼 수익이

발생하므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보았다. 김준영 외(2016)의 연구는 계통한계가격(SMP)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으나, Haitao & Nicholas(20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FIT 하에서는 차액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전력 가격의 영향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고, RPS 하에서는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 받으므로 수익과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보

급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 가격을 합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자 한다(심재룡, 2016).

넷째, 정치 요인이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하고자 한다. 정치 요인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정책 담당자의 역량,

의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박기일·조윤직(2015)은 한국 지방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급의 영향요인으로 단체장의 인적 역량을 선정하였다. 단체장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관련 산하조

직과 인력의 충원, 계획과 조례 등을 통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Haitao & Nicholas(2010)는 미국 주

별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의 환경 아젠다에 대한 찬성도 지표를 인적 요인

으로 활용하여 주별 태양광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도 단체장의 공약에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에 대한 의지가 실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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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정책 요인인 RPS, 경제 요인인 지역내

총생산(GRDP), 에너지 요인인 신·재생에너지 가격, 정치 요인인 단체장

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

한 후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으로 한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생산량은 에너지 단위인 TOE(Ton of Oil Equivalent)로, 발전량

은 kWh 단위로 측정하며 에너지 부문과 발전 부문을 명확히 구분한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는 1차 에너지 부문보다 발전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도 발전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지열 등은 전력 발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함에 있어 1차 에너지 생산과 발전 부문을 구분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의 보급

과 확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

구 대상과 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를 서술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을, 제 4장에서는 기초통계분석, 추세분석, 상관관계분석, 패널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결

과의 요약,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서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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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전력 발전 시장의 연혁과 개요

전력산업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서비스 산업이자, 국민 누구

나 차별 없이 적정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산업

이다. 따라서 전력은 공급의 안정성과 고품질이 담보되어야 하고, 전력

요금과 공급 체계의 안정은 곧 전반적인 산업의 안정이기도 하다(김명

수·지태홍, 2005).

전력산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Network Industry)으로 인프라 구

축에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고 장기적 운영이 필요하여 민간 기업의 참

여가 제한되는 특수한 산업에 해당한다. 전력설비의 개발과 제작 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 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

다. 대규모의 발전 및 수송 설비가 필요하므로 자본 집약적 설비산업에

도 해당한다(김명수·지태홍, 2005).

발전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기 건설비를 포함한 투자비를 회

수하는데 30년 이상의 장기간 운전이 필요하고, 모든 발전기는 송전 및

배전망에 연결되어있어 독점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전기

를 대체할 재화를 찾기 어렵고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의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이고 시장경제의 원리

가 작동하기 어렵다(남일총, 2012; 원두환·정수관, 2015). 전력뿐만 아니

라 가스, 통신, 철도, 상하수도 등이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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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재를 공급한다는 점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관련 산업의 대외

종속이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적 측면에서 해당 산업들을 주

로 조성하고 운영한다(김명수·지태홍, 2005).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발전·송전·배전·판매 4단계를 모두 수직 통합한 자연독점 체제

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

공사가 전력의 발전·송전·배전·판매 4단계를 모두 독점하여 운영했다. 하

지만 이러한 독점구조가 방만한 경영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

적이 있어왔다(김대욱, 2008).

이에 따라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흐름 속에서 시장

의 선호와 소비자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의 원리를 전

력산업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을 포함한 대

부분의 EU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 등

의 지역에서 전력산업의 수직적 독점체제를 포기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

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전력산업이 발전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모두 연결된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인식했지만, 전력산업 중 망을

사용하는 것은 송전과 배전 부문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남일총, 2012). 송배전망에서 분리한 발전과 판매 부분에 경쟁을 도입하

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였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남동발전, 중

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6개사로 분할하였

다. 한국수력원자원은 안전 문제와 방사선 폐기물 처리문제를 감안하여

원자력 발전자회사로, 나머지는 화력 발전자회사로 분리되었다(신정희,

2011). 발전회사 간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비영리 법인 한국

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도 설립되었다(원두환·정수관, 2015).

이로써 발전자회사들이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에 따라 정해

지는 가격에 따라 민간발전사와 함께 경쟁하는 체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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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과 판매 부문까지 민영화 또는 시장 개방하는 방안도 2000년대 초

반에 함께 논의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및 노조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2) 민영화 반대론의 근거는 기간산업인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면

가격 상승이나 공급의 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대기업

이 전력사업을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해외에 매각 시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종속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 이후 대규모 단전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미국

내 다른 주들이 구조개편을 유보한 사례가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켰다(김

대욱, 2008).

이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인하되고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 외국인 총소유한도제한 등의 보완조치를 통해 해외종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정병걸, 2004). 송전과 배전에 대해서는 사실

상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지 않았고, 민간 독점으로

두고 규제하는 방법과 국가 혹은 공기업 독점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 대

부분의 선진국이 그랬듯 한국 정부도 국가 독점을 택한 것으로 보는 견

해도 있다(남일총, 2012). 결과적으로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송

전과 배전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무산되었고 송배전 부문에 대해서는 보

다 투명한 규제로 독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김대욱,

2008).

2) OECD 가입국 중 발전·중개·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하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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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연혁

시기 주요 정책 및 계획

1993. 12

(문민 정부)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 수립

- 전력산업 구조개편위원회 설치(1997.12)

- 한전 민영화 단계적 추진

1999. 1

(국민의 정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발표

1단계: 발전 부문 6개사로 분리 ➔ 발전 부문 경쟁 도입

2단계: 배전 부문 5개사로 분리, 배전사업 지역독점 허용

➔ 중단
3단계: 소매시장 완전 경쟁, 배전망 시장 완전 개방

➔ 중단

2003. 3

(참여 정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중단

- 한전 자회사 공기업 체제 유지

- 발전자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방향 수립

2008. 1

(이명박 정부)
전력 분야 민영화 추진 중단

2016. 5

(박근혜 정부)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추진 (국정 농단사태로 중단)

- 한전 발전자회사 상장 및 전력 도매시장 민간 개방 추

진안 표류

2018. 6

(문재인 정부)

에너지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

- 자가용 절약 부분 재판매, 개인과 한전 간 거래, 프로

슈머 형성 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구성

2001년 4월 발전 부문에 경쟁이 도입되어 발전시장에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한전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6개의

발전자회사들과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구조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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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졌다. GS, SK, 포스코 등 대기업의 계열회사들은 과거 한전이 소유

한 발전기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발전기를 건설하여 민간발전사로 전력시

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8년 말 기준 발전 부문에 2,755개의 발전사

가 참여하여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유일한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6개의 한전자회사, 19개의 일반발전사가 시

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을 100% 소유하고 있음에도 2011년에 정부는 발전

자회사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자회

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이후부터 발전자회사들은 한전과 동일하게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3)를 받고, 한전으로부터 독립적

인 경영을 하고 있다(남일총, 2012).

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시행 및

공개되고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들을 공기업

Ⅰ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전은 여기에 속한다.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기

업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기관 및 중소형 SOC기관들

을 공기업Ⅱ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발전자회사들은 여기에 속한다. 평가 결과

는 사장과 직원들의 보너스에 영향을 미친다(남일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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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관련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는 기존의 화

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신에너지’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

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4가지로 정의하고,

햇빛·물·지열(地裂)·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

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2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법령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자료의 비교가 어렵고 정책결정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표2-2> 국제기구 및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분류4)

구분

태

양

열

태

양

광

풍

력

수

력

지 열
바

이

오

매

스

폐

기

물

매

립

지

가

스

해

양

에

너

지

수

소

연

료

전

지

석

탄

가

스

화

중

질

잔

사

유

화

산

심

부

천

부

IEA O O O O O O O △ O

미국 O O O △ O O △ △ △

EU O O O O O O O O △ O O

일본 O O O O O O O O △ O △

한국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주1) O: 전부 인정, △: 일부 인정

4) 출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현황과 개선방안(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제31호 2016.9.30.)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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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수력은 대수력, 소수력 모두 포함

주3) 바이오매스: 고체, 액체, 기체 바이오매스로 구분. 일부 국가에서는 폐목재

를 고체 바이오매스에 포함

주4)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로 구분. 폐기물 중 재생 불가한 폐기물

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기도 함

주5) EU의 매립지가스에는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포함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

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를 피

감사기관으로 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2년 신·재

생 보급률은 국내 기준으로는 3.18%인데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서는 1.9% 밖에 안 된”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

서는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

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로

OECD 32개국 최하위에 해당한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태양력과

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은 1987년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시작

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다양화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1990년대

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발효되고 일부 대체에너지가 상

업화 단계에 도달하면서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보급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법의

제명을 변경 및 개정하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12조(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12조의5~10(신·재

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제27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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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신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008년에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14년에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5~10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

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공공기관 중 의무공급자를 정하여 발전량의 일

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공급인증

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

액)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다.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

사업,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업 등을 보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근거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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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

REN21이 출간한 ‘2018 재생에너지 세계 현황 보고서(Renewable

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8.2%에 달한다. 전 세계 발전 분야 투자액 4,470억

달러 중 66.7%인 2,980억 달러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었다. 1990년대 중

반에는 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태양

광이 각광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주로 EU국가들과 미국이 선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의 투자를 시

작하면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현재 국제 평균 발전단가

는 MWh당 태양광 14만원, 풍력 9만원, 석탄 6만원, 가스 7만원, 원자력

12만원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국제 평균 발전단가에 비해 원전의 발전단

가가 낮고, 가스의 발전단가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기술 수

준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에 태양광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 발전비용)가 100달러/MWh

아래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0년이면 태양

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화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

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5)에 도달하고, 재

생에너지 산업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임형우·조하현, 2017).

5)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력발전 비용과 같아지는 균형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경제성을 갖추는 시점을 의미한다(한경 경제용어 사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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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2018년 기준 2,258Mtoe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1차 에너지소비원 중 석유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천연가스가 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6)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는 풍력이 38%, 수력이 3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가 12%에 불과함에도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IRENA, 2019).

<표2-3>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8년)

구분 풍력 수력 태양광 바이오 기타 총계

용량(MW) 94,295 84,007 46,692 12,948 7,303 245,245

비중(%) 38.4 34.2 19.0 5.3 3.0 100.0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2019.

미국의 재생에너지 제도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근간을 이루

고 있다. 1983년 아이오와 주가 대체에너지생산법(Alternative Energy

Production Law)을 도입한 이래 각 주를 중심으로 RPS 혹은

RES(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를 운영해왔다. 현재 29개의 주와

워싱턴DC, 3개의 미국령에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중이며 발전

차액제도도 일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

와 발전에 대해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 주

마다 의무할당 목표 수준이 상이한데,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주는 2045년

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주

목된다. 뉴욕은 20030년까지, 워싱턴DC는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의무할

당 50%를 목표로 한다(손성호·조기선, 2008).

미국 내에서 RPS 제도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텍사스 주의 경우, 전체

6)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19, World

Energy.(https://yearbook.enerda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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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이 아닌 설비용량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할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텍사스 주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이행 프리미

엄(Compliance premium)을 제공하여 의무공급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텍사스 주는 의무공급량 불이행 분에 대해 인증서 평균 가격의 2배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정부의 정책 이행에 대한 강한 의

지를 표명한 것이 미연방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세금감면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RPS의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황순현 외, 2012).

(2) 중국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2018년 기준 3,164Mtoe로 세계 1위에 해당

한다. 1차 에너지소비 중 61%를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약 12%를 차지한다(IRENA, 2019).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후변화 및 대

기오염 대응 노력을 하면서 석탄의 비중은 줄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

어나는 추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15%, 2030

년까지 20%를 목표로 매년 놀라운 수준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수력, 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표2-4>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8년)

구분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기타 총계

용량(MW) 322,871 184,696 175,018 13,235 45 695,865

비중(%) 46.4 26.5 25.2 1.9 0.0 100.0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2019.

중국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에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유사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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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제를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다가 후에

는 전력판매사도 의무사업자에 포함시켰다. 발전차액제도(FIT)도 병행하

고 있었고 2010년부터 확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에너지발전 13.5계획(2016~2020년)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감축

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서부지역의 재

생에너지 전력을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소비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확충하

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

할 것을 발표하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3) 일본

일본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8년 기준 424Mtoe로, 에너지소비 중 석유

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IRENA, 2019).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대부분의 원전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원전 중단으로 단기적으로는 석탄 및 화력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표2-5>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8년)

구분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지열 총계

용량(MW) 55,500 28,193 3,654 2,272 536 90,154

비중(%) 61.6 31.3 4.0 2.5 0.6 100.0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2019.

1973년 발생한 1차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1974년 ‘선샤인 계획’을 발표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의존도

축소, 에너지 절약을 정책적 차원에서 선도하였다. 2003년부터 RPS 제도

를 시행했는데 사업자별 전력 판매량에 기초한 의무량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RPS 제도의 방식과 유사하다(이희선·안세웅, 2011).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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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의 공급,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정책 기조로

2012년부터는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을 실시하여 기준가격구매제

(FIT)를 통해 태양광 보급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이 때 태양광에 지나

치게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보급을 독려한 결과 태양광으로 쏠림현

상이 발생하여 현재 일본의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이 58%를 차지하

고 있다.

기준가격구매제도의 재원을 전기요금 부과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2018년 일본의 전

기요금은 2.9엔/kWh이며, 일본 정부는 기준가격구매제도 단가를 낮추어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일본은 2016년부터 전력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 및

자유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 중단된 배전

및 소매 단계 개방의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독일

독일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8년 기준 301MToe이며,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원은 석유로 약 32%이고, 천연가스는 24%를 차지한다. 독특한 점

은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3%로 높은 편이라

는 것이다(IRENA, 2019).

<표2-6>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8년)

구분 풍력 태양광 바이오 수력 기타 총계

용량(MW) 59,420 45,930 9,003 5,627 34 120,014

비중(%) 49.5 38.3 7.5 4.6 0.0 100.0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2019.

독일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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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을 선언하며 석유와 원자력의 대안으로 재

생에너지를 채택했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방정부는 2000년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을 시행하여 재생에너지에 우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만들었고, 온실가스를 줄이

고 녹색 성장의 대열에 앞장섰다.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

향 설정하였는데, 2022년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력소비 중 재

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 35%, 2030년 65%, 2050년 80%에 도달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담당부서를 2014년에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

관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과잉 지원을 중단하는 등으로 재생에너지 기준 가격을 낮췄

다. 경쟁 입찰 방식(경매제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정부가 정

하지 않고 시장 경쟁 원리로 결정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가격을 하락시

킴과 동시에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완화시켰다.

(5) 영국

영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8년 기준 176Mtoe로 1차 에너지소비 중

석유가 35%를, 천연가스가 38%를, 재생에너지가 11%를 차지한다. 영국

도 독일과 유사하게 총 발전량의 약 32%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며, 발

전설비의 구성도 풍력, 태양광, 바이오, 수력 순으로 많다는 점이 유사하

다(IRENA, 2019).

<표2-7>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8년)

구분 풍력 태양광 바이오 수력 기타 총계

용량(MW) 21,736 13,108 6,418 2,178 20 43,460

비중(%) 50.0 30.1 14.8 5.0 0.0 100.0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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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9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비화석연료의무제도

(Non-Fossil Fuel Obligation: NFFO)를 시행하였다. 이후 2002년 우리나

라의 RPS와 유사한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Obligation: RO)

로 이를 대체해 시행해왔다. 전력 공급자는 공급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ROC(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을 구매하거나 불이행 분에 대해 buy-out 가격에 따른 기금

을 지불함으로써 의무할당을 충족시킬 수 있다(이희선·안세웅, 2011). 적

립된 buy-out 기금액은 의무를 이행한 기업들에 대해 이행 ROC 양에

비례하여 재분배된다. 의무 불이행자의 패널티 기금을 이행한 사업자에

게 환급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RO가 2002~2014년 간 영국의 재생에

너지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이후, 2014년부터 영국은

CfD(Contracts for Difference)제도를 도입했다. CfD에서 발전사업자는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과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사이의 차액을

지불받다.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으면 발전사업자는 차액을 보

상받아 기대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받고, 기준가격이 권

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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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

한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8년 기준으로 307Mtoe로 세계 6위 규모이

고, 원별로 석유가 36%, 석탄이 29%를 차지한다(IRENA, 2019). 전력 소

비는 세계 7위 규모로, 세계 14위권인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에너지의 94.2%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총

수입액의 약 20%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안보에 취약한

상황이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대부분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의 이론적, 기술적, 시장 잠재량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홈페

이지). 지리적 영향요인과 기술적 영향요인만을 고려한 기술적 잠재량은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도 높은 편이나, 지원 및 규제와 관련된 정책적

영향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시장 잠재량에서 태양광이 월등한 수준의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것이 현재 국내의 발전설비 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표2-8>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8년)

구분 태양광 수력 바이오 풍력 기타 총계

용량(MW) 7862 1794 1419 1311 255 12,641

비중(%) 62.2 14.2 11.2 10.3 2.1 100.0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9, 2019.

한국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1987년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

정하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1

년에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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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각각 1차 에너지의 2%,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했다.

2003년 기본계획에서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인증제도 등이 제안되었다. 2008년에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이 수립되며, 보급 위주의 계획에서 산업화 및 시장

화 방안에 제시되었다. 동 계획에서 RPS 제도의 시행시기와 의무비율이

제안되어 실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전략을 추

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4

차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였다. 세부적인 계획을 요약하면 첫째, 국민

참여 확대 정책, 둘째, 시장친화적 제도 운영, 셋째, 신·재생에너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넷째, 신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다섯째, 신·재생에

너지 R&D 역량 강화, 여섯째,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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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내용

국민참여 확대 정책

- 주택 태양광 보급 및 대여사업 확대

- 자가용 태양광 상계처리 제도 개선

- 소규모 사업자 수익 보장을 위한 FIT 한시적 도입

- 농가 태양광 촉진을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 RPS 의무비율 조정

-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REC 가중치 조정(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바이오 및 폐기물 가중치 축소 계획)

- REC 거래 시장의 활성화, 제도 개선

-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확대

-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보증, 보험 지원

- 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모색

신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 지열, 조류, 태양열 등 기술개발 및 실증단계의 에

너지원에 REC 가중치 부여를 통해 투자 유도

-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제도 추진

-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

진(새만금 간척지, 농지, 댐, 저수지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 실증단지, 클러스터 조성

-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창출 연계(국가자격증, 표준

인증 아카데미 등)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를 위한 신규

도입, 제정 추진

- 규제 개선(국·공유재산 임대기준 개선, 농지 규제

완화, 개발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등)

- 대규모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태양광

폐모듈,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폐기 지침 및 관리체계)

<표2-9> 국내 신·재생에너지 계획 세부 내용

출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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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요인

1.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요인: FIT와 RPS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

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발전차액제도와 의무할당제가 신재생에

너지 정책수단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다. 그 이유로 첫째, 두 제도가 유럽

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둘째, 정책효과의 가시성이 높다는 점, 셋째, 정책수단의 차이가 잘 드러

나는 점 등이 있다(김태은, 2011).

(1)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s: FIT)

발전차액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자가 발전한 신·재생에너

지 전력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17조). 1990년 독일의 「전력공급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며, 차액

지원 대상인 에너지원에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조력, 연료전지가 포함된다(신정희, 2011). 정부가 금전적 유인을 제시하

여 민간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만드

는 방법이므로 경제적 유인책에 해당할 것이다.

발전차액제도 하에서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보장하므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소규모 신규사업자도 발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제도 초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기대가 큰 제도였고 초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풍력 터빈 및 태양전지 생산이 확대되



- 27 -

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자의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이에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사업 철수 및 투자 중단을 선언하며 발전차액제도 함께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구민교, 2013).

산업정책으로서의 위기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되었다. 기준가격 설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02년부터 종료된

2011년까지 총 1조 1,410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정

부 재정 부담이 컸음을 알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준가격을 인하함과 동시에 발

전차액제도를 2011년까지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구민교, 2013). 2011년

부터 신규 대상자 선정이 중단되었지만 기존의 차액지원 대상자에게 지

원금을 최대 10년까지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2018년 8월 기준 누적

지원금은 총 3조 5,259억 원이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표2-10> 발전차액지원 예산 전망

연도 ‘12 ‘14 ‘16 ‘18 ‘20 ‘21 ‘22 ‘23 ‘24 ‘25

금액

(억원)
3,950 3,950 3,950 3,894 3,860 3,835 3,669 2,740 1,380 617

출처: 지식경제부(2011), 구민교(2013) 재구성.

발전차액제의 또 다른 한계는 고정수입이 보장되므로 사업자간 경쟁이

감소하여 발전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가

격만큼의 수입을 보장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

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술개발 없이도 일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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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비율

(%)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2)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우리나라의 의무할당제(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

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아래 <표

2-11>과 같이 정부가 개별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매

년 정해서 강제 할당하므로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한다.

<표2-11>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출처: 2018 신재생에너지백서 재구성

공급량이 할당되면 공급의무자는 에너지원, 의무이행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여 RPS로 명명되었

다(신정희, 2011).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RPS 의무이행 방법은 신·재생

전력의 생산, 신·재생 전력의 구입,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제출 세 가지

형태이다(손성호·조기선, 2008).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한 기준으로 의무이행

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위험 요소와 실현가

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신·재생 전력의 구입 또는 인증서 제출을

전략적으로 혼합 선택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신·재생에

너지 발전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발급받는 자체조달 방식과 인증서 거래

시장에서 구매하는 외부조달 방식을 통해 공급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한 공급인증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의무를 이행한다(김태은, 2011, 한

국에너지공단, 20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은 공급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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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된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8;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3;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91호).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불이행량에 대해 의무공

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의무공급량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불이행사유를 고려하여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그림2-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추진체계

출처: 2018 신재생에너지백서

한국은 매년 0.5%p씩 의무공급량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을 계획했지만,

2012~2014년의 의무이행률이 80% 이하로 다수의 공급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자 당초 2015년의 의무공급량이었던 3.5%를 <표2-11>에 나타났

듯 3.0%로 하향 조정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표2-12>에 나타난 것처

럼 의무이행률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

을 연기하는 것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의무이행률이

100%에 가깝다.

공급의무자들이 의무량을 이행하면 REC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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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급의무량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3,691

의무이행량

(천REC)
4,154 7,325 10,078 12,474 15,355 17,625 22,885

의무이행률

(%)
64.7 67.2 78.1 90.1 90.5 92.9 96.5

의무이행비

용보전금

(억원)

1,476 4,150 6,591 10,421 13,074 15,650 -

REC당

의무이행비

용보전금

(억원/천REC)

0.355 0.566 0.654 0.835 0.851 0.888 -

이행비용을 정산기관인 한전에서 일부 정산하여 보전금을 지급한다. 결

과적으로 이러한 의무이행보전비용은 의무공급비율이 매년 1%p씩 상향

될수록 커지고 있으며 최종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

성이 있다.

<표2-12> RPS 의무이행 현황 및 의무이행비용보전금

주: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출처: 박연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

법조사처(2018.11.14.)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내에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던 2012년에 의무공급자로 지정된 발전사업

자는 총 13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

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이하 발전자회사 6개와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이하 민간발전사 5개,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공기관 2개였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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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기에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

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이 추가되어 총 21개

발전사가 의무공급자로 활동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표2-13> RPS 공급의무자 명단

구분 공급의무자 (2018년 기준)

발전자회사(6)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

전, 동서발전

공공기관(2)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사업자(13)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

자발전

출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 별표1 재구성

21개의 공급의무자 중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6개의 공기업에 할당된 공

급의무량이 전체 RPS 의무할당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김준희·이

용직, 2013). 이는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량이 한국수력원자력 28.1%, 5개

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각각 8.7~12.8%, 나머지 민간발전사 전체가 22.2%를 차지한 것과 비례한

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RPS 시행 후 발전사업자들이 의무공급량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면서 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년 증가하였다. RPS의 명령·지시적 속

성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의 시차가 적어서 RPS는 시행과 동시에 즉각적

인 정책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태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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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4> RPS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발전 비중

구분 2012 2013 2014 2015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MWh)
19,498,064 21,437,822 26,882,190 37,078,862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66 3.95 4.92 6.61

구분 2016 2017 2018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MWh)
40,655,802 46,623,321 52,052,217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24 8.08 8.77

출처: 박연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vol.25』, 국회입법조사처 (2018.11.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차등적 가중치

를 인정한다. 에너지원별로 기술수준과 시장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면 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

고 잠재력 있는 기술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급인증서 시장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주

의 깊게 반영하며 그 대안으로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에너지원별로 공급인증서에 차등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Banding’이다. 둘

째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별도의 할당량을 부여하는 ‘Carve-outs’ 또

는 ‘Set-asides’이다. 영국은 주로 가중치 방식, 미국은 별도 할당 방식을

사용했다(권태형, 2012). 현재 우리나라는 <표2-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두 가지 가중치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PS 시행 초기에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태양광 시

장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두었다. 하지만 태양

광 별도의무량이 태양광 기술발전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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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2016년부터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폐지하고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신정희, 2011).

<표2-15>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

양

광

에

너

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7 3,000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기

타

신

재

생

에

너

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5 변동형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2.5 5km초과 10km 이하

3.0 10km초과 15km 이하

3.5 15km초과

4.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

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별표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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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판매수입을 얻고 공급의무자에게 공급인증서

(REC)를 판매하여 인증서 판매수입도 얻으므로, SMP와 REC 가격의 합

이 발전사업자들의 매출이자 총 수입이 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3) 발전차액제와 의무할당제의 장·단점

의무할당제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급규모 예측이 쉽고 발전

차액제의 중단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도 없다. 하

지만 의무공급자들이 발전 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의무량을 충족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이희선·안세웅, 2011).

국회입법조사처의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석탄·목재팰릿(wood

pallet)의 혼소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남

동발전은 RPS 의무량의 72%를 목재팰릿으로 채웠다. 신·재생에너지원

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목재팰릿이 수입 원료인 점을 감안하여 공급

인증서 발급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5). 또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폐기물이

51.2%, 바이오에너지가 16.0%, 태양광이 15.1%, 수력이 6% 가량을 차지

하고 있어 에너지원별 쏠림 해소를 위한 RPS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에너지공단, 2018).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하는 의무할당제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에게 의무공급량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비효

율과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의무이행보전금을

지급하는 한전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발전회사들의 적자를 유발하여 전

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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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제도(FIT) 의무할당제도(RPS)

장점

- 투자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제

거해주어 신규 투자가 활성화됨

- 개인 또는 소규모·분산형 형태

의 발전이 용이

- 정부 재정 부담이 적음

-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

- 공급량만 규제하므로 기술개발

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유

인 발생

단점

- 정부 재정 부담이 큼

- 공급규모 예측이 어려움

- 기준가격 설정이 어려움

- 고정수입이 보장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의 유인이 적음

- 발전 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으

로 편중

- 대규모·집중형 발전 형태로 이

루어질 가능성이 커, 주민갈등이

나 환경파괴 등의 우려 발생

발전차액제와 의무할당제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16> 발전차액제도와 의무할당제도 장·단점

출처: 이희선·안세웅(2011) 재구성

두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두 제도를 혼합 시행하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발전차액제도를 폐기하고 의무할당제로 정책수단을 선회했다.

의무할당제를 도입한지 7년이 경과한 지금, 의무할당제의 한계를 지적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차액제를 재도입하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

안8)이 발의된 바 있다.

7) 고재만·임성현. “신재생정책 좇다가... 에너지공기업 ‘적자수렁’” 매일경제

(2019.10.06.), 안상희. “정부, 전기요금 인상 없다 했지만... 한전, ‘더 버티기 어

렵다’”, 조선비즈 (2019.11.01.).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

호 2001158,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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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에너지, 정치 요인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수단 뿐만이 아니다.

에너지와 전력은 필수재에 해당하고 신·재생에너지원 외에도 다양한 에

너지원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므로 수많은 변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의 호황과 불황, 유가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

기도 한다.

김태은(2011)은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성장 요인 연구에서 환

경정당의 존재나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 비중과 같은 에너지 지배구조,

소득수준, 기업 활동 규제 수준,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 비율과 같은 국

제 압력, 에너지 가격, 보유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형우·조하현(2017)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에 FIT와 RPS 정

책수단 변수 외에 국가별 소득수준, 투자수준, 제조업 비중, 무역개방도,

금융발전도, 인적자본, 천연자원 의존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

아 통제변수로 고려했다.

Haitao와 Nicholas(2010)는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의 변수 외에 미국 주

별 상·하원의원들이 열대우림 보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 아젠다

에 찬성하는 정도를 투표한 점수로 만든 LCV(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지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성과를 연구하기 위해 정책수단 이외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살필 필요가 있다.

(1) 경제 요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요인으로 국가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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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경제수준 및 소득수준을 들 수 있다(김태은, 2011; 김준영 외,

2016).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친환경적

인 에너지이므로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신·재생에너지 보

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Maslow의 욕구이론에서 제시된 바처럼 인간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

결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환경적 가치, 자아실현의 가

치 등을 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제수준이 갖춰졌을 때

혹은 경제적 수준이 향상될수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각 국가나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경제 수치가 높을수록 환경에 대

한 노력과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불

의사가격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독립변수로 소득 및 경제 변수를 고려하

는 것도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김지효·박정규·김진수·허

은녕, 2011; 이창훈·황석준, 2009).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

이나 연구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에 경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

침한다(김태은, 2011). 반대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 수준 혹은 경제 성

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조하현·임형우(2017)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경제성장은 U자 형태의 비선형적 형태를 보임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 초기에는 전력가격의 인상 등 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발

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만, 보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신성장동력

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에너지 요인

신·재생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요인은 주로 국가별, 지역

별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가격을 말한다.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에

너지 자원이 많을수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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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김준영 외, 2016).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에너지 요인으로 연간

국제유가와 석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석탄 생산량과 같은 보유자원

량 등을 고려했다(김태은, 2011; 오근엽, 2012; Dong, 2012; 유진만·오근

엽, 2013; 김준영 외, 2016)

한편 에너지 가격에 전력 가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시장의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의 매출 또는 이윤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김태은, 2011).

<그림2-2> 신·재생에너지 가격 형성 구조

인증서 판매

2차

전력 판매

1차 전력 가격

인증서

가격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가격

인증서 거래시장

출처: 심재룡(2016) 재구성.

2002~2011년에 FIT를 시행할 때는 전력거래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

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거래 가격이 정해졌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RPS가 시행되면서 전력거래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신설된 신·재생에너

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의 가격도 발전사업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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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요인이 되었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거래시장의 가격(SMP)으로

1차 전력 판매를 거친 후,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바탕으로 공

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판매함으로써 2차 판

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재룡, 2016). 따라서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RECP)의 합으로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가격(REMP)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정치 요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이끄는 책임자 혹은 구성원들의 인

적 역량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lexander(1985)는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변수, 집행조직 변수, 환경

및 맥락 변수, 문제 변수 등을 제시한다. 그 중 집행변수에 정책 프로그

램을 집행하는 기관 및 리더들의 능력, 리더십, 의지, 성향 등이 포함된

다. Pressman & Wildavsky(1973)가 미국 연방정부기관 EDA의 Oakland

project 실패 요인을 분석했을 때도 참여 기관 및 참여자 수, 관료의 책

임성, 리더십의 지속성 등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사례에 적용

한 선행연구들이 많다. 김정렬(2010)은 경남 남해군의 녹색성장 관련 사

례를 연구하여 그 핵심 성공요인으로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나타난 리더

의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를 꼽고 있다. 군수 취임 이전에 의제를 준비하

고 녹색산업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기에 취임 후의 결정, 집행 과정들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박기일·조윤직(2015)은 인적 역량을 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과 의지로 정의했다. 그들의 존재가 정책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체

장의 역량이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

다. 박순애 외(2010) 또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관심의 정도, 지역사회

의 지지도 등이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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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단체장의 리더십이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여

해당 변수가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의지를 가진 단체장의 존재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도별·시도별 단체장의 선언과 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의 추진 여부, 정책 추진의 강도와 규모 등도 살펴야

한다. 또한, 리더십이 해당 결과와 인과관계를 갖는지 규명할 필요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연도별·시도별로 일관되게 측정할 적절한 수단

이 없는 관계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공약이나 선언, 찬성도를 통해 간접

적으로 단체장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 공약, 선언, 찬성도를 통해 의

지를 드러내고 있는 단체장이라면 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이다.

박기일·조윤직(2015)은 단체장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의지가 강할

수록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단체장의 의지를 선거 공약으로 측정하였다.

Haitao와 Nicholas(2010)는 RPS가 미국 주별 재생에너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때 미국 상원 및 하원의원의 환경 아젠다 찬성도 지표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환경 아젠다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실제

로 각 주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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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전력 발전 시장

전력 발전 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과, 전

력시장 내 경쟁 도입, 전력 공급과 전력 가격의 영향요인 등을 다루어왔

다. 각 주제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대부분의 논문이 이들 주제를

세부 분석하거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김대욱(2008)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회사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발전회사에 투입요소의 변화가

있었는지, 발열량으로 측정한 효율성이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전자회사 분할 후에 인건비와 연료비를 제외한 제반비용이

28.2% 감소했고 구조개편위원회 설립 후에 11.8%의 인력감축이 이루어

졌다. 다만 기술적 효율성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

록 제한적이지만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했다.

원두환·정수관(2015)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발전자회사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1~2012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한전계열 발전자

회사의 비용구조, 규모의 경제, 효율성 등을 평가했다. 확률적 변경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4년에 기저발전 용량가격을 세분화하

는 제도 변화가 단행된 후 발전자회사들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졌다. 발전회사는 요소가격과 발전량을 조절하여 비용 효율을 개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비용량을

늘리는 것은 효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 부문에 경쟁이

도입된 후 발전공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다가 다시 정체 및 악화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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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유효경쟁을 높이거나 비효율적인 전력 가격 구조

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호영·이옥진(2010)은 DEA기법을 이용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가 보유한 38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전력 발

전부문 분할의 효율성을 측정했다. 투입변수로 연료비, 운영유지비, 설비

용량, 그리고 산출변수로 판매전력량을 이용해 효율성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발전 부문 분할이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효율성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는 규모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경영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발전자회사들이 여전히

공기업 형태로 남은 점, 비용기준에 따라 도매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의 운용원리 상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전력 시

장 구조개편의 본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남일총(2012)은 전력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한 후에도 정부가 발전자

회사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평가를 하는 등 공기업의 경

영에 개입하여 공기업을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

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경영개입

은 발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 정책 목표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에 이윤극대화 이외의 목표를 강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기업이 다른 민간발전사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명헌(2018)은 국내 발전사업의 2000~2015년 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

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는

서로 대체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석유가 가장 강한 대체효과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암묵가격은 2003년 이후 안정적인 하향세를 보였

고 신·재생 발전설비 1% 증설 시 전력공급 가격의 잠재적 인상폭은

0.01%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2002년에 도입된 FIT 제도,

그리고 폐기물, 바이오와 같은 재래식 에너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 43 -

저자 연구목적 연구결과 및 함의

김대욱

(2008)

전력산업 구조개

편 논의 이후 발

전회사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

발전회사는 구조개편의 압력 하에서 연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제반비용과 고용 인원을 감축

시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구조개편의 정책방향을 조속히 결정하고 일관적

집행,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

원두환·

정수관

(2015)

발전 산업의 전

반적인 효율을

살펴보고 시간에

발전분할에 의한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전력

산업에 비효율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 2004년

에 용량가격 세분화 제도가 시행된 후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암묵비용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손양훈·박종배(2009)는 민간발전회사의 전력시장 참여의 효과를 연구하

기 위해 민간발전회사의 LNG 직도입 발전소가 계통한계가격(SMP) 하

락에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LNG 직도입 민간회사의 시장

참여는 정산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회사가 전

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공급자 간 유효 경쟁을 촉진하여

총 정산금액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전력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수관 외(2018)는 계통한계가격(SMP)의 변동성이 전력공급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통한계가격, 계통한계가격의 변동성,

발전 용량, 원자력과 석탄 등의 연료 가격, 계절이 전력공급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한계가격은 전력공급에

양(+)의 영향을, 계통한계가격 변동성은 전력공급에 부(-)의 영향을 미쳤

다. 계통한계가격의 변동성을 낮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발전사

의 투자와 시장 진입이 촉진되어 원활한 전력 공급과 전력 시장의 안정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전력발전시장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2-16>과 같다.

<표2-17> 전력 발전 시장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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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발전회사별

효율성 추이를

분석

효율성 증대가 일어났지만 최근 다시 정체 및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진입장벽 하향과 전력시장제도 재검토를 통해

유효경쟁과 전력가격구조의 효율 증진이 필요.

신호영·

이옥진

(2010)

전력산업 본격화

이전부터 분할

이후까지 발전부

문 분할의 효율

성 측정

발전부문 효율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는 규

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 향상에 기인하며, 경

영효율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구조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력시장 운영

개선과 발전회사의 경영 여건 개선방안이 필요.

남일총

(2012)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성과

평가 및 효율 개

선을 위한 경쟁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전력시장 경쟁 도입 이후에도 가격 결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효과적 경쟁 유도에 실패

함. 경쟁 도입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발전사의

이윤율을 정하여 발전사의 이윤동기가 제한됨.

전력산업구조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격입찰

제도를 통한 전력시장 유효경쟁체제 도입이 필

요함. 한전과 자회사에 이윤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자율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음.

이명헌

(2018)

신 ·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

석에너지 수요와

전력 가격에 미

치는 효과 분석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 확대됨에 따라

석유, 가스, 석탄 수요가 각각 0.2%, 0.14%,

0.06% 감소하여 대체관계가 입증됨. 신·재생 설

비 1% 증설 시 전력 가격의 인상폭은 0.01% 미

만으로 가격 상승효과는 미미함.

손양훈·

박종배

(2009)

민간발전사업자

가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 분석

민간발전사는 SMP 이하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전력 가격과 총 정산금액을 낮추고, 경쟁 촉진,

전력 공급의 가격 안정성, 국가 전체의 연료수

입액 감소 등에 기여함.

공급자간 경쟁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인

하여 전력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

정수관·

김형건·

원두환

(2018)

전력공급에 대한

SMP 변동성의

영향을 분석

전력공급에 SMP는 정(+)의 영향, SMP 변동성

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SMP

변동성은 전력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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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발전차액제도(FIT)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

대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혹은 혼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해외에서는 해당 정책들에 대한 시행 경험과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

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이 발전차액제도에서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되

던 2012년 전후로 한국에서도 RPS와 FIT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2012년 전후에는 국내 RPS 시행 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라 RPS를

시행한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 이론 연구, 경제학적 관점

에서의 시뮬레이션 연구가 대다수였다. 에너지 및 전기에 관한 기술공학

적 연구를 제외한 학술 연구는 첫째, 국내외 사례 소개 및 국내 적용가

능성에 대한 연구, 둘째, 제도 개선 및 합리적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셋째, 정책효과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국내외 사례 소개 및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가 있다. 이수진·윤순진(2011)은 RPS를 도입한 캘리포니아, 텍사스, 스웨

덴, 영국, 일본을 전력생산 증가량, 평균 목표달성률, 비용효과성 지수,

평균 의무할당률, 4가지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 사례로 나눠 평가하였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PS 도입이 이론적 기대와 달리 성

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RPS 도입의 폐기나 연기

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손성호·조기선(2008)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RPS를 미국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주별 의무

할당 목표량과 시행현황, 신재생 전력의 생산, 신재생 전력의 구입, 신재

생 인증서의 구입으로 나뉘는 의무 준수 형태, 소매경쟁도입 혹은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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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구조로 나뉘는 시행형태, 인증서 추적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있다.

RPS가 미국에서 실질적 정책효과를 거두었고 점진적으로 의무량과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며, 특정 에너지원 발전에 대한

보완장치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하에서의 합리적인 의무량 및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민교(2013)는 FIT의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 단계에서 주요 이

해관계자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과 폐지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특히 FIT를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파악하고 정치적 리

더십의 과잉, 정책조정 및 숙의기구의 부재, 책임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인한 정책목표 설정의 실패가 정책 실패로 이어졌음을 주장하였다.

진상현·황인창(2011)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

해 정책평가의 분석 틀을 사용하여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단계별 성과

를 지역별·에너지원별로 분석하였다. 투입 지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

업 지원금, 과정 지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산출 지표는 신·재생에

너지 생산량, 결과 지표로는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사

용했다. 정책성과는 지역별·에너지원별로 차이가 났는데, 일조량과 생태

자원이 풍부한 도지역이 태양광, 풍력, 수력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반

면 광역시는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같은 도시형 에너지에서 높은 성

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결과지표를 토대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지

방정부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역 고유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자

발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성과중심 지원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제도 개선 및 합리적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가 있

다. 진상현·김성욱(2011)은 2010년 기준 발전차액지원금을 받고 있는

1,451개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고용유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생산유발 파급

효과는 크지만 고용유발 파급효과는 적었다. 특히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태양광은 생산 및 고용유발 파급효과 모두 낮았다. 반면 풍력은 두 측면

의 파급효과가 모두 높은 에너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풍력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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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연구 결과는

1,000억 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이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단기적 파급효과

를 산출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가격변화와 기술개발을 고려하지는 못하

는 방법론상 한계가 있다.

김다은(2017)은 71개국을 대상으로 규제 정책수단과 인센티브 정책수단

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수단은 재생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책수단 뿐만 아니라 정책

을 집행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효과성도 정책효과에 중요한 요

소임을 밝혔다.

Dong(2012)은 53개국을 대상으로 풍력 발전설비를 증가시키는 데에

FIT와 RPS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FIT와 RPS

모두 누적 풍력 설비용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FIT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annual) 풍력 설비용량

에는 FIT와 RPS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느 정책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전력공급 압력, 탄소배출 감소, 석유 의존도 등 다양한 목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풍력 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Doris와 Gelman (2011)은 정책수단 변수 외에 국가별 인구, 전력 가격,

정책 시행 기간, 대출 및 보조금 제도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추가하자

RPS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정책과 지원 프

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현재의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에 유리한 수

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RPS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설명할 수 없고 경제적, 산업적 요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에너지원별 필요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유진만·오근엽(2013)은 국가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정부정책과 특허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정책과 특

허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에너지 지배구조,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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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에너지소비, 가스 생산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다른 변수들보다 영

향력이 컸다.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대부분의 변수들이 단기보다는 장기

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특허와 FIT가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크므로 R&D 투자와 FIT 제도의 유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정책효과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준영

외(2016)는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밝혔다. 더불

어 우리나라의 RPS 제도는 발전공기업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외국의 RPS와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자 측면의

규제, 규제집단이 공기업인 경우 정책 순응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연구범위 10년의 자료 중 의무할당제를 적용한

기간은 3년뿐이었고, FIT와 RPS가 병행 시행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Haitao와 Nicholas(2010)는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독립변수인 RPS 엄격도를

사용하였다. RPS 엄격도를 의무할당제 시행여부, 명목 의무할당비율, 의

무할당비율의 증가율 변수로 세분화했다. 의무할당제 시행여부와 시행기

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나, 명목 의무할당비율과 의무할당비율의 증가율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PS의 정책효과는 주별

다양한 정책 설계의 결과이므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의무이행 강도를 설정하는 정

책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은성·허은녕(2016)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

여 FIT가 RPS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 원인

을 FIT 제도 하에서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리스크 헷징

(risk hedging) 비용이 감소하고, RPS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위험부

담을 떠안게 되는 점에서 찾았다.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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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술혁신을 투자 변수로 조작적 정의하여 기술혁신이 재생에너지 확

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힌 의의가 있다. 다만 에너

지원의 종류에 따른 세부 분석 없이 재생에너지원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했고 OECD 국가별 전력 시장의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김태은(2011)은 FIT와 RPS라는 정책수단 변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에너지 지

배구조(녹색당, 원자력 발전 비중), 소득수준, 기업환경, 국제적 압력 변

수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이에 신·재

생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히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제도권 내의 에너지 지배구조 변화, 환경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기

업 규제 개혁 및 제도 정비가 병행될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제·조경엽(2010)은 RPS 도입의 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RPS 제도를 통해 목표량 달성과 기술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중단기적으로는 투자비용이 상승하고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

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PS

가 FIT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형우·조하현(2017)은 104개국 패널토빗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FIT

가 RPS에 비해 정책효과가 높았으며, OECD 국가에서는 FIT가, 비

OECD 국가에서는 RPS가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기술개발유인을 제공하는 FIT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RPS 제도는 석탄과 함께 연소되는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설비만

을 급증시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이에 현재의 RPS에

FIT를 결합 시행하거나 FIT로 전환하는 등 적절한 정책 수정이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박기일·조윤직(2015)은 지역마다 분산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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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목적 연구결과 및 함의

사

례

및

국

내

적

용

가

능

성

연

구

이수진 ·

윤 순 진

(2011)

RPS의 이론적 기

대 실현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해외

사례분석 시행, 국

내 RPS 성공을 위

한 조건 제시

RPS의 이론적 기대 실현을 위해서는

부존자원의 규모와 구성, 적절한 설계,

제도의 일관성 등이 요구됨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

하고, 제도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어 RPS 도입의 폐기나 연기,

기타 보완책 강구가 필요.

손성호 ·

조 기 선

(2008)

미국 사례를 중심

으로 RPS의 시행

현황을 소개, 사례

분석을 통해 RPS

도입 시 고려할 사

항 검토

RPS의 실질적 정책효과가 확인되었으

며 특정 에너지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일

어나 별도의 보완장치가 필요.

한국의 전력산업구조를 고려한 RPS 제

도와 전력시장 구조 설계가 중요함.

구 민 교

(2013)

FIT 실패 사례를

신산업정책 제도설

계의 구성요소로

FIT의 정책 과정은 정치적 리더십의

과잉, 정책조정 및 숙의기구 부재, 책임

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인해 조기 퇴출

Tobit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단체장 의지, 담당 직원과 계획 수립 여부,

이웃 지방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규모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

정적 역량은 보급 사업에 결정적이지 않고, 단체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인력과 계획을 보강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ICLEI와 같은 국제네트

워크나 상위조직의 지원보다 이웃 지방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

가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선정하여 확산시키고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2-17>과 같

다.

<표2-18>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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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책적 함의

와 RPS 성공을 위

한 요소 제안

되고 RPS로 정책 전환됨.

산업정책은 보다 적은 범위에 제대로

집중하는 정책의 질 제고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음.

진 상 현 ·

황 인 창

(2011)

정책평가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단계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보급정책

의 성과 평가

투입지표인 지원금은 도 단위 지역에서

활발했지만, 성과지표인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광역시에서

더 높음. 바이오, 연료전지, 폐기물 같

은 도시형에너지는 광역시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남.

지역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별·에너지원별 특성

을 반영한 정책 설계 및 성과중심의 지

원방식이 필요.

제

도

개

선

및

제

도

설

계

연

구

진상현 ·

김 성 욱

(2011)

산업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

급사업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파급

효과 분석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생산유발효과는

크지만, 고용유발효과는 적음. 태양광은

생산 및 고용유발 파급효과 모두 작았

고, 풍력과 소수력은 생산 및 고용유발

파급효과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남.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상 태양광

보다는 풍력을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

김 다 은

(2017)

정책수단과 정부효

과성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채택 비율, 정부

효과성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가 활성

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에너지체계의 특성,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것이 요구되며, 정책수

단 못지않게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함.

Dong(20

12)

FIT와 RPS가 풍력

발전 설비 확대에

미친 효과성 비교

누적 풍력 설비에는 FIT와 RPS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지만, FIT의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남.

전력공급의 압력, 탄소배출, 석유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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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

D o r i s&

Ge lman

(2011)

정책이 재생에너지

시장 변화에 미치

는 영향 분석

정책만으로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확대

를 설명할 수 없고 국가별, 에너지원별

다양한 변수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 정

책 시행기간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투자

에 영향을 주므로 정책 지속성이 중요.

유진만 ·

오 근 엽

(2013)

특허와 정부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허와 정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지배구

조, 1인당 에너지소비 등 다른 변수보

다 영향력이 큼. 단기보다 장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D 투자와

발전차액제도 유지가 요구됨.

정

책

효

과

및

성

과

분

석

연

구

김준영 ·

김성배 ·

박 상 욱

(2016)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에 대한

RPS의 정책효과성

분석

RPS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에너지원별로

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의 증

가에 특히 효과적임.

H a i t a o

&Nichol

as(2010)

RPS의 시행 및 그

엄격성이 주별 재

생 발전 확대에 미

치는 영향 분석

명목 의무할당비율과 의무할당비율의

증가율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이행 강도

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

김은성 ·

허 은 녕

(2016)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이 재생에

너지 보급에 미치

는 효과 분석

FIT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특허)은 재

생에너지 보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고, RP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적 학습효과가 필요.

김 태 은

(2011)

신·재생에너지 성

장의 영향요인을

정책수단인 FIT와 RPS는 신·재생에너

지 발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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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정책수단

인 FIT와 RPS의

효과성을 분석

없음. 에너지 지배구조, 소득수준, 기업

환경, 국제적 압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남.

통제변수를 늘려서 분석한 결과 정책수

단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다양한 정치, 경

제적 변수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

김현제 ·

조 경 엽

(2010)

RPS 도입이 GDP,

투자, 소비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

여 RPS의 국내 산

업에 대한 파급효

과를 분석

RPS는 목표량의 달성을 강제하므로

FIT에 비해 기술 확산효과가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장기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

력으로서 RPS는 효과적이지만, 단기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FIT가 효과적

이므로 두 제도의 혼합을 고려할 필요.

임형우 ·

조 하 현

(2017)

FIT와 RPS의 정책

효과 비교

FIT가 RPS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율 증가의 효과가 컸고, 태양광 설비

에는 FIT만이 효과가 있음.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FIT가 OECD 국

가 및 한국에 효과적이므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지

원책이 필요.

박기일 ·

조 윤 직

(2015)

한국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요

인을 분석

단체장의 의지, 담당 직원의 존재와 계

획의 존재, 이웃 지방정부의 재생에너

지 보급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규모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줌.

단체장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의지를 갖

고 관련 계획과 인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평적 확산을 고려하여 정

부는 우수 지방정부조직을 지원 및 독

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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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요약 및 한계

2012년에 FIT에서 RPS로 정책수단이 전환되던 시점 전후로, RPS의 성

공적 도입과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거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 이론 연구, 특정 사례 연구였다. 따라서 정책 환경과 집행 체

계가 상이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 자료와 사례를 사용한 연구가 많은 것은 2012

년 즈음까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부진한 상태였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던 탓으로 추측된다.

정책의 강도, 시기, 내용, 보완 정책 등 세부적 정책 설계 사항을 간과

한 채로 국가별 정책을 일률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많았던 점도 한계에

해당한다. 이는 FIT 또는 RPS 도입 여부로 국가를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선행연구에서도 연구의 한계로 밝히고 있다. 따

라서 FIT 또는 RPS 시행 여부만으로 도출한 일반론적인 연구 결과를

국내 정책 수립 및 보완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수의 실증 분석 연구들은 FIT와 RPS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융자 지원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아울러

독립변수로 설정한 포괄적 연구, 결과 지표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신·재생에너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

다. RPS처럼 특정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

는 FIT 또는 RPS의 시행 기간이 약 10년이어서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특정 정책 프로그램의 단일 효과를 살피기에는 사회과학의 특성상 변수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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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및 연구 가설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것

이다. 특히, 정책수단인 RPS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

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주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3-1> 연구모형

RPS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인구 밀도

전력 수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단체장의 의지

신·재생에너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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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패널분석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i = β0 + β1(RPSit) + β2(지역내총생산it) + β3(신·재생에너지 가격it)

+ β4(단체장의 의지it) + β5(인구 밀도it) + β6(전력 수요it) + εit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보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RPS의 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부과하므로 정부통제

로 인한 규제기제로 작동하여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

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내총생산이 높으면 환경적 가치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과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므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발전사업자들의 생산 및 투

자 유인이 증대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할 것

으로 보았다.

광역시도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할수록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프

로그램 및 지원이 촉진될 것이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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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1-1 : RPS의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지역내총생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3 :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 단체장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1 : RPS의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 지역내총생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 단체장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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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가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생산량, 발전량, 설비용량 기준으로

조사하여 백서와 보급통계로 배포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또한,

발전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보고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실적 지표를 발전량과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다(기

획재정부, 2019).

보급 확대 실적을 발전량과 설비용량으로 세분화하는 이유에 대해 위

백서와 보고서에 명기된 바는 없지만, 진상현·황인창(2011)은 설비용량을

산출 지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결과 지표로 선정하여 정책 단

계별 틀 속에서 분석한 바가 있다. 국무조정실·한국정책학회(2015)에 따

르면 산출(Output)은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로 계량

적 목표달성 평가에 용이하고, 결과(Outcome)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공공부문의 최종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측정지표로 한

다(김준영 외, 2016).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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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법상 신·재생에

너지는 신에너지 4가지와 재생에너지 8가지로 정의되나,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대규모 발전이 이루어지

기 어려운 태양열과 지열 등을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발전량의 합이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변수로 사용한다(진상현·황인창, 2011; Haitao & Nicholas, 2010). 발전량

과 동일하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자료

를 이용하며,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

지, 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발전 설비용량의 합을 총 발전 설비용

량으로 한다. 누적 발전 설비용량이 아닌 매년 신규 보급된 설비용량을

사용하여 매해 변화하는 변수의 영향을 살피고자 했다.

2. 독립변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하고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 영향요인 연구이므로 국가별 차이에 기인한 변수는 제

외하고 정책 요인, 경제 요인, 에너지 요인, 정치 요인 4가지로 독립변수

를 구분하였다.

(1) 정책 요인 – RPS

정책 요인인 RPS 도입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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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중 RPS의 효과를 분석하

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FIT와 RPS가 가장 보편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김태은, 2011).

이에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여 2019년 기준 8년째 시행 중인

RPS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012년 이

전은 ‘0’, 이후를 ‘1’로 더미변수화 하여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2) 경제 요인 – 지역내총생산(GRDP)

경제 요인은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으로 설정함이 일반적이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에서는 1인당 GDP를 주로 사용한다(김태은, 2011;

임형우·조하현, 2017).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이므로

경제 요인은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조작적 정의한다(정광호 외,

2007).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수집하였다.

(3) 에너지 요인 – 신·재생에너지 가격

본 연구의 에너지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이다. 김준영 외(2016)는

전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을 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전력 시장과 공급인증서 시장,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익을

얻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 가격을 합한 신·재

생에너지 가격을 변수로 사용한다. 계통한계가격 자료는 전력거래소 홈

페이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 수집하였다.

공급인증서의 단위는 MWh이므로 전력거래 단위인 kWh 단위로 환산

하여 단위를 맞췄다.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분리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래량에 따라 가중 평균한 인증서 가격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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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요인 – 단체장의 의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단체장의 의지는 선거공약을 기준으로 측정한 단체

장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로 측정한다(박기일·조윤직, 2015). 광역자

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전국동시지방

선거 당선자 선거공약 모음집’을 통해 확인하였다. 2008~2010년의 광역자

치단체장의 의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 당선인 선거공약 모

음집’, 2011~2014년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6)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2015~2017년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

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6)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을 참고했

다. 선거 공약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1’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처리했다.

3.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정책수단(RPS), 지역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

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수 외에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 설비용량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도, 전력 수요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1) 인구 밀도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 설비용량은 해당 시도에 인구가

많을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밀도는 시도별 1㎢ 당 인구로, e-

나라지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전력 수요

시도별 전력 수요가 많을수록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발전량

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 설비용량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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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높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량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력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김태은,

2011). 전력 수요는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전력통계속보’의 시도별

연평균 판매전력량(MWh) 자료를 사용한다.

4. 자료의 수집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간 시계열 데이터와 16개 시

도별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 자료는 주로 에너지관리

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서 수집했고 일부 누락된 자료를 신·재

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정보지와 국가통계포털에서 보충하였다.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구성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에서, 공급인증

서 가격(RECP)은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 단체장

의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 모음집

에서 수집했다. 인구밀도는 e-나라지표, 시도별 판매전력량은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서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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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표(단위) 자료 출처

종속

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k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독립

변수

정책

요인

RPS

도입
의무할당제 시행 여부 -

경제

요인
GRDP 시도별 GRDP(십억 원) 국가통계포털

에너지

요인

신·재생

에너지

가격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가격의 합

(원/kWh)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정치

요인

단체장의

의지

단체장의 선거공약 포함

유무

중앙선거위원회

『당선자 선거공약

모음집』

통제

변수

인구 밀도
시도별 1㎢ 당 인구

(명/㎢)
e-나라지표

전력 수요
시도별

판매전력량(MWh)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표3-1> 변수별 측정지표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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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통계분석의 절차 및 기초통계분석

1. 통계분석의 절차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먼저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추세분석을 한 후, 통합 OLS 모형,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TATA(Statistics/Data Analysis) 16.0버전이다.

<표4-1> 통계분석 절차 및 내용

절차 내용 분석 내용

추세 분석
시도별 추세

파악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RPS 도입 전·후

별, 시도별 추세분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RPS 도입 전·

후별, 시도별 추세분석

Pooled OLS

영향요인의

통계적 유의성

및 회귀계수

파악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영향요인 분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영향요인 분석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

모델

영향요인의

통계적 유의성

및 회귀계수

파악

① Hausman 검정을 통한 분석 모형 결정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영향요인 분석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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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2> 기초통계량

N Mean Std. Dev. Min Max

발전량 160 12.83 1.95 8.05 16.32

설비용량 160 9.90 1.65 6.30 13.35

RPS 160 0.6 0.49 0 1

GRDP 160 11.07 0.80 9.21 13.02

REMP 160 188.83 64.70 105.08 302.25

의지 160 0.20 0.40 0 1

인구밀도 160 6.63 1.50 4.48 9.72

판매전력량 160 28,561,648 22,329,331 3,183,210 114,847,859

자료의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위근 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비정상시계열로 나타난 발전량,

발전 설비용량, 지역내총생산, 인구밀도는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

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이후 진행한 실증분석은 정상성을 확보한 데이터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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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분석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4-3>과 같다. 종속변수인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발전량

은 독립변수인 RPS(0.438), 지역내총생산(0.266), 신·재생에너지 가격

(0.36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제변수인 인구밀도(-0.6)

와는 음(-)의 관계이며 판매전력량(0.396)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발전 설비용량은 독립변수인 RPS(0.514), 지역내총

생산(0.221), 신·재생에너지 가격(0.432), 단체장의 의지(0.165)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제변수인 인구밀도(-0.53)와 음(-)의 상관관계이며

판매전력량(0.329)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RPS는 같은 독립변수인 지역내총생산과(0.149)는 거의 상관

관계가 없었고, 신·재생에너지 가격(0.899)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내총생산은 단체장의 의지(-0.20)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나머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4-3> 상관관계분석 결과

발전량
설비

용량
RPS GRDP REMP 의지

인구

밀도

판매

전력량

발전량 1.000

설비용량
0.766

***
1.000

RPS
0.438

***

0.514

***
1.000

GRDP
0.266

***

0.221

***

0.149

*
1.000

신재생

가격

0.361

***

0.432

***

0.899

***
0.113 1.000

의지 0.053 0.165** -0.05 -0.20** -0.05 1.000

인구밀도
-0.60

***

-0.53

***
0.007

0.311

***
0.006

-0.20

**
1.000

판매

전력량

0.396

***

0.329

***
0.089

0.853

***
0.075

-0.16

**
0.028 1.000

*p<0.1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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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세분석

16개 시도에 대한 RPS 도입 전후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

은 <그림4-1>과 같다. 16개 광역시도 모두 RPS 도입 전후로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RPS 도입 전후로 발전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 경북, 충남, 경남,

경기 순이다. RPS 도입 이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았던 지역

들이 RPS 도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RPS 도입

전에 발전량이 많지 않았던 지역 중 RPS 도입 후 발전량이 많아진 지역

은 울산, 전북, 경남, 제주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지역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판매전력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량이 타 지역에 비해 2~10배 많은 서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지리적·환경적 잠재량과 기존 설비의 입지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4-1>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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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에 대한 RPS 도입 전후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평균 설비용

량은 <그림4-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자료는 누적 설비용량이 아닌 해마다 신규로 설치되는 설비용량 자

료이다. 발전량과 마찬가지로 RPS 도입 전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RPS 전후로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

원 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2012년 이전에 경기의 설비용량이 가장 많았

지만 RPS 도입 후에 설비용량 증가량이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가

장 많은 신규 설비용량을 설치한 충남과 그 다음인 전북은 2012년 이전

에는 설비용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RPS 도입 외에도 지

역별 신규 설비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4-2>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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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RPS 도입, 지역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지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160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의 일반적인 통계모형

은 오차항의 통계적 특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합

최소자승모델(Pooled OLS model),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 랜

덤(무작위)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 파크(Parks)모형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정광호 외, 2007).

Pooled OLS 모델은 오차항의 기대치가 0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즉,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 설비용량의 차이가 없고 16개 광

역시도별 차이도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6개 시도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광역시도별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델은 독립변수와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

로 하고, 랜덤효과모델은 독립변수와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

정을 전제한다.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모델과 랜

덤효과모델 중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우스만

검증을 통해 독립변수와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면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정효과모델이 더 적절하

고, 기각되지 않으면 랜덤효과모델이 더 적절하다(민인식·최필선, 2019).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oled OLS 분석을 실시한 후, 종

속변수별로 하우스만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모델과 랜덤효과모델 중 더욱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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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독립변수인 RPS, 지역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지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4>와 같다.

모형 1은 인구밀도와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 도입과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모형 1은 수정된 R2 값

이 0.69로 도출되어 본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이 69%

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유의한 정

(+)의 영향(t=9.35,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2는 인구밀도와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내총생산

(GRD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로, 수정된 R2

값이 0.58로 본 모형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이 58%이다. 독립변

수인 지역내총생산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t=4.73,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동일한 통제변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로, 수정된 R2 값이 0.64로 본 모형의 설

명력이 64%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종속변수에 대해 정(+)의

영향(t=7.05, p<0.01)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동일한 통제변수에 대해 단체장의 의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것으로 수정된 R2 값이 0.52로 본 모형은 52%의

설명력을 갖는다. 단체장의 의지는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주나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

지, 인구밀도,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책수단인 RPS의 영향을 더욱 정치하

게 살피기 위해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바꾸어 모형 5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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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수정된 R2 값을 토대로 설명력이 72%로 나타나 모형1~4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RPS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t=5.22,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계수 값은 2.00으로 모형 1의 1.63에 비해 증가했다.

회귀모형이 잘 추정되었는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뜻하는 F값이 모

형1~5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Pooled OLS 분석 결과 (발전량)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분석모형
Pooled OLS

M1 M2 M3 M4 M5

RPS
1.63

(9.35)***
- - -

2.00

(5.22)***

lnGRDP -
1.34

(4.73)***
- -

0.97

(4.11)***

신재생

가격
- -

0.01

(7.05)***
-

-0.004

(-1.40)

의지 - - -
-0.007

(-0.03)

0.07

(0.37)

ln(인구밀도)
-0.80

(-14.15)***

-1.00

(-12.68)***

-0.80

(-12.99)***

-0.80

(-11.06)***

-0.94

(-14.41)***

판매전력량
3.32e-08

(8.60)***

-4.84e-09

(-0.49)

3.42e-08

(8.16)***

3.64e-08

(7.48)***

3.91e-09

(0.49)

상수
16.24

(39.65)***

4.71

(1.77)

15.26

(30.12)***

17.11

(32.40)***

7.82

(3.48)***

R2 0.70 0.59 0.64 0.53 0.73

Adj R2 0.69 0.58 0.64 0.52 0.72

F-value 122.85*** 76.13*** 95.74*** 60.07*** 71.56***

*p<0.1 **p<0.05 ***p<0.01, 괄호 안은 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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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면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생길 수

있는 자기상관의 문제와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생길 수 있는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Dennis, 2007).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또는

랜덤효과 모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4-5>와 같다. 하

우스만 검증 결과, 발전량에 대해서 모형1~ 모형5 모두 고정효과모델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고정효과모형 1은 인구밀도와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58%

이다. 독립변수인 RPS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p<0.01)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모형 2는 동일한 통제변수에 대해 지역내총생산과 신·재생에너

지 발전량 간 관계를 살핀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53%이다. 지역내총

생산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p<0.01)을 미치고 있다.

고형효과모형 3은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간 관계

모형으로 설명력은 50%이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p<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 4는 단체장의 의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간 관계를 나

타낸 모형으로 설명력은 39%이고, 단체장의 의지는 종속변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정효과모형 5는 지역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

장의 의지, 인구밀도,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 도입과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늘려서 살펴본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정

책 요인인 RPS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형2~4에서 확인한 독립변수들

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PS의 회귀계수는 1.36에서

1.42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수단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자 정

책수단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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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구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 얼마나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지가 연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Doris &

Gelman, 2011; 김태은, 2011).

모든 고정효과모형의 F값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추정에는 문제가 없다.

<표4-5>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모형 분석 결과 (발전량)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분석모형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

M1 M2 M3 M4 M5 M1 M2 M3 M4 M5

RPS
1.36

***

1.42

***

1.60

***

2.03

***

lnGRDP
4.53

***

1.58

*

2461

***
0.63

신재생

가격

0.007

***
-0.00

0.009

***

-0.00

*

의지 -0.34 -0.03 -0.10 -0.00

ln(인구

밀도)
1.48 -3.68 6.75

12.06

**
-2.25

-0.79

***

-1.16

***

-0.79

***

-0.78

***

-0.89

***

판매

전력량

8.64e

-08*

**

8.64e

-08*

**

1.10e

-07*

**

1.50e

-07*

**

7.51e

-08*

**

4.15e

-08*

**

-1.39

e-08

4.67e

-08*

**

5.98e

-08*

**

2.32e

-08

상수 -0.29 -15.46 -36.47
-71.4

**
7.70

15.99

***
-6.37

14.89

***

16.36

***

10.67

**

R2 0.58 0.53 0.50 0.39 0.60 0.57 0.46 0.43 0.34 0.58

F-value
9.57

***

13.65

***

9.11

***

10.63

***

8.06

***

Hausman

test

7.69

**

38.79

***

46.21

***

6.51

**

11.71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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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의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독립변수인 RPS 도입, 지

역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지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6>과 같다.

모형 1은 인구밀도와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 도입과 발전

설비용량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모형 1은 수정된 R2 값이 0.63로

도출되어 본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이 63%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RPS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t=10.28,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2는 인구밀도와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내총생산

(GRDP)과 발전 설비용량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로, 수정된 R2 값이

0.44여서 본 모형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이 44%이다. 지역내총

생산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t=3.74, p<0.01)을 주고 있었다.

모형 3은 동일한 통제변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발전 설비용량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로, 수정된 R2 값이 0.56로 본 모형의 설명력이

56%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

(t=7.87, p<0.01)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동일 통제변수 하에 단체장의 의지와 발전 설비용량 간의 관

계를 알아본 것으로 40%의 설명력을 갖는다. 단체장의 의지는 종속변수

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10%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0.49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미미했다.

모형 5는 RPS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인 지역내총생산

(GRDP),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지를 통제변수로 바꿔 추가한

모형으로, 수정된 R2 값을 토대로 설명력이 67%로 나타나 모형1~4에 비

해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RPS 도입은 발전 설비

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t=5.59,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에서 RPS의 회귀계수는 1.97로 모형 1에서보다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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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형의 변수를 늘려 현실에 보다 가깝게 구성하자 RPS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지역내총생산과 단체장 의지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단체장 의지가 발전

설비용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

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뜻하는 F값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Pooled OLS 분석 결과 (설비용량)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kW)

분석모형
Pooled OLS

M1 M2 M3 M4 M5

RPS
1.65

(10.28)***

1.97

(5.59)***

lnGRDP
1.04

(3.74)***

0.65

(3.03)***

신재생

가격

0.01

(7.87)***

-0.003

(-1.19)

의지
0.49

(1.92)*

0.58

(3.04)***

ln(인구밀도)
-0.60

(-11.47)***

-0.75

(-9.74)***

-0.60

(-10.45)***

-0.57

(-8.35)***

-0.67

(-11.07)***

판매전력량
2.23e-08

(6.28)***

-6.35e-09

(-0.66)

2.33e-08

(5.99)***

2.71e-08

(5.89)***

3.99e-09

(0.54)

상수
12.26

(32.48)***

3.54

(1.36)

11.23

(23.86)***

12.82

(25.70)***

6.25

(3.02)***

R2 0.64 0.45 0.57 0.41 0.68

Adj R2 0.63 0.44 0.56 0.40 0.67

F-value 94.58*** 43.22*** 70.08*** 37.44*** 56.07***

*p<0.1 **p<0.05 ***p<0.01, 괄호 안은 t값



- 76 -

발전 설비용량에 대한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 모형 분석 결과는 아래

<표4-7>과 같다. 하우스만 검증 결과, 모형 2, 모형 3, 모형 4는 귀무가

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우월하고 모형 1과 모형 5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랜덤효과모형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난 모형에 따라 분석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랜덤효과모형 1은 인구밀도와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 도입

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모형의 설

명력은 54%이다. 독립변수인 RPS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 2는 동일한 통제변수에 대해 지역내총생산과 신·재생에너

지 발전 설비용량 간 관계를 살핀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48%이다. 지

역내총생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정(+)의 영향(p<0.01)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형효과모형 3은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간 관계 모형으로 설명력은 47%이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종속변수에

0.008의 작은 회귀계수로 정(+)의 영향(p<0.01)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모형 4는 단체장의 의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간 관

계를 나타낸 모형으로 설명력은 30%이지만 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랜덤효과모형 5는 지역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

장의 의지, 인구밀도, 판매전력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RPS와 신·재생에너

지 발전 설비용량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57%로 가장

높았다. RPS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PS 도입의 회귀계수는

모형1의 1.50에서 1.92로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발전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Pooled OLS과 고정효

과모형 모두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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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발전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발

전 설비용량 영향요인 분석의 고정효과모형 4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영향요인 고정효과모형 4와 고정효과모형 5처럼 단체장의 의지가 종속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전 설비용량 영향

요인 분석의 랜덤효과모형 5는 단체장의 의지가 설비용량에 5%의 유의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모형 분석 결과 (설비용량)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kW)

분석모형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

M1 M2 M3 M4 M5 M1 M2 M3 M4 M5

RPS
1.50

***

1.40

***

1.65

***

1.92

***

lnGRDP
4.81

***

1.70

*

2.23

***

0.79

**

신재생

가격

0.008

***
-0.00

0.01

***
-0.00

의지 -0.09 0.23 0.31
0.39

**

ln(인구

밀도)

9.07

**
3.97

14.68

***

19.15

***
3.78

-0.59

***

-0.92

***

-0.59

***

-0.57

***

-0.70

***

판매

전력량

2.00

e-09

5.06

e-09

2.47

e-08

7.95

e-08

**

-5.35

e-09

2.35

e-08

***

-2.84

e-08

*

2.78

e-08

***

3.55

e-08

***

7.94

e-10

상수
-51.27

*

-69.90

**

-89.75

***

-119.

41

***

-34.5

3

12.19

***

-7.83

*

11.06

***

12.62

***
5.01

R2 0.56 0.48 0.47 0.30 0.58 0.54 0.42 0.40 0.14 0.57

F-value
6.19

***

10.95

***

6.08

***

6.71

***

4.88

***

Hausman

test

5.87

*

51.67

***

23.86

***

12.71

***
5.15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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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아래 <표4-8>과 같다.

<표4-8> 패널 분석 결과 종합

종속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kW)

분석모형 OLS FE RE OLS FE RE

RPS 2.00*** 1.42*** 2.03*** 1.97*** 1.40*** 1.92***

lnGRDP 0.97*** 1.58* 0.63 0.65*** 1.70* 0.79**

REMP -0.004 -0.00 -0.00 -0.003 -0.00 -0.00

Will 0.07 -0.03 -0.00 0.58*** 0.23 0.39**

lnPOP -0.94*** -2.25 -0.89*** -0.67*** 3.78 -0.70***

Sale 3.91e-09 7.51e-08*** 2.32e-08 3.99e-09 -5.35e-09 7.94e-10

상수 7.82*** 7.70 10.67*** 6.25*** -34.53 5.01

Adj-R2 0.72 0.67

R2 (within) 0.60 0.58 0.58 0.57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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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정 결과와 해석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RPS, 지역

내총생산,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ooled OLS, 고정효과모

형, 랜덤효과모형으로 패널분석을 진행했다. 가설 검정 결과는 <표5-1>

과 같다.

<표5-1> 연구 가설의 채택여부 판정

구분 내용 채택 여부

가설 1-1
RPS의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지역내총생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4
단체장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1
RPS의 도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지역내총생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

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단체장의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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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RPS와 지역내총생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가 채택되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국내 시도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분석한 김준영 외

(2016)의 연구 중 RPS가 발전량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지

하고 지역내총생산은 발전량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는 결과와 상

반된다. 또한, 김태은(2011)의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영향요인 분석 연구

에서 정책수단인 FIT와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별 GDP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었듯, 시도별 GRDP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유

사한 결과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단체장의 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1-3과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가설1-3의 기각은 본 연구

에서 SMP와 REC가격의 합계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조작적 정의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김준영 외(2016)는 SMP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였고, 선우석호(2016)는

REC가격과 태양광 설치용량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

했다. 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두 변수의 영향력이 합계를 하면서 상쇄되어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삼

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대해서 RPS, 지역내총생산, 단체장의

의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2-1, 가설 2-2, 가설 2-4는 채

택되었다. 국내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발전 설비용량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기에 분석단위가 다르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가 유사한 연구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가설2-1의 채택은 미국 주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연구(Haitao & Nicholas, 2010)를 지지하며, 주

별 풍력 설비용량 연구(Dong, 2012) 및 OECD 국가별 연구(임형우·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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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7) 와는 상반된다. 가설 2-4의 채택은 박기일·조윤직(2015)이 기

초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을 유의한 정(+)의 관계로 분석한 연구를 지지한다. 종속변수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용량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규모로 다소 차이

가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가 신규 발전설비나 관련 사업의 규모를 늘리

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가격에 따라 발전량과 설비용량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했으나, 수익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자가 발전량과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

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설 1-3에서 확인했듯 기존 발전소를 가동하여 발

전량을 늘리는 데에도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규 발전 설비

건설 투자에 영향을 주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SMP와 REC 가격을 구분하여 변수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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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

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수진·윤순진, 2011). 화력 및 원자력 에너지에 대

한 의존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정책의 도입과 시행 그 자

체만으로 최적 수준 혹은 최대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보장되지는 않

는다(김은성·허은녕, 2016).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영향요인을 검

증하여 기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정책 설계를 견인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10년간 16개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 설비용량

자료로 패널 회귀분석을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RPS 제도가 한국의 정

책 환경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선행연구에서 고려했던 지역별

소득수준, 전력 및 에너지 가격,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 및 인적 역량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선정했고(김준영 외,

2016; 김태은, 2011; 임형우·조하현, 2017; 박기일·조윤직. 2015; Dong,

2012), 160개 관측개체에 대해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

을 통해 각 변수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수단 요인인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

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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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및 발전 설비용량의 관계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상당수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처럼 국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김준영 외

(2016)의 연구에서도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또는 해외 지역별 연구에서도 RPS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간의 긍정적 관계는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오근엽,

2012; Haitao & Nicholas,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결론을 강화한다.

경제 요인인 지역내총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준영 외(2016)가 지역내

총생산이 발전량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연구 결과와 상반된

다. 하지만 국가별 연구를 진행한 김태은(2011)이 국가별 경제 요인인 1

인당 GDP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

과는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 모

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한계가격(SMP)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REC 가격이 유

의한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김준영 외, 2016; 선우석호,

2016)들의 결과를 참고하면, 계통한계가격(SMP)과 REC가격을 합산하여

신·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조작적 정의한 것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의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과는 정(+)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한국 지방정

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 박기일·조윤직

(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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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의의 및 정책적 함의

1. 이론적 의의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의 차별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성과를 국내 자료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것

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국가별 정책 현황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실증분석 연구는 개별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면밀히 분석한 연구가 부족했다.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과 집행적 맥락에서 실제 자료를 토대로 신·재생에

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RPS

제도의 중간 점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 변수

를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에 다양한 변수가 활용되어

야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RPS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

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수많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국가별 및 해외 선행연구에 비해 사

용한 변수의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

전 설비용량, 신·재생에너지 가격, 단체장의 의지 등을 포함시켜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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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수단인 RPS는 OLS,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RPS의 회귀계수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RPS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제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상현·황인창(2011)의

정책평가 분석틀을 차용하면 RPS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은 OLS와 고정효과모형 또는 랜덤효과모형

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을수록 신재

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홍보

와 교육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필요가 있

다.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신·재생에너

지 전력을 사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사를 갖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RE100

캠페인과 국내 시범사업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인증제도는 효과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

셋째, 단체장의 의지는 OLS와 랜덤효과모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신규 발전 설비용량

의 확대는 발전량 증가에 비해 더욱 근본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를 의미한다.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발전량을 늘리는 것보다 신규

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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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 사업, 지원이 촉진되고 시

장에서 보급이 현실화 및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적 리더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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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패널자료를 활용했음에도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관측개체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시계열 자료를 보충하거나 광역자치단체

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 분석단위를 변경하여 관측개체의 수를 늘린 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도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는 에너지

관리공단이 매 연말에 게시하므로 2018년 자료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둘째, 종속변수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설비용량은 태

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의 합이므로 개별 에너지원별 추세와 효과를 살필 수

없었다. 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과 설비용량 수치가 극단적

으로 상이했는데, 이는 지리적 요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가용잠재량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균질한 태양광과 풍력에 대

해서는 에너지원별·시도별 분석이 가능하므로 후속연구가 에너지원별 분

석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보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료 수집의 한계로 발전사업자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

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RPS 제도의 정책대상 집단인 발전사업자를

분석단위로 하여 정책 시행에 따른 발전사업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과 설비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면 RPS 제도의 정책 대상

과 정책 목표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 RPS 의무공급자에 해당하는 발전공기업 8개와 민간발전사 13개,

총 21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설비용량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간기업의 자료에는 접근이 곤란했고, 발전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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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8개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가 부족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의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하

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후속연구에서 공기업, 발전사

업자, 공급자 등을 분석단위로 한 신·재생에너지 성과 분석을 기대한다.

넷째, 선행연구의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Haitao & Nicholas(2010)가 통제변수로 사용한 상

원 및 하원의원의 환경 아젠다 찬성도 지표를 본 연구에 사용하고 싶었

으나, 국회의원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의 환경 인식을 측정할 적절한 지표

를 탐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박기일·조윤직(2015)이 통제변

수로 사용한 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가용잠재량을 연구에 포함시키고

자 했으나, 신·재생에너지 가용잠재량은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서만 구할 수 있었고 그 값이 매년 동일했기에 관측개체가 부족하여 연

구 변수에서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한 후속연

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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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new and

renewable energy growth.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policy on promo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for sustainable

grow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suppor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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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Due to the nature of the

energy industry,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can affect the growth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evious studies have contributed to

rational and effective institutional desig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policy measures, economic level, and energy price o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its generation capacity. However, most studies

are comparative studies, national analysis, and case study, so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y that examines the growth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In addit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apply various socioeconomic variables used in national studies to

domestic new and renewable energy fields.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growth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is study, there are four independent variabl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renewable energy price, and the willingness of metropolitan city

mayor. It is hypothesized that these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renewable energy growth, which is measured by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its facilities. For the analysis, panel data

constructed from 16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for 10 years,

from 2008 to 2017,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have a

positive effect o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contrast to the hypothesis, it is

confirmed that the willingness of metropolitan city mayor has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capacity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the pric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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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s, three implications are suggested.

Continuing institutional drive for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environmental awareness education, and expression of interest and

will of political leader are necessary for the expansion of domestic

new and renewable energy growth.

This study ha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by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based on domestic regional data. It

contributes to generalize effect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by identifying RPS has a positive effect on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under domestic policy environ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Also,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es in

Korea, it analyzes various factors influenc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ncludes recent data so that it provides implication for

evaluating policy and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lack of

observational objects, the absence of analysis based on specific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methodology. In addition, due to the

difficulty of data collection, individual generating firms, which are the

target group of RPS, could not be used as a unit of analysis.

Follow-up research on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could

refer these limitations.

keywords : New and Renewable Energy, Influential Factor,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Policy Effect, Electric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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