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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에너지정책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

력의 설비용량이 각각 36.5GW, 17.7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 한

편,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

중을 25~40%로 제안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이 온실가

스 배출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향후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할 특성과 극복해야할 단점도 분

명한 에너지원이다. 대표적인 이슈로 잠재량, 높은 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변동성(Variability) 등이 있다. 

특히, 잠재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1) 관계부처합동,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p.2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2018.11,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

지비전 204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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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데 반해 태양광의 에너지밀도는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해도 국내에 잠재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LCOE와 관

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 여건 및 자연환경 여

건 상 태양광 LCOE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입지 포화 등으로 인

해 앞으로도 쉽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잠재량과 LCOE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능성과 보급목

표의 달성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할 비용, 즉 이행비용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LCOE 분석에 있어 주로 발전비용

을 중심으로 반영하였고, 시스템 비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행비용은 발전비용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7)3)의 선행연구에서 최초로 

제안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발전을 시도하였다.

우선 ELCOE(Economic LCOE: 사회적 관점에서의 LCOE)와 FLCOE 

(Financial LCOE: 사적 관점에서의 LCOE)를 구분하여 잠재량 산정 모

델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관점과 사적 관점에서의 LCOE 및 잠재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LCOE와 FLCOE는 LCOE가 의미하는 바와 

그것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는 비용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무엇을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
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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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느냐가 잠재량 산정 결과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ELCOE에 기

반한 잠재량 분석은 국가나 지자체의 태양광 보급 목표 설정과 타당성 

검토, 태양광 보급 이행비용 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FLCOE에 기반

한 잠재량 분석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대응한 정부 지원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사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 가능성 및 여건 검토, 사전 입지 분

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지점별4) 토지비를 잠재량 산정 모델에 포함

함으로써 입지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의 모델은 토지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량이 LCOE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시지

가에 기반하여 지점별 토지비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점별 LCOE 반영

요소로 포함함으로써 지점별 LCOE, 그리고 잠재량 및 이행비용 산정 

결과의 현실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LCOE와 규제하잠재량을 기반으로 태양광 보

급에 따른 이행비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고 2030년 태양

광 보급목표 달성 시의 이행비용을 분석하였다. 이행비용은 기본적으

로 태양광 ELCOE와 태양광 발전량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지점별로 

ELCOE와 잠재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의 특징을 활용하여 정부가 목

표로 하는 태양광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적의 입지부터 태양광을 보

급했을 때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최적 이행비용과, 임의의 입지를 

선택하여 태양광을 보급했을 때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평균 이행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 

최적 입지가 태양광 발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

4) 정확히는 전 국토를  × 로 나눈 약 10만개의 격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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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행비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 이행비용 분석을 통해 주어진 여건 하에

서 우리 사회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경우 부담해

야 될 최소한의 이행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평균 이행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이행비용의 범위를 가늠하고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이행비용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환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LCOE가 높은 시점에 선행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지불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가 선점됨으로 인해 

태양광의 LCOE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1)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ELCOE 기준과 FLCOE 기준에서 공히 318.6GW로 산정되었다. 이는 경

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하잠재량과 동일한 수치이다. 즉,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점의 ELCOE와 FLCOE가 SMP+REC5) 보다 

5)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SMP)와 재생에너지인증서 판매(REC)를 통해 수익
을 얻게 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P+REC가 발전단가(FLCOE) 보다 낮은 입지
에 시장잠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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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FLCOE 기준으로 

시장잠재량이 293.0GW로, 토지비 미포함 대비 약 25GW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사량이 적고 토지비가 높은 일부 지점의 경우 

2017년의 SMP+REC 하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시장잠재량은 2017년 누적보급량 5,834MW6)의 

약 55배, 2017년 신규보급량 1,362MW7)의 약 234배에 달하며, 2030년 

보급 목표인 36.5GW와 비교해도 약 8배나 많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2017년 시점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준과 지원정책의 수준이 태양광을 보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정부가 지원정책 수준을 현

재보다 하락시키더라도 태양광 보급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의 태양광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숨겨진 비용(hidden 

cost),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 계통 접속과 관련한 추가적

인 비용을 고려하면8)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7년 기준 CAPEX(설비투자비)에 10만원/kW, 20만원/kW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고9), 그 결과 CAPEX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약 280GW 이상으로 산정되어 태양광 보급 확대

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30
7) 전게서
8) 일부 사업의 경우 계통 접속 거리가 멀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하지만 

이는 송배전 설비의 적극적 보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함.
9) 이는 각각 CAPEX의 6%, 12%에 해당함.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표

준화하기 쉽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특정 풍력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10%를 
수용성 확보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업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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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잠재량 풍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은 기본적으로 발

전사업용 태양광을 기준으로 시장잠재량을 산정한다. 따라서 각종 규

제나 인허가 제약이 강하게 부여된다.10) 이 때문에 거주지 및 도로에 

인접한 대부분의 건물이 잠재량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실상 이러한 제

약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건

물을 대상으로 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보았다. 방법론은 발전사업용과 동일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활용하였다. 다만,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국토 내 전

체 건물을 잠재량 산정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44.2GW, 

56.3TWh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총 발전량의 10.4%에11) 해당하며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의 1.2배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상기의 잠재량 산정 결과는 자가소비 후의 잉여전력에 대

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결과이

며12), 잉여전력 판매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 및 인허가를 최대한 강하게 반영함으로써 태양광 시
장잠재량의 최소 수준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11) 540,441GWh,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2017 에너지자원 주요 통
계, p.41

12) 그 이유는 시장잠재량과 해당 건물의 전력소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전자가 
더 큰 경우 잉여전력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잠재량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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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

2030년까지의 ELCOE 전망 결과,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입지별로 

ELCOE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평균ELCOE와 최적ELCOE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태양광 보급 목표달

성 시 일사량과 토지비 등의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에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행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비를 포함한 경우 

2030년까지 평균 순 이행비용은 8.4조원인데 반해 최적 순 이행비용은 

–0.7조원으로 그 격차가 9조원에 달한다. 실제 순 이행비용은 최적입지

의 활용 여부에 따라 최적 순 이행비용과 평균 순 이행비용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13)

따라서 정부는 토지의 용도별로 공익적 가치, 혹은 본래의 사용 가치

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들이 태양광 보급에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유형별 

최적의 태양광 설치 유형 및 비즈니스모델의 발굴과 최적의 지원정책

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행비용은 주로 발전소 단위 비용에 기반

한 분석이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 확대에 대응한 송배전 투자, 유연성 

확보를 위한 ESS(Energy Storage System), GT(Gas Turbine) 등의 백업설

비 투자와 같은 시스템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면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비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13)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시장잠재량의 11%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발전사업자들의 최적 입지 확보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
문에 평균 순 이행비용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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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0년까지는 우수 입지 선점으로 인한 비용상승 우려는 적음

2030년까지의 평균ELCOE와 최적ELCOE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

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ELCOE가 최적ELCOE보다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최적 입지14)부터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

비의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태양광 보급 목

표를 달성해도 2030년의 태양광 신규 최적ELCOE는 평균ELCOE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그 이유는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가 태양광 

규제하잠재량 중 1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목표 달성 이후

에도 평균ELCOE 이하의 ELCOE를 가진 입지들이 상당 량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 태양광 입지가 부족하여 우수 입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2030년까지는 기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산정한 잠

재량의 경우 산림과 저수지 등 현재 실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

되고 있는 입지 중 일부를 제외한 수치이며 각종 규제정책 영향요인들

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과 계통접속 문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최적 입지들이 조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REC 거래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위의 입지들이 먼저 활용되면 최적 이행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행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단가 하락을 지연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여기서 최적입지란 ELCOE가 낮은 입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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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전비용을 중심으로 한  LCOE 분석 및 전망에 기반

하여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활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의 태

양광 시장잠재량과 목표달성 시의 이행비용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계통접속 원활화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계통접속 원활화 등 최적 입지가 태양광 발전설

비 보급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적 이행비용과 평균 이행비용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잠재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태양광 

보급을 위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이행비용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손꼽

히는 것은 주민 수용성과 계통연계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조속

히 해결되지 못하면 최적 입지에 태양광이 보급되지 못하고 결국 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 주민 수용성의 경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우수 사업모델을 확립하고, 지자체별 혹은 나아가 마

을단위별로 적합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통연계 문제의 경우, 시장잠재량 지도를 살

펴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입지 여건이 지자체별로 차등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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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특정 지자체에 계통접속 수요가 집중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계통

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모델 분석 결과와 실제 보급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향후 개발 가능한 여유 잠재량을 파

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계통접속 수요를 예측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정책 강화

다음으로 비교적 주민 수용성과 계통연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건물

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는 자가소비용부터 발전사업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태양광 보급 유형

에 대한 정책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이다. 현재 자가소비용 태양

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각종 보조사업15)과 태

양광 대여사업이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용에 비해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이 상대적으로 비중과 성장속도가 낮은 편이다.16) 

그런데, 앞선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건물형 자가

소비용 태양광 잠재량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계통접속과 관련한 이슈에서 비교

적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정책수단을 제시해보면 소진영(2017)17)이 제시한 1~2kW급 태양

15)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
16)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발전사업용은 75.3%(42.9→1,248.4MW), 

자가소비용은 21.3%(35.8MW→114.1MW).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
너지 보급통계



요약  xi

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박찬국(2016)18)이 제시한 에너지P2P 

모델 활성화, 조상민·정성삼(2017)19)이 제시한 가상넷미터링을 포함한 

상계거래 확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

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

로와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어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이 제

한적일 수밖에 없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자가소비용 태양

광 보급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적정한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여건 조성

마지막으로 적정한 태양광 전력 거래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여건

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2017년 태

양광 LCOE를 150원/kWh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20) 본 연구에서도 토지

비를 포함할 경우 평균FLCOE가 156원/kWh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2017년의 태양광 SMP+REC는 REC 기준가격 가중치 1.1 기준

으로 약 177원/kWh로 토지비를 포함한 평균 FLCOE보다 21원/kWh가 

높으며, 고정가격장기계약과 SMP+REC(현물시장 가격 기준)는 이보다 

더 높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FLCOE는 토지비가 매우 높

17) 소진영, 2017, 정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5.

18) 박찬국, 2016,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 가능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
고서 15-10.

19) 조상민·정성삼, 2017,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원 기본연구보고서 17-33.

20) 삼정회계법인, 2018, REC 가중치 개정 주요내용,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2017.5.18., BNEF, 2018, LCOE Comparison and Visualization(South Korea, 
2018 H2).,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
지경제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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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는 토지비가 낮은 전라

도 지역 등에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LCOE와 거래가격인 SMP+REC간 차이가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좋은 입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태

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과당이윤(windfall)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열악한 입지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REC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CAPEX, LCOE 등 태양광 가격과 관련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CAPEX 자

료와 이에 기반하여 분석된 LCOE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

부는 REC 기준가격 책정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사

업자는 발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태

양광 보급으로 인한 이행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기반 REC 거래시장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석호·조상민

(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12년 RPS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당초 기대

와 달리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하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및 RPS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와 충분

하지 못한 REC 공급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하락 유인이 적은 현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거래가격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주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21)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매제도의 정착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

21) 이석호·조상민, 2017,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연
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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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확보하면서 경쟁을 부여함으로써 LCOE와 REC 거래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장

기계약과 RPS 의무대상사업자들이 시행하는 자체계약 중 일부가 경쟁

입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쟁입찰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공공경매를 REC 거래의 핵심 시장

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연간 공공경매 물량을 제시함

으로써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하락을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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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In line with current global trends that show a transition in energy 

generation sources, Korea has presented a target of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s to 20% in its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and 

8th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Basic Plan. According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Plan,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capacities are expected 

to reach 36.5GW and 17.7GW, respectively, by 2030.1) Meanwhile, the 

working group of the Third Energy Basic Plan has recently presented a 

recommendation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s to 25~40% by 2040.2)

According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and the 

Third Energy Basic Plan recommendation, solar and wind power are 

expected to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ergy mix of Korea 

because they generate les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ollutants and 

have advantages such as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in the sector. 

However, despite such advantages, they have definite disadvantages to 

overcome, such as solar energy potential, higher costs of power generation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and variability.

The disadvantage regarding the solar energy potential has to do with 

1) Government ministries, 2017,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p.2
2) Working Group of the Third Energy Basic Plan, November 2018, Energy Vision of 

Korea for sustainable prosperity 204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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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ving a relatively small-sized national land and low energy density 

of solar energy, and thus creating an insufficiency in the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despite efforts to distribute it. The disadvantage 

concerning the LCOE stems from Korea’s geographical conditions for solar 

energy and natural environment: Here, the LCOE of solar energy power 

generation is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and due to the saturation of 

locations the LCOE is difficult to reduce. Hence, this research ma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solar energy potential and LCOE (topics that are 

currently being most frequently debated), as well as the costs of 

implementation that the public must bear in order to attain the proposed 

solar deployment targets. 

2. Summary of contents

This research recommend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based on the 

grid-LCOE potential estimation model, proposed for the first time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2017)3).

First, we considered the LCOE from two perspectives: the ELCOE 

(Economic LCOE) from the public sector’s perspective; and the FLCOE 

(Financial LCOE) from the private sector’s perspective. We then reflected 

these in the solar energy potential estimation model in order to compare 

the LCOE and potential from the two perspectives. Because the ELCOE 

3)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7, “New-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Upgrade and Market Potential Analysis,”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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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LCOE are different concepts of the LCOE and include different cost 

elements, the choice of either on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tential 

estimation results and interpretation. An analysis of potential based on the 

ELCOE can be used for setting solar energy deployment targets (national 

or by local governments), performing a feasibility study, and estimating the 

costs of implementing the solar energy deployment. The analysis of 

potential based on the FLCOE may prove useful in measuring an 

appropriate level of support by the government to achieve its solar energy 

deployment targets, assessing project possibility and conditions from the 

private sector’s perspective, and analyzing locations in advance.

This resear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by including the 

costs of land by location4) into the potential estimation model. Existing 

models did not incorporate the costs of land, and thus the amount of solar 

radiation was the most decisive element in determining the LCOE. 

However, this research established a database of land costs based on 

official land prices and included them as elements of the LCOE by 

location, thereby making the calculation of the LCOE, potential, and costs 

of implementation for each location more realistic and precise.

In addition, this research improved a model used in analyzing the costs 

of implementation of the solar energy deployment based on the ELCOE 

and solar energy potential under regulation and analyzed the costs of 

implementation in 2030 when the solar deployment targets are attained. 

The costs of implementation were estimated based on the ELCOE and the 

4) About 100,000 grids by dividing national land by the ar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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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of electricity generation based on solar energy. As the model can 

estimate the ELCOE and solar energy potential by location, this study 

estimated the optimal implementation costs of solar energy deployment 

based on optimal locations, and then the average implementation costs of 

solar energy deployment based on randomly selected locations until the 

government target is attained. This enabled us to measure the impact on 

the cost of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sure 

photovoltaics (PV) facilities are installed in optimal locations in the course 

of attaining its solar energy deployment targets.

This study estimated the minimum costs of implementation the public 

should bear in the case the best efforts are made to deploy solar energy 

through optimal cost analysis, and compared the costs with the average 

implementation cost to estimate the actual range of costs of implementation 

and the maximum level of costs that can be reduced through policy.

This paper also presented the overall costs to the public that would be 

incurred by deploying solar energy as a pilot project at the time of higher 

LCOE of solar energy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objectives. The 

possibility of the LCOE rising later on by preemptively exhausting the best 

locations to attain the 2030 targets was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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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A. Conclusion

1) Market potential is sufficient and the government policy d

irection is favorable to solar energy deployment

Excluding the costs of land, the solar energy market potential as of 2017 

was estimated at 321 GW in terms of both ELCOE and FLCOE, similar to 

the market potential calcula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7). This implies that when costs 

of land are not included, both the ELCOE and FLCOE at every location 

are lower than SMP+REC5). However, if the costs of land are included, the 

market potential is 296GW in terms of FLCOE, lower by 25GW than the 

case when it is not included. This suggests that at some locations where 

solar radiation is insufficient and costs of land are higher, solar energy is 

not economically feasible under the 2017 “SMP+REC” purchase pricing 

scheme. Still, the solar energy market potential as of 2017 is about 55 

times as high as the accumulated deployment of 5,834MW6) until 2017; 

234 times as high as the new deployment of 1,362MW7) in 2017; and 

eight times as high as the 2030 target of 36.5GW.

5) Solar energy utilities earn profits through sale of electricity at SMP (system marginal 
price)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This research assumed that there is 
market potential at locations where SMP+REC is lower than cost of power generation 
(FLCOE).

6) Korea Energy Agency, 2018, 2017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tatistics, p.30
7)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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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s listed above, as of 2017, it was determined th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support policy has not been an 

obstacle in deploying solar energy. Rather, the results show that even if the 

government reduces support, it can still achieve its solar energy distribution 

targets. If other factors that were not considered in this research, such as 

residents’ acceptance, various hidden costs incurred in the course of 

obtaining licenses, and additional costs of connecting to the grid8)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outcome would be a bit different. Hence, this 

research attempted to insert KRW 100,000/kW or KRW 200,000/kW into 

the CAPEX of 20179). Despite such an increase in CAPEX, the solar 

market potential of 2017 was estimated at over 280GW, suggesting there is 

sufficient potential in expanding the solar energy generation.

2) Sufficient potential of solar energy for self-consumption at 

buildings

The grid-LCOE potential estimation model employed by this research 

estimated the market potential based on solar energy for utilities. Henc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for licenses and permits were strictly applied.10) 

For this reason, most buildings adjacent to residential areas and along roads 

wer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potential. However, PV facilities 

 8) Some utilities businesses may have to pay additional costs of grid integration as they 
are far from grids. This can be solved by actively expanding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9) This amounts to 6% and 12% of CAPEX, respectively.
10) This research focused on deriving the minimum level of market potential by reflecting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for license and permits as strict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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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d at buildings for self-consumption do not fall under thes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As such, this research made a separate 

estimation of solar energy potential for self-consumption at buildings, using 

the same grid-LCOE potential estimation method. And as solar PV for 

self-consumption at buildings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all the buildings 

nationwide were eligible for estimat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power generation potential of PV for 

self-consumption at buildings amounted to 44.2GW and 56.3TWh. This 

represents 10.4% of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in Korea in 201711), and 

1.2 times the renewables deployment targets of 2030. Therefore, if we use 

PV at buildings actively, we can fill a significant portion of electricity 

demand and achieve the renewables deployment targets. However, this 

potential is estim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ales of surplus electricity 

to the grid after self-consumption are efficiently made,12) and this can only 

be achieved when a system for selling excess electricity is in place. 

3) Efforts to secure sites for solar PV facilities to minimize 

costs of implementation are important

The projection of the ELCOE by 2030 shows that the ELCOE, if the 

costs of land are included, varies widely by location. This widens the gap 

11) 540,441GWh,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7, 2017 Energy Resources Statistics, p.40

12) The reason is that the market potential is not equal to power consumption at 
buildings. If the market potential is greater than the surplus electricity, the potential 
can be fully utilized only if the surplus power i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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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average ELCOE and the optimal ELCOE and suggests that use 

of best locations, with sufficient light radiation and reasonable costs of land 

so as to attain the solar energy deployment targets, makes the costs of 

implementation much lower than otherwise. According to this research’s 

estimation, while the net cost of implementation—including the costs of 

land—is expected to reach KRW 8.2 trillion by 2030, the “optimal” net 

cost of implementation would be KRW –0.7 trillion, with the gap being 

KRW 9.0 trillion. The net cost of implementation would fall between the 

optimal net cost of implementation and the average net cost of 

implementation, depending on whether optimal locations are used or not.13)

Hence,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ensure locations are 

most optimally utilized while not significantly damaging the public interest 

value or fundamental value of lands. To do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xplore optimized PV installation schemes and business models and prepare 

support policies.

Stil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sts of implementation measured by 

this study are mostly focused on power plants, not including investments in 

the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necessary for solar energy 

deployment; ESS (Energy Storage System) to secure power storage 

flexibility; and backup facilities such as GT (gas turbines). When these 

costs are included, the cost of implementation to attain the solar energy 

13) Even if the solar power supply target is achieved in 2030, it is expected to use only 
11% of the market potential, and it will not exceed the average net cost of 
implementation, as power generation companies will make efforts to secure optim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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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 targets would rise further than presented by this research.

4) Concern over cost increases due to preemptive use of be

st locations by 2030 is not significan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gap between the average ELCOE and the 

optimal ELCOE will be narrowing each year up until 2030, with the 

average ELCOE remaining higher than the optimal ELCOE. That is, if PV 

facilities are installed on optimal locations14) first, the optimal ELCOE for 

2030 will remain lower than the average ELCOE even after the 

government targets of 2030 are attained. The reason for this is the solar 

energy deployment targets of 2030, which would be only 11% of the solar 

energy potential under regulations. Therefore, after the attainment of the 

2030 targets, a considerable number of locations where the ELCOE is less 

than the average ELCOE will remain.

The concern that good locations would be depleted early due to 

insufficient locations, causing the LCOE to rise, is therefore unfounded, as 

we have found. In particular, given the fact that the solar energy potential 

measured by this paper excluded some locations in reservoirs and forests 

where PV facilities are currently being installed and various regulatory 

policy factors were considered, we consider the concern to be even more 

implausible.

However, in the event that optimal locations are not utilized in the early 

phase of solar deployments due to arising issues—such as the residents’ 

14) Here optimal locations refer to locations with lower EL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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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and grid integration—and inferior locations are tapped earlier 

than such optimal ones due to an inefficient REC market, the costs of 

implementation would get much higher than the optimal cost of 

implementa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addressing 

these issues that could potentially delay the reduction of the LCOE.

B. Policy Suggestions

1) Securing the residents’ acceptance and grid integration

Securing residents’ accommodations to solar panels and grid integration 

of the solar PV system are essential to the use of optimal locations. As we 

have se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timal cost and the average cost of 

implementation, and the size of costs to be borne by the public for solar 

PV deployment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efficiency of utilizing 

the solar energy potential.

The most significant obstacles to implementing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are the residents’ acceptance of the projects and grid integration. 

Unless these two issues are addressed smoothly, the solar PV system 

cannot be deployed at the most optimal locations and the costs of 

implementation are likely to increase. As for the residents’ acceptance, 

various types of project models where residents can easily participate and 

reap profits need to be developed, and efforts to apply business models 

appropriate to specific local governments or communities should be made. 

With regard to grid integration, the market potential map shown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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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differing conditions for 

solar PV systems, meaning demand for grid integration may be 

concentrated on specific regions. Accordingly, preemptive efforts to expand 

grids in specific regions are necessary. And by comparing model analysis 

results with the actual deployment performance, untapped potential needs to 

be identified and updated regularly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get 

precise estimates for the demand for grid integration.

2) Developing a policy to deploy solar PV for self-consumption

Next, this paper proposes the expansion of rooftop solar PV panel 

deployment at buildings for self-consumption, which is a separate issue 

from residents’ acceptance and grid integration. Korea has policy 

instruments to support various solar PV deployment types, ranging from 

rooftop solar PV systems for self-consumption to utility businesses. Policy 

tools to expand rooftop solar PV systems include various subsidy program

s15) and solar PV system rental systems. But the share and growth speed 

of solar PV deployment for self-consumption are smaller and slow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the utility businesses.16)

Policy tools to encourage the spread of solar PV for self-consumption 

include subsidy for solar PV systems with capacity of 1~2kW, as proposed 

15) Include residential home support, regional support, and buildings support programs.
16) For five years from 2011 to 2017, solar system for utilities grew by 75.3% yearly 

(42.9→1,248.4MW), whereas solar PV for self-consumption increased by 21.3% 
(35.8MW→114.1MW). Korea Energy Agency, 2018, 2017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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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young So (2017)17), energy P2P model promotion by Changuk Park 

(2016)18), and virtual energy netting (virtual net metering) by Sangmin 

Cho·Seongsam Jeong (2017)19). Besides, systems can be improved to 

expand solar PV panels usage at apartment houses. Particularly, as we have 

seen in the market potential map,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where it is not easy for utilities to deploy solar PV systems due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roads and streets, these solar PV deployment models 

for self-consumption need to be actively applied.

3) Fostering a market that offers proper transaction prices

Lastly, market conditions to induce proper solar electricity prices need to 

be established.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estimate the LCOE of 

solar energy in 2017 at KRW 150/kWh20), and this research also estimated 

the average FLCOE, including land costs, at KRW 154/kWh.

Meanwhile, the solar energy price (SMP+REC) of 2017 was KRW 

177/kWh, with the REC standard price weight of 1.1 (higher by KRW 

23/kWh than FLCOE including costs of land), with the solar energy prices 

17) Jinyoung So, 2017, Analysis of the Impact of reform of progressive tariff system o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Basic Research 
Report 17-25.

18) Changuk Park, 2016, Study of feasibility of P2P electricity trading in Korea,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Spot Research Report 15-10.

19) Sangmin Cho·Seongsam Jeong, 2017, Analysis of Changes in World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Market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Basic Research 
Report 17-33.

20) Samjong KPMG, 2018, REC weight revision, presented at a public hearing for RPS 
improvement, May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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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for fixed price long-term contracts and spot markets being 

higher than this. Meanwhile, the average FLCOE covers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where the cost of lands is highly expensive. Therefore, 

actual difference between the FLCOE, cost of power generation from solar 

PV systems currently being installed first at locations with lower land 

prices and trade price (SMP+REC) will be much bigger than showed 

above. This suggests that solar PV utility businesses that have installed 

solar systems at good locations may be taking the windfall and thus the 

solar PV business may be expanded even at unfavorable locations. To 

eliminate this inefficiency, a measure needs to be taken to ensure a proper 

trade price can be determined at REC markets.

First, indices related to solar energy prices, such as CAPEX and LCOE, 

should be regularly analyzed and a database be established and disclosed. 

Currently, the Korea Energy Agency is collecting CAPEX data from utility 

businesses that sell REC, but the data request is only recommended, not 

mandatory, and thus submitted data is not detailed and reliable. 

Accordingly, a provision of information of various costs under fixed forms 

by utilities businesses should be made mandatory. The reliability of the 

CAPEX data needs to be increased through a punitive measure—applied to 

utilities companies that reject it or provide false information—that involves 

withholding of payments for REC. By disclosing these LCOE estimates 

based on CAPEX data periodically, the government can enhance the 

reliability and correctness of the REC standard prices, and the private 

sector utilities can secure transparency in their power gener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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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 general public can enjoy the benefits of reduced costs 

associated with solar energy deployment.

Next, an REC trade market based on competi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s Seokho Lee·Sangmin Cho (2017) argued, since the RPS 

was launched in 2012, any sufficient reduction in renewables prices has not 

occurred, unlike what was expected initially. This can be attributed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electricity 

industry, the RPS system, and an insufficient REC supply. Among them, 

the structural shortcomings of the current RPS system, which is not stable 

and offers least inducement for price fall,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obstacle to price reduction.21)

To resolve these issues, the introduction of an auction system could 

secure a stable market and maintain competition, leading to the reduction 

of LCOE and REC prices. In Korea, long-term fixed price contracts 

managed by Korea Energy Agency and some of contracts initiated by 

utilities companies subject to RPS obligations are traded based on 

competitive bidding. Instead of this intermittent, small-scale competitive 

bidding transactions, a public competitive bidding system led by the 

government needs to be fostered as a basis for the REC trading market. 

Furthermore, by presenting long-term, annual public competitive bidding 

volumes in advanc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markets can be obtained, 

which will lead to reduced costs.

21) Seokho Lee·Sangmin Cho, 2017, Study of ways of introducing an auction system to 
improve RP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Basic Research Report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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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

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1)2)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2030년 12.7%의 1.6배에 달한다.3) 이처럼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과 풍력

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재생에

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36.5GW, 17.7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1]). 이는 2017년 태

양광, 풍력 설비용량의 6.3배와 15.5배에 달한다.4)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p.2

[그림 1-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 관계부처합동,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p.2
2)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p.12
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p.52
4)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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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50년 전력믹스 전망

자료: BNEF, 2018, New Energy Outlook 2018, p.78

에너지전환 비전 제시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기존의 에너

지정책 기조와 비교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향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에

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성, 산업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장점들을 보

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할 단점들

도 분명한 에너지원이다. 이 때문에 최근 태양광, 풍력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가 잠재량,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균등화에너지비용, 혹은 균등화발전비용), 변동성(Variability),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련한 것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잠재량과 LCOE이다. 

잠재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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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태양광의 에너지밀도는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 해도 국내에 잠재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LCOE와 관련하여 제

기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 여건 및 자연환경 여건 상 태

양광 LCOE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앞으로도 입지 포화 등으로 인

해 쉽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5)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신뢰성 

높은 답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가장 핵심 재생에너지원으

로 손꼽히는 태양광을 대상으로 잠재량을 산정하고, LCOE 분석에 기

반하여 2030년 보급목표 달성 시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분석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을 목적으로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잠재량 및 LCOE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과 관련한 방법론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활용하여 2017년 지역별 LCOE 및 시장잠재량을 산정한다. 제4

장에서는 LCOE 전망과 잠재량 분석을 바탕으로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 시의 이행비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의 결

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5) 이와 관련한 기사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기사
를 제시함.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56, 최종접속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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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본 장에서는 잠재량 산정 및 LCOE 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가.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정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산하 국립

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는 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그림 2-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자료: NREL, 2016, Estimating Renewable Energy Economic Potential in the United 
States: Methodology and Initial Results, p.2

[그림 2-1] NREL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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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L(2016)은 잠재량을 자원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경제적잠재량, 시

장잠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자원잠재량은 이론적/물리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의미하며, 자원의 에너지 함량을 기반으로 잠

재량을 산정한다. 기술적잠재량은 시스템 및 지형학적 제약을 반영한 

잠재량으로, 시스템 효율과 토지 사용의 제약을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

다. 경제적잠재량은 기술비용과 연료비용이 잠재량 산정의 추가적인 

영향요인이 된다. 경제적잠재량은 균등화회피비용(Levelized Avoided 

Cost of Energy, LACE)이 균등화에너지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보다 큰 지역의 기술적잠재량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마지막 시장

잠재량은 정책 이행과 그 영향, 규제요인, 투자자 반응, 다른 에너지원

과의 경쟁 등이 잠재량 산정의 영향요인으로 적용된다. 즉, 이러한 영

향요인을 고려하여 시장에 보급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NREL은 상기 잠재량 분류에 기반하여 [그림 2-2]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잠재량을 산정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원잠재량에서 시스템 

효율과 토지사용 제약을 반영하여 기술적잠재량을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부지의 LCOE를 산정하고 지역 내 송전비용, 보급률

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수입의 가치를 더한 후 ITC(Income Tax 

Credit; 소득세 감면)와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차감함으로써 조정된 

LCOE(Adjusted LCOE)를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계통한계비용

과 용량요금, 탄소가격을 더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통해 감소

하는 사회적 비용인 LACE를 도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LACE가 LCOE보다 큰 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술적잠재량을 합산하여 

경제적잠재량을 산정한다. 따라서 NREL의 경제적잠재량은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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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에서의 LACE와 LCOE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자료: NREL, 2016, Estimating Renewable Energy Economic Potential in the United 
States: Methodology and Initial Results, p.8

[그림 2-2] NREL의 경제적 잠재량 산정 프로세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재생에너지 잠재

량을 이론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실현가능잠재량, 경제적잠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2-3]). 이론적잠재량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 생

산 가능한 에너지의 이론적 최대량으로 정의되며, 특정 지역의 일사량

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 기술적잠재량은 기술적 제약조

건 하에서의 잠재량으로 정의되며, 변환 효율, 기술에 따른 토지 이용 

가능성 등의 기술적 제약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적잠재량은 R&D를 통

해 증가할 수 있다. 실현가능잠재량은 모든 제약요인이 극복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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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확보 가능한 최대 잠재량으로 정의된

다. 정책적/사회적 지원과 비경제적 제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잠재량은 추가적인 지원 없이 개발 가능한 잠재량으로 정의되며, 경제

성, 정책지원, 전통적 기술과의 경쟁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IEA의 잠재량 분류의 특징인 실현가능잠재량은 현재의 지원 수준에

서 정책적, 사회적 제약요인들이 극복될 경우의 잠재량을 의미한다. 실

현가능잠재량은 시간 의존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시간에 따라 제약

요인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제약요인이 극복되었을 때의 잠재

량을 장기 잠재량, 과도기적 단계를 중기 잠재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실현가능잠재량과 경제적잠재량이 동일하며, 장기적

으로는 실현가능잠재량이 기술적잠재량에 가까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 IEA, 2008, Deploying Renewables–Pinciples for Effective Policies, p.62

[그림 2-3] IEA의 재생에너지기술 잠재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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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경제적잠재량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6) 이론적잠재량은 어떠한 변환 

효율이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대 에너지

량을 의미한다. 지리적잠재량은 특정 재생에너지를 이용 가능한 지역

에서 활용 가능한 잠재량으로 정의되고 도심(대형풍력), 보호구역, 경사

지, 수계 등 지리적 특성과 제약이 영향요인으로 적용된다. 기술적잠재

량은 지리적잠재량에서 변환 과정의 손실을 제외한 잠재량으로 정의되

고 설비 면적, 송배전 손실, 생태적 제약, 규제 제약과 같은 기술적 요

인 및 규제 정책이 잠재량 산정에 영향을 준다. 경제적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 중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량으로 정의되고 비용 등의 사

회경제적 요인이 잠재량 산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21세기를 위한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REN21)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이론적잠

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경제적잠재량, 시장잠재량으로 구분

하고 있다([그림 2-4]). 이론적잠재량은 자연 및 기후적 요인만을 고려

한다. 지리적잠재량은 이론적잠재량 중 토지 사용, 피복 제약 등 지리

적 요인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에

너지량으로 정의된다. 기술적잠재량은 지리적잠재량에서 변환 효율과 

같은 기술적 영향요인을 반영한 잠재량으로 정의되고, 경제적잠재량은 

기술적잠재량 중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잠재량으로 정의된다. 시장 잠

재량은 에너지수요, 경쟁기술, 비용, 보조금, 장애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잠재량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6) 이하 IRENA, 2014, Estimating the Renewable Energy Potential in Africa, p.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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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21이 정의한 잠재량 구분의 특징은 다른 기구와 달리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잠재량과 지리적잠재량을 구분하고, 

경제적잠재량과 시장잠재량을 구분한다. 

자료: Ecofys·REN21, 2008, Global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 
Literature Assessment – Background Report, p.7

[그림 2-4] REN21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구분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도의 작성과 잠재량 산정을 주도해 왔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정의 및 분류는 <표 2-1>과 같이 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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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선정 방법/정의

2014년 
이전

부존잠재량 한반도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가용잠재량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인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기술적잠재량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2014년

이론적잠재량 한반도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량

지리적잠재량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기술적잠재량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시장잠재량
보급확산을 위한 비용보조수단을 제외한 조건에서 
2011, 2035년 시점의 적용가능한 잠재량

2017년

이론적잠재량
현재의 과학적 지식 하에서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론적으로 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양

기술적잠재량
이론적잠재량 중 지리적 영향요인과 기술적 영향요
인을 반영할 때 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양

시장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중 경제적 영향요인과 정책적(지원, 규
제) 영향요인 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에너지
의 양

자료: 1) 한국에너지관리공단, 2011, 2010 신‧재생에너지백서, p.148
2)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p.115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

량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3

<표 2-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구분 변천

2014년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부존

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으로 구분하였다. 제4차 신재생 기

본계획에서는 부존잠재량과 가용잠재량의 명칭이 각각 이론적잠재량과 

지리적잠재량으로 변경되었고 시장잠재량이 추가되었다. 이후 한국에

너지기술평가원(2017)을 통해 잠재량 정의 및 분류 그리고 각 잠재량 

단계별 영향요인이 재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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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류체계는 산지, 철도, 도로, 설비제한구역 등의 지리적 제약

과 토지 이용의 제약을 지리적잠재량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설

비효율 등의 기술적 제약이 기술적잠재량의 영향요인으로, 기술 경쟁

성, 환경성, 타용도 대체 등이 시장잠재량의 영향요인으로 설정되었다. 

규제 제약 영향요인이 지리적잠재량과 시장잠재량의 영향요인으로 혼

재되어 작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2017년 분류는 간소화되고 <표 2-2>처럼 영향요인이 정의되었다. 

구분 영향요인 정의 사례

지리적
영향요인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기술수준 하에서 극복 불가능
한 지리적인 제약요인

급경사, 
심해 등

기술적
영향요인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비효율,
설비이용률 등

경제적
영향요인

경쟁재화와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LCOE, SMP7)

지원정책
영향요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을 촉진하는 제도적 요인

REC8),
설치보조금 등

규제정책
영향요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

환경규제,
인허가규제 등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3

<표 2-2> 2017년 분류체계의 잠재량 영향요인 정의 및 사례

기술적잠재량은 지리적 영향요인과 기술적 영향요인에 의해 산정되

고, 시장잠재량은 기술적잠재량을 대상으로 경제적 영향요인과 정책적

7)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전력거래시장에서 태양광은 SMP로 판매됨
8)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재생에너지 인증서)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생산

량에 비례하여 REC를 발급받고 이를 REC 시장에 판매하여 SMP에 추가적인 수익
을 얻고 SMP+REC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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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제) 영향요인에 의해 잠재량이 산정된다.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잠재량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영향요인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2017년 분류체계의 특징 중 하나로 과거 지리적잠재량 산

정에 영향을 준 국토 이용과 관련한 영향요인 중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에 의한 것들을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재분류한 것을 들 수 있다.

해외 주요기구와 미국,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류체계를 종합

하여 살펴보면, 이론적 잠재량(자원 잠재량)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유

사하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요인을 우선하여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라 잠재량의 정의와 분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지리 이

용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의한 규제들을 지리적 영향요인으로 간주

할 것인지, 기술적 영향요인으로 간주할 것인지, 혹은 시장잠재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다.

NREL IEA IRENA REN21 한국(‘17년)

자원잠재량 이론적잠재량 이론적잠재량 이론적잠재량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경제적잠재량 실현가능잠재량 경제적잠재량 경제적잠재량

시장잠재량 경제적잠재량 시장잠재량 시장잠재량

자료: 직접 작성

<표 2-3> 주요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류 체계 비교

나. 재생에너지 LCOE 산정

에너지원간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LCOE에 관한 연

구는 국내외에 다수가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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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개념적으로 LCOE는 발전시설 건설과 운영 등 전 주기에 소

요되는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고, 이를 현재가치화한 총발전량으로 나

누었을 때 단위 발전량 당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태양광 

LCOE를 어떠한 방법론과 전제조건을 통해 산정하였는지를 위주로 선

행연구들을 분석해 본다. 

정윤경(2013)9)은 태양광 LCOE를 산정하면서 초기투자비용으로 모

듈, 인버터 등 주설비비, 계통연계비, 공사비, 인허가/설계감리/검사비, 

토지비 및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비용을 반영하였다. 이는 한국전기

연구원(2007)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초기투자비 분석의 구성요소를 준

용한 것이다. 해당연구에서 토지비는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포

함하였다. 운전유지비율은 이창훈 외(2007)의 연구에 따라 초기투자비

용의 1%로, 발전시설 운전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였고, 할인율은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철용(2017)11)은 LCOE 국제 비교 연구 시 초기투자비(CAPEX) 중 

직접비는 기자재비, 토목비, 기전설비비 및 발전소 부속건물비, 계통연

계비로 구성하였고, 간접비는 설계비, 인허가 및 공사감리비 등으로 구

성하였다. 운영관리비용(OPEX)은 유지운영비용과 보험료와 같은 금융

비용, 법인세, 토지임차료 등으로 구성되고,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력거래소(2018)12)는 태양광의 발전소 단위의 LCOE를 계산할 때 

 9) 정윤경, 2013,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연구, 에너지경
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3-21, p.38

10) 한국전기연구원, 2007,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국내운영방안 수립, p.340
11) 이철용, 2017,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에너지경제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7, p.65~p.87
12)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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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모듈 처리비용을 반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초기투자비를 한국에

너지공단의 실적 자료를 기초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토지비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토지비

가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한 LCOE와 제외되었다고 가정한 LCOE로 구

분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 토지비를 반영할 때 초기비용에 토지비를 

추가하고, 토지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LCOE 산정에 활용한 할인율은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할인율

을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IEA(2018)13)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LCOE 비용 요소를 정의함으

로써 회원국이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초기투자비(overnight cost)는 

크게 직접비용, 간접비용, 사업자비용, 대비비용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

접비용은 현장 준비, 토목공사, 자재, 장비, 건설인력 등이 포함된다. 간

접비용은 설계, 공사 감리, 작업장 관리비용과 해당 시 백업설비 비용

으로 이뤄진다. 건설 전 또는 건설 중의 일반 관리, R&D, 부지선정, 부

지획득 및 발전면허도 사업자 비용(owner’s cost)으로 초기투자비에 포

함된다. 재정적 대비비용 또한 초기투자비에 포함된다. 운영관리비용은 

임금, 운영비, 현장 관리비, 유지보수(자재, 인력, 서비스), 엔지니어링 

지원 인건비, 보험료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된다. IEA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LCOE를 

산정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3%, 7%, 10%인 경우로 가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IRENA(2018)14)는 LCOE에 반영되는 비용 요소를 [그림 2-5]와 같이 

구분하였다. 설비구입비, 운송비, 사업개발비, 계통연계비, 인건비, 보조

13) IEA, 2015,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p.31 및 IEA 질문지 참조
14) IRENA, 2018,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7



16

설비비, 영업외 비용 등이 초기개발비용에 포함된다. 운영관리비용은 

운영유지비용, 토지임차료, 세금, 보험료, 시설경비 및 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IRENA의 경우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OECD국가와 중

국은 7.5%, 나머지는 10%로 가정하고 모든 지원은 배제한 상태로 

LCOE를 계산하고 있다.

 자료: IRENA, 2018,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7, p.27

[그림 2-5] IRENA의 LCOE 산정 기준

NREL(2016)15)은 <표 2-4>와 같이 LCOE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미

국은 넓은 국토에 따라 송전비용, 자본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때는 지역별 에너지 보급 시스템(ReEDS)에 별도

로 정의된 지역별 승수를 고려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또한, 지역 특정 

LCOE를 산정할 때, 고정비계수(Fixed Charge Rate, FCR)에 영향을 주는 

15) NREL, 2016, Estimating Renewable Energy Economic Potential in the United States: 
Methodology and Initi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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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회수계수(Capital Recovery Factor, CRF)는 추정하며,  가중평균자본

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을 명목 8.9%, 실질 6.2%

로 가정하였다.

설명 지리적 반영 출처

고정비요소
수익률과 수명에 기초한
균등화 자본비용의 요소

ReEDS 지역
(지역별 자본비용 승수) 

NREL ReEDS 
모델 입력 가정

자본비용 예상공사비

국가기술비용 평균을
부지특정 자원종류에 적용, 

ReEDS 지역의 송전비용
(지역별 송전비용 승수) 

NREL ATB
(2015) 

연간 예상 
발전량

원별로 1년간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의 평균

부지특정 자원종류로
이용률 결정

원별 이용률에 
연간 시간 곱

고정 유지
관리비용

발전량과 관계없이 발전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지특정 자원종류로
고정 유지관리비용 결정

NREL ATB
(2015) 

변동 유지
관리비용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는
운영관리비용

부지특정 자원종류로
변동 유지관리비용 결정

NREL ATB
(2015) 

연료비 연료비 (있을 경우) 부지특정 자원종류로
연료비 결정

NREL ATB 

자료: NREL, 2016, Estimating Renewable Energy Economic Potential in the United 
States: Methodology and Initial Results, p.18

<표 2-4> NREL의 LCOE 구성요소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는 LCOE 산정시 필요한 데이터를 <표 2-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BEIS는 LCOE 산정에 있어 토지비는 반영하지 않

고 있다.16) 할인율은 과거 모든 기술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했

으나, 기술별로 자본 수준과 사전개발 비용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할인

율을 적용하여 LCOE를 산정하였다. 

16) 특정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LCOE 산정을 위해, 시스템 비용은 포함하지만 토지
비는 제외한다고 명시함(BEIS, 2016, Electricity Generation Costs,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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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OPEX Expected Generation Data

-사전개발비용
-건설비*
-인프라 비용*

-고정 OPEX*   -보험
-열수익   -변동 OPEX
-계통연계비   -해체자금 
-탄소 운송‧저장 비용 -연료비
-예상되는 탄소 비용

-발전소 설비용량
-예상 이용률
-예상 효율
-예상부하율
 (기저부하로 전제)

주: * 학습 시간에 따라 조정
자료: BEIS, 2016, Electricity Generation Costs, p.8

<표 2-5> BEIS의 LCOE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DEA)은 다른 국제기구나 국

가와 달리 산정 목적과 관점에 따라 LCOE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2-6>은 공공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LCOE를 산정할 때와 민간의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LCOE를 산정할 때 비용에 어떠한 요소가 차별적

으로 반영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분석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

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수명은 기술적 수명으로 설정하고 있고 할인

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익에는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비용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외부효과 등 사

회 전체에 미치는 비용과 효과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며, 세금과 보조금

은 제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무적 분석의 경우 투자자나 개발자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원금회수나 내부수익률이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되고, 기술적 수명

을 사업기간으로 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업자의 기준이기 때

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적 할인율을 적용한다. 

투자자나 개발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이나 

비용은 시장가격이 되며, 사회기반시설과 외부 효과는 별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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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세금과 보조금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특징을 보인다.

경제적 분석(공공부문) 재무적 분석(민간부문)
관점 사회 전체 투자자/개발자

의사결정 기준 순 현재가치의 긍정성 원금회수 또는 내부수익률

시간대 수명주기(기술적 수명) 주로 수명주기보다 짧음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과 기타요인 반영
대출비용, 원하는 수익률 반영
(경제적 할인율보다 높은 수준)

에너지가격
(이익)

대체 이용 등 지불의향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시장가격

비용 사회 전반적인 비용 사적, 시장가격

세금 및 보조금 무시 고려

사회기반시설 고려 투자 일부가 아니면 무시

외부효과 가능한 많이 분석 무시

자료: DEA, 2016, Finding Your Cheapest Way to a Low Carbon Future – The Danish 
Levelized Cost of Energy Calculator, p.9

<표 2-6> DEA의 LCOE 산정의 비용 요소

DEA는 비용에 포함하는 요소에 토지비용과 사업자의 사전개발 비용

(행정 비용,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부지 준비 및 행정허가)을 LCOE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17) 또한, IEA에서는 반영한 해체비용도 남은 

자산의 가치로 상쇄된다고 가정하여 LCOE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DEA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관점과 개발자의 관점

을 구분하여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는 LCOE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

17) DEA, 2016, Finding Your Cheapest Way to a Low Carbon Future – The Danish 
Levelized Cost of Energy Calculator,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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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인율을 공히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발자나 투자자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세금과 지원정

책을 반영하면서도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IEA, 

IRENA, BEIS 등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할인율 가정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LCOE를 산정하였지만, DEA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관점

과 사적 관점의 LCOE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둘째,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특성상 초기투자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사업 추진 여부 결정시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비의 비용 반영 방

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먼저 국내 연구에서 정윤경(2012)과 전

력거래소(2018)18)는 토지비를 초기투자비에 포함한 반면 이철용(2017)

은 운영관리비에 임대료로 반영하였다. 초기투자비에 포함한 경우도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전력

거래소(2018)19)의 경우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연구도 유사한데, BEIS와 DEA는 명시적으로 토지비용을 제외

했지만 IEA는 토지비용을 반영하고 IRENA는 임대료의 형태로 반영하

고 있다.

18)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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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가. 태양광 잠재량 정의 및 분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201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 달성

을 위해 태양광 잠재량의 정의를 수정하여 제시키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태양광 잠재량 단계와 각 단계별 영향요인을 

정의하며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태양광 잠재량 단계 및 영향요인 

자료: 이철용·김현구·김진영·조상민, 2017, 국내 풍력 시장잠재량 잠정안, 한국신재생
에너지학회 2017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

[그림 2-6]에서 제시한 잠재량 단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이 되는 규제하잠재량과 시장잠재량을 정의하면 <표 2-7>과 같다. 규제

하잠재량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요인을 적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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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량을, 시장잠재량은 규제하잠재량 중 정부 보조 하에서 공급 가

능한 잠재량을 의미한다.

구분 정의

이론적잠재량전 국토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모두 활용할 경우 공급 가능한 에너지량

기술적잠재량
이론적잠재량 중 극복 불가능한 지리적인 제약(지리적 영향요인)과 기
술적인 한계(기술적 영향요인)를 고려할 때 공급 가능한 에너지량

규제하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중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규제정책 영향요인)을 반영하였
을 때 공급 가능한 에너지량

시장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중 정부의 규제정책(규제정책 영향요인)과 지원정책(지원
정책 영향요인)을 반영한 시장 환경 하에서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한 에
너지량20)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
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표 2-7> 단계별 잠재량 정의

잠재량 단계별 영향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이론

적 영향요인인 일사량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7)에서 구축한 시장

잠재량 산정 모델에서 활용된 일사량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

다. 해당 자료는 국가 통신 해상기상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구축된 태양

자원지도 기반으로 30년간 측정자료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반영하여 한

해 위성영상 기반 일사량으로 보정하여 도출하였다.21) 일사량의 단위

20) 시장잠재량 중 정부의 지원없이 공급 가능한 잠재량은 경제적잠재량으로 정의할 
수 있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
재량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3)

2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
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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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Wh/m2/day이며 평균 일사량은 3.76kWh/m2/day 이다. 

다음으로 지리적 영향요인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7)에서 제시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향요인 DB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산림과 하천을 지리적 영향요인으로 반영하여 제외하

였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산림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산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크게 하락하고 산림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7로 변경하면서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이 어려워졌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천 또한 기본적으로 흐르는 하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는 없지만 하천 중 저수지나 댐의 경우 수상태

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수용성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 또

한 근본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산지와 하천을 지리적 영향요인으로 반영함으로써 태양

광 잠재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

기술적 영향요인으로는 설비효율과 설치면적이 있는데, 이 둘은 상

호 연계되어 있다. 즉 설비효율이 높아지면 설치면적이 줄어들고 반대

로 설비효율이 낮아지면 설치면적은 늘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23)들과 전문가 자문에 기반하여 모듈 면적을 6.6m2/kW로 가정하였으

며 이러한 모듈 면적에 대응하는 태양광 발전 종합효율은 약 14.1%이

다. 이는 모듈 효율 기준으로 약 15~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24) 태양

22) 삼정회계법인, 2018, REC 가중치 개정 주요내용,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2017.5.18., p.9

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
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24)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이는 최근의 모듈 효율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수치로 판
단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kW당 2평(6.6m2)의 면적이 소요되는 것
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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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시스템의 경우 지상 설치는 모듈 면적의 3배(19.8m2/kW), 옥상 설치

는 모듈 면적의 4배의 면적(26.4m2/kW)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음영 효과, 지형이나 구조물로 인한 설치 제한, 향에 따른 수광량의 차

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상 설치의 경우 국내 선행연구 중 가장 보수

적인 수치인 태양광산업협회·산업통상자원부(2011)25)의 수치를 택하였

고26)27), 옥상 설치의 경우 미국 NREL(2016)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28)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태양광 설치 면적을 넓게 가정하

였고 결국 잠재량이 적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본 연

구 전반에 걸쳐 태양광 잠재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향성에 부합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과되는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정리하

면 <표 2-8>과 같다. 규제정책 영향요인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

25) 태양광산업협회·산업통상자원부, 2011, 태양광 발전 보급잠재량 조사를 통한 확대
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p.78.에서 지상설치 용량 기준을 20m2/kW로 가정

26)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에서는 태양광 설치 면적을 13.2m2/kW로 가정하였고, 이는 현 시점에서 가장 
표준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면적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는 지형이나 구조
물로 인한 설치 제한 등의 효과를 배제한 것임.

2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p.57.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의 경우 지상 설치는 60MW/km2 설치가 가능
하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16.7m2/kW에 해당함.

28) NREL, 2016, Rooftop Solar Photovoltaic Technical Potential in the United States: A 
Detailed Assessment. p.12. 에서는 미국의 경우 소형 건물의 경우 26%, 건물 평균
으로는 32%의 면적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함. 본 연구에서는 건물
이 밀집된 국내환경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25%의 면적에 모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함.

2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에서는 지상 설치는 60MW/km2 설치가 가능하다
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16.7m2/kW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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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제 혹은 인허가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석하여 반영하였다. 가령 ‘주요도로 100m 이격거리’ 규제정책 영향요인

의 경우 폭 6m 도로로 부터 100m 이격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규제하잠재량 산정시 반영하였다. 그런데 이는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 인허가 규제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

이다. 

대분류 소분류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지구

공항

문화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

시도지정

등록문화재

개발불가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서식지

휴전선/민간인통제선

환경보전해역

자연공원

갯벌

수자원보호구역

지역계획 절대보전

특별관리해역

연평도NLL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구역

기타

백두대간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주요도로 100m 이격거리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
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8.을 참고하
여 저자 수정

<표 2-8> 태양광 규제정책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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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데이터명
기준
년도

기관명

토지피복도

대분류
습지, 초지, 수역,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2010

환경부

중분류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 활엽수
림, 침엽수림, 혼효림

2013

세분류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 활엽수림, 침
엽수림, 혼효림

2016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 4등급지, 5등급지 2014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2등급지역, 3등급지역, 별도관리지역 2015
백두대간 보호구역 2015
천연기념물 서식지 2015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청) 2017 국토

교통부지역계획 절대보전 2017
특별관리해역 2011

행정
안전부

농업진흥지역 2014
도로명주소 도로 6m 미만, 도로 6m 이상, 건물, 하천, 임야 2016
문화재/
문화재보호

문화재 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시도지정 문화
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2017

용도구역 경관, 미관, 방화, 방재, 보존, 취락, 공항, 도심지 2017
수자원보호구역 2017
자연공원 2017
절대보전지역 2017
자연환경보전지역 2017
야생동물보호구역 2017
환경보전해역 2007

해양
수산부

갯벌 2013
해안선 2014
수심 200m 이상 2016
산사태 1등급 2013 산림청

자체 
제작

연평도_NLL 2013
민간인통제지역 2013
고도 1000m 이상지역 2014
경사도 16도, 경사도 20도 2014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

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48.을 바탕으로 
본 연구 과정에서 저자가 수정

<표 2-9> 영향요인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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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적 영향요인과 지원정책 영향요인으로는 2017년 기

준 태양광의 LCOE, 평균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있다. 

태양광 LCOE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토록 할 것이다. 2017년 

SMP는 81.77원/kWh30), 2017년 REC 가격은 86.51원/kWh31)을 적용하였

다. REC 가중치의 경우 지상 설치는 200kW급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복합가중치 1.1을 적용하였고32), 옥상 설치는 3kW급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치 1.5를 적용하였다. 태양광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는 다음

의 표와 같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자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8-7호) 
(https://www.knrec.or.kr/business/rps_guide.aspx, 최종접속일 2018.10.18)

<표 2-10>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30) 2017년 평균 SMP, (전력거래소, 2018, 2017년도 전력시장 통계)
31)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 REC 기준가격, (http://electimes.com/article

.asp?aid=1524091274156357002, 최종접속일 2018.10.18)
3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가정, 100kW미만 까지는 가중치 1.2, 100~200kW는 

가중치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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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량 산정 모델은 「격자-LCOE연산 기반 시

장잠재량 산정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잠재량 모델이다(이하 격자

-LCOE 잠재량 산정 모델).33) 해당 모델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격자연산과 LCOE연산을 통해 잠재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

이다. 이 모델은 영향요인의 추가나 제외가 간편하여 정책환경 변화 따

른 잠재량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지역별(보다 정확히는 지점별) 자

연환경 특성과 기술적 특성, 그리고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본 모델의 장점을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

① 기술 발전, 경제성 향상, 규제 개편 등 영향요인 변화에 따른 잠재

량 변화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어 정책적 기여도 및 

활용성이 높음

② 지역별(지점별) 잠재량 분석 및 비교가 용이함

③ 지역별(지점별) 신재생에너지원간 경쟁 우위 분석이 용이함35)

④ 오류검출이 용이하며 모델의 공유를 통한 검증과 개선이 용이함36)

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
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3.을 기반으로 저
자 수정

3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
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4.를 기반으로 저
자 수정

35) 이는 모든 재생에너지원에 동일한 격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격자 내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혹은 잠재량인 많은 재생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

36) 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엑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공유와 이를 통한 
검증 및 개선이 용이함. 다만 DB가 방대하고 각 격자별로 각종 연산이 포함되어 
있어 계산 부하가 큰 편임. 추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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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의 잠재량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37)

① 전 국토를 1km2의 격자 약 10만 개로 나눔.38)

② 각 격자마다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규제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영향요인 정보를 입력하여 DB를 구축함.39) 

③ 격자별로 LCOE 산정 모형 입력40)

④ 입력된 정보를 반영하여 격자별로 LCOE 및 단계별41) 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취합·분석하여 국토 전체 및 지자체별, 혹은 지역

별 잠재량을 산정

[그림 2-7] 격자연산 잠재량 산정 모델 개요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
량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p.54.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고도화 및 
시장잠재량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p.53.을 기반으로 저자 수정

38) 선행연구에서는 영해를 포함하여 19만개의 격자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영토만을 대상으로 약 10만개의 격자가 분석에 활용됨.

39) 이는 GIS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도출된 결과임.
40) LCOE 산정 모형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였음.
41) 이론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규제하잠재량, 시장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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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에 기반한 잠재량 산정이 어떠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림 2-8]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8

-①]은 전 국토의 일사량을 격자별로 DB화 한 후 대한민국 지도 위에 

도식화 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도를 자원지도라고 명명하겠다. 

자원지도 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일사량이 많은 지점, 녹색으

로 표시된 지점은 일사량이 적은 지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전라도 지역과 진주 인근의 경상남도 지역 등의 일사량이 

우수한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산간지역의 일사량은 상대적으

로 열위에 있다. 

이 자원지도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

을 통해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산정하면 [그림 2-8-②]와 같은 결과를 도

출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도를 잠재량지도라고 명명하겠다. [그

림 2-8-②]에서는 [그림 2-8-①]에서 볼 수 없는 흰색으로 표시된 지점들

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지점들이 지리적 영향요인, 기술적 영향

요인, 규제정책 영향요인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능

하여 태양광 시장잠재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자세히 분석

하겠지만 [그림 2-8-②]는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은 LCOE산정 결과에 

기반한 시장잠재량 분석결과로 붉은색은 LCOE가 높은 지점을 의미하

고 녹색은 LCOE가 낮은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 지점을 중심으

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태양광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42) 

42) 이는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분석결과를 예시적으로 보여줌. 토지비를 
포함하면 아래 그림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이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
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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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①]
일사량지도
(자원지도)

[그림 2-8-②]
시장잠재량지도

(잠재량지도)

자료: 직접 작성

[그림 2-8] 자원지도와 잠재량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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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잠재량 분석결과를 LCOE 구간별로 정리하면 [그림 2-9]와 같이 

LCOE 구간별로 지자체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전라남도의 경우 

낮은 LCOE 구간에 잠재량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강원도 

등은 높은 LCOE 구간에 잠재량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43)

[그림 2-9] LCOE 구간별 지자체별 잠재량 분포

  자료: 직접 작성

다. LCOE 산정 모형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의 특징은 각 격자별로 LCOE를 산정하

고 이를 통해 지점별 공급 우선순위 검토, 공급목표 달성 시의 비용 추

산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LCOE 산정 모형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사례연

43) 해당 분석결과 역시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LCOE 산정 결과를 예시적
으로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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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LCOE 산정과 관련한 선행 연

구는 매우 많은데, 연구자에 따라 LCOE를 산정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

이가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LCOE 산정 모형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하겠다.

1) LCOE의 정의 – 관점과 포함 요소를 중심으로

LCOE는 LCOE를 바라보는 관점과 LCOE에 포함하는 비용요소의 범

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LCOE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Economic LCOE(이하 ELCOE)와 Financial LCOE(이하 FLCOE)로 구분

할 수 있다.44) ELCOE는 사회적 관점에서 태양광 전력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FLCOE는 사적 관점, 

혹은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 태양광 전력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LCOE에 포함되는 비용요소의 

범위는 발전소 단위 비용에서부터 시스템 비용, 외부 비용, 기타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까지 다양하다.45) 앞서 제시한 많은 선행 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LCOE 분석은 발전소 단위의 비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계

통안정성 이슈의 부각과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환경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 증가로 LCOE 분석 시 시스템 비용46)과 외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7) 특

44) Danish Energy Agency 홈페이지 Methodology, Assumption and Guidelines for LCoE  
p.8~p.9 (https://ens.dk/en/our-responsibilities/global-cooperation /levelized-cost-energy-calculator, 
검색일자 2018.11.6.)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45)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3
46) 시스템 비용 중 망 이용료나 접속비용은 발전소 단위 분석에서 포함하기도 함.
47) 한편에서는 시스템 비용의 경우 에너지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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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ELCOE의 경우 시스템 비용과 외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LCOE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고려요소 세부요소
ELCOE
포함여부

FLCOE
포함여부

발전소 단위 비용

자본비용(설치비, 토지비), 
연료비용, 

연료비용 외 운전유지비용
○ ○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 × ○

시스템 비용

망 이용료 및 접속비용,
계통 안정화 비용(예비력 비용),

프로파일 비용
(기존 발전소 비용부담 증가)

○
△

(망 이용료 
및 접속비용)

외부 비용

GHG, non-GHG 비용,
자연경관 및 소음 영향,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영향,
방사능 관련 비용

○ ×

기타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

산업 파급효과,
에너지안보 효과

○ ×

자료: Danish Energy Agency 홈페이지 Methodology, Assumption and Guidelines for LCoE 
p.8~p.9 (https://ens.dk/en/our-responsibilities/global-cooperation/levelized-cost-energy-
calculator, 검색일자 2018.11.6),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
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1> 태양광 LCOE 산정시 고려요소 및 관점에 따른 포함 여부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비용 및 외부 비용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의 

부족과 예산 및 기간 상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으로 발전소 단위 비용

위주로 LCOE 분석을 수행하였다.48) 다만 ELCOE와 FLCOE를 구분하

는 비용으로, 이것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는 주장도 존재함(Fraunhofer, 2018, Recent Facts about Photovoltaics in Germany,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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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정하고 각각의 정의에 부합하게 활용하였다. 

2017년 기준 시장잠재량의 경우 ELCOE와 FLCOE 각각의 관점에서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반면, 2018년~2030년 이행비용은 ELCOE의 관점

에서 잠재량과 이행비용을 산정하였다. 2017년의 경우 SMP와 REC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ELCOE와 FLCOE 관점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2018

년~2030년의 경우 SMP와 REC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 등 

FLCOE의 고려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없고, 따라서 FLCOE 분석이 불

가능하다. 또한 2018년~2030년 이행비용 분석은 사회적 관점에서 태양

광 보급으로 인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관점

에서도 FLCOE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LCOE FLCOE

2017년 시장잠재량 ○ ○

2018년~2030년 이행비용 ○ ×

자료: 직접 작성

<표 2-12> 분석 내용별 적용 LCOE 구분

48) 이후에도 밝혔지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 폐기 비용(폐모듈 재활용 
비용)을 포함하고, 숨겨진 비용(hidden cost)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외부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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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OE 산정 모형

본 연구에서 적용한 ELCOE 산정 모형은 (식 2-1), (식 2-2)와 같다. 

여기서 는 초기설치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비를 제외한 모

듈, BOS(Balance of System), 건설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는 운영유지비로 수리 및 관리, 보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

함한다. 는 토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에 투자하고 경제적수명 

20년 이후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는 태양광 발전소 수명 만

료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잔존가치를 의미한

다. 여기서 수익은 강재 등 부품 판매로 인한 수익을, 비용은 폐모듈 재

활용 및 처리 관련 순비용을 의미한다. 

 


  








  













  (식 2-1)

여기서 는 설치비, 

는 운전유지비, 

는 토지비, 

는 잔존가치 (폐기비용을 포함)49), 

는 실질 사회적 할인율, 

는 성능저하율, 

는 초기발전량, 

는 경제적 수명

49) 잔존가치가 양(+)인 경우를 가정하여 부호를 음(-)으로 표시함. 폐기비용의 경우 
실제 잔존가치는 음(-)이므로 ELCOE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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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LCOE는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는 

 중 자기자본투자를 의미한다. 는 감가상각을 의미하며 

20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과  은 각각 부채상환(원금 및 이자)

과 그 중 이자 지출을 의미하는데 각각 10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50)

 


  







 
  






 

  





  
  





 







(식 2-2)

여기서 는 설치비 중 자기자본투자, 

는 실효세율, 

 는 부채(원리금)상환, 

는 감가상각

 는 이자지출, 

는 실질사적할인율

앞서도 설명했고 (식 2-1), (식 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ELCOE

와 FLCOE 산정 모형에 반영되는 비용 요소들은 상이하다. <표 2-13>

은 본 연구에서 ELCOE와 FLCOE 산정 시 반영한 주요 고려요소들을 

비교한 것이다.

50) 즉, FLCOE의 경우 자기자본투자분에 대해서는 초기투자로 반영하고 타인자본투
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10년간 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함. 한편, 
아래 식에서 감가상각과 부채상환 중 이자지출의 경우 세제 감면 요소이므로 이
를 별도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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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ELCOE FLCOE

CAPEX

모듈 ○ ○
BOS ○ ○

건설비 ○ ○
계통접속비 ×주1) ×
인센티브 × ×

OPEX 수리 및 관리 ○ ○
보험료 ○ ○

금융비용 × ○
감가상각 × ○

세금(법인세) × ○

토지비 ○(시나리오) ○(시나리오)
잔존가치 △주2) △
성능저하율 ○ ○
경제적수명 ○(20년) ○(20년)
할인율 ○(사회적) ○(사적)

자료: 직접 작성
주1: 본 연구에서 참고한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CAPEX 자료
에 계통접속비는 포함된 것으로,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그러
나 이 두 비용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비와 계통접속비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
함. 토지비의 경우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계통접
속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CAPEX 상승 시의 잠재량 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주2: 잔존가치는 기본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다만 폐기비용은 반영함. 폐기비용은 
외부비용의 대리변수로, 일반적으로 외부비용은 FLCOE 분석에서는 제외함. 그
러나 최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이 비용을 생산자에 부여하
겠다고 밝혔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비용을 FLCOE에도 반영함.

<표 2-13> 태양광 ELCOE, FLCOE 주요 고려요소 비교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에서 격자별로 LCOE의 차이가 발생하

는 요인은 첫 번째로 격자별 일사량 차이로 인해 격자별로 발전량 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일사량이 많은 격자는 동일한 면적에서 많은 양

의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COE가 하락하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격자별로 토지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식 2-1)과 (식2-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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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이하기 때문인데 토지비가 높을수록 가 커지게 되고 이는 

LCOE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별 평균 공시지가 DB

를 구축하여 토지비로 LCOE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 LCOE를 산정할 

때에는 시스템 면적을 실제 설치 면적인 13.2m2/kW로 가정하였다.51) 

이는 모듈 경사각에 의한 그림자효과를 고려한 이격거리 등을 반영한 

것이다.52) 

3) LCOE 전망 모형

전력거래소(2018)53)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및 BNEF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

지의 태양광 직접투자비를 추산하였고54), 회귀식(추산식) 추정을 통해 

모듈가격과 BOS(Balance of System)가격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연구에서 적용한 모듈가격과 BOS가격 추

산식은 다음과 같다.55)

              ln   ×ln  (식 2-3)

여기서 는 모듈 가격 및 BOS 가격,

       는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51)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듈면적 6.6m2/kW의 두 배에 해당함.
52) 태양광 발전사업자, 태양광 산업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결과와 최근 

국내외 설치 실적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인 수치로 판단됨.
53)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54) 직접투자비의 경우 토지비 포함여부가 불명확하여 토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토지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음.
55)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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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계수 , 를 추정하여 추산식을 도출하고, 누

적보급용량 전망치()를 활용하여 가격()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누적보급용량 전망치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목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LCOE 전망 모형은 전력거래소(2018)56)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100kW~3,000kW

로 한정하고 이를 지상 설치 태양광의 대표설비로 가정하였다. 또한 

설비이용률, 소내소비율 등 일부 가정은 전력거래소(2018)의 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주요 가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

하였다.

4) 대체전원 LCOE 산정 및 전망 방법

이행비용 분석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으로 인해 대체되

는 전원에 대한 LCOE를 산정 및 전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 시 석탄화력과 가스복합화력이 22.1 : 77.3의 비율로 감소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57) 

한편 석탄화력과 가스복합화력의 LCOE는 전력거래소(2018)58)에서 

제시한 2017년과 2030년의 수치를 인용하였으며, 사이 년도의 경우 연

56)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57) 2017년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영향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전발전량 증가 시 석탄발전량과 가스발전량이 각각 
22.1%, 77.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
음. 동일한 모형인 M-Core를 활용하여 연구원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증가 시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2:8~3:7의 비율로 
석탄발전량과 가스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
석의 편의를 위해 매년 동일하게 22.1:77.3의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음.

58)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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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내삽(interpolation)하였다. 석탄화력과 가스복합

화력의 LCOE 산정 및 전망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석탄화

력과 가스복합화력의 LCOE는 공히 ELCOE로, 재무적 관점에서 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발전원 LCOE 산정 및 전망 방법

석탄화력

•건설비, 운영유지비, 송전접속비, 연료비, 환경비용, 정책비용 등을 
포함

•LCOE는 2017년 81.2원/kWh에서 2030년 100.1원/kWh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17년 ~ 2030년 간 석탄화력 LCOE 연평균 1.62% 증가, 이를 반
영하여 사이년도 전망

가스복합화력

•건설비, 운영유지비, 송전접속비, 연료비, 환경비용, 정책비용 등을 
포함

•LCOE는 2017년 92.0원/kWh에서 2030년 98.7원/kWh으로 상승할 것
으로 전망

•2017년 ~ 2030년 간 가스복합 LCOE 연평균 0.54% 증가, 이를 반
영하여 사이년도 전망

자료: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
구원, p.59~p.60, p.63~p.6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4> 석탄화력 및 가스복합발전 LCOE 산정 및 전망 방법

라. 이행비용 정의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행비용은 태양광 전력 생산을 위

해 사회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이행비용은 발전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행비용은 크게 총 이행비용과 순 이행비용으로 구분한다. 2018년부터 

2030년 사이의 특정연도 기의 연간 총 이행비용은 해당연도에 목표로 

하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기까지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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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행비용은 해당연도까지의 연간 총 이행비용을 합산한 것을 의미

한다. 순 이행비용은 총 이행비용에서 태양광 전력에 상응하는 양의 전

력을 대체전원으로부터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차감한 것

이다. 이는 결국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의 연간 순 이행비용을 해당연도의 총 발전량59)으로 나누면 해당

연도에 태양광 전력의 생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전력생

산단가 증가분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환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주요 재생에너지원은 빠른 속도로 LCOE가 하락하는데, 

이는 기술개발로 인한 효율향상, 대량생산과 경험축적에 따른 부품단

가 및 설치비용 하락 등에 기인한다. 이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학습

(Learning)이라 부른다. 이러한 학습은 개별 국가(Local) 단위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Global)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우리나라

가 태양광을 보급하지 않더라도 학습으로 인한 LCOE 하락은 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60)  

따라서 우리가 재생에너지3020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은 태양광 LCOE가 가장 낮은 시점인 2030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과거에도 태양광을 보급해 왔고, 앞으로도 매년 태양광을 보급

59) 629,075GWh,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목표 발전량
60) 물론 모든 학습이 전 세계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일부 부품과 설치

비, 연성비용(soft cost) 등의 경우 개별 국가, 혹은 사업자 단위에서의 학습효과가 
중요하기도 함. 따라서 모듈가격의 경우 국가별로 거의 유사하지만 인버터나 설
치비, 연성비용은 국가별로 상이함(이철용, 2017,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7, p.4,p.9,p.10 참조, 
p.83~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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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재생에너지3020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

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효율적이지 못한 방

법을 채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기술개발 및 실증, 설치

비 및 연성비용에 대한 학습을 통한 단가하락, 국내 산업 육성, 

track-record 확보와 이를 통한 수출 산업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

보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소위 ‘정책적’ 목적을 위해 태양

광 발전 설비를 2030년 시점 이전, 즉 LCOE가 높은 시점에 선행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본 연구에서는 전환비용이라 정의하였

다.61)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행비용은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을 할 것이

고, 따라서 이행비용 분석에 사용되는 LCOE는 ELCOE로 한정한다. 이

행비용별 산정방법은 <표 2-15>와 같다.

61) 신재생에너지를 선행적으로 보급함으로써 비용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우선 화석
연료의 대체를 통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비용 절감효과가 존재함. 또한 기술개
발 및 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증가와 같은 산업 측면에서의 편익도 존재함.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술한 정책적 목적과 효과를 창출
하기 위해 지불하는, 발전비용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산정하였음. 따라서 
이는 단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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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비용 분류 이행비용 산정방법

기의

총 이행비용

()

     × 

  여기서 는 기의 신규 태양광 발전 Economic LCOE,

         는 기의 태양광 발전량,

          





 × ∆

기의

순 이행비용

()

      × 

  여기서   





 × ∆

,

          
 

 ×   ×  , 

         는 기의 신규 석탄화력 Economic LCOE,

         는 기의 신규 가스복합화력 Economic LCOE,

          , 는 각각 0.221, 0.773

기의

전력생산단가

증가분

()

  


  × 

  여기서 는 기의 총 발전량

기 까지의

전환비용

()
  





    × 

자료: 직접 작성

<표 2-15> 이행비용 분류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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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17년 지역별 LCOE 및 시장잠재량 산정

1. CAPEX 및 LCOE 추정

가. LCOE 추정의 주요 전제조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LCOE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연구자별로 

상이하다. 그런데 전제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LCOE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값이 의미하는 바도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

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LCOE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을 설정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표발전기를 선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들을62) 바탕으로 태양광 대표발전기를 선정하였는데, 지상

형은 200kW(100~3,000kW) 건물형은 3kW(3~10kW)로 가정하였다. 각각

의 대표발전기를 대상으로 LCOE를 산정하기 위해 <표 3-3>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유형별 전제조건을 설정하였다. 모든 전제조건은 2017년

을 기준년도로 한다.

제2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LCOE를 ELCOE와 FLCOE

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잠재량 분석에 활용한다. ELCOE와 FLCOE 산정

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려 요소는 초기투자비용(CAPEX), 운영 및 유

지비용, 이용률, 할인율, 물가상승률, 설비 수명(운영기간), 성능저하율 

등이 있다.

62)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
연구원., 이철용, 2017,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에
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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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기투자비용은 전력거래소(2018)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받은 태양광 설비 용량별 초

기투자비용 자료를 분석하여 초기투자비용을 도출하였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상형과 건물형의 초기투자비용은 2017년 기준 MW당 

각각 16.6억원, 20.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3) 운영 및 유

지비용은 선행연구64)를 참조하여 매년 초기투자비용의 1.5%를 지출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력거래소(2018)65)는 발

전소 수명 완료 이후 폐모듈이 발생하므로 이의 처리비용으로 34,500원

/kW를 적용하였다. 다만 부품 재활용에 따른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

았다. 한국전력공사(2018)66)의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의 해체 후 부

품 재활용에 따른 잔존가치가 오히려 폐모듈 처리비용 보다 크다는 해

외 연구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모듈 처리비용과 부품 재

활용에 따른 잔존가치를 상계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

수적으로 접근하여67) 전력거래소(2018)68)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모듈 

처리비용 34,500원/kW만 잔존가치로 반영하고 부품 재활용에 따른 잔

존가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3)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서 지상형(100kW~3,000kW) CAPEX을 활용, 건물형(3kW~10kW) CAPEX의 
경우 위 연구에서 활용된 기초자료(10kW 이하 CAPEX)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추
정하였음.

64)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p.68

65)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p.67

66) 한국전력공사, 2018,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p.174
67) 즉, 태양광 LCOE가 높게 추정되는 방식을 채택
68)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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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이용률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7)의 연

구결과를 준용하여 지상형과 건물형에 대해 14.75%로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69)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 격자별로 일사량을 고려하여 설비 이용

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일사량과 이용률간의 관계식을 도출하

고 이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지역별 태양광 평균 설비

이용룰과 해당 지역의 평균 일사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귀분

석을 통해 설비이용률과 일사량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우선 지역별 평

균 설비이용률70)과 평균 일사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3-1>, <표 3-2>와 

같다.

해당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보이는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3-1]과 같이 설비이용율과 일사량 간 어느 정도의 상관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1) 이를 통해 추정된 회귀식을 적용하여 각 

격자별 일사량을 설비이용률로 변환하여 LCOE 추정에 활용하였다. 

구분 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p-값

Y 절편 12.55 4.1649 3.0132 0.0087

일사량 0.3931 1.1092 0.3544 0.7280

R²: 0.0083, 표준오차: 0.8145

<표 3-1> 지역별 평균 설비이용률과 평균 일사량의 관계식 추정결과

69)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 p.37

70) 전력거래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역별로 정리
71) 추정결과의 설명력이 낮음. 그러나 설비이용율과 일사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어 해당 결과를 활용함. 추후 시간 단위 분석 등으로 
둘 사이의 관계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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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 설비이용률 (%) 지역별 평균 일사량 (kWh/m2/day)
강원도 14.3 3.6263 
경기도 13.6 3.5369 
경상남도 13.9 3.9253 
경상북도 14.7 3.7809 
광주시 13.8 3.9109 
대구시 14.2 3.7507 
대전시 11.7 3.8274 
부산시 13.8 3.8659 
서울시 13.6 3.3502 
세종시 15.0 3.7936 
울산시 13.5 3.8175 
인천시 15.1 3.6869 
전라남도 14.6 4.1193 
전라북도 14.5 3.8388 
제주도 13.7 3.4619 
충청남도 14.0 3.7750 
충청북도 14.6 3.6923 

<표 3-2> 지역별 평균 설비이용률과 평균 일사량 (2015년 기준)

[그림 3-1]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과 일사량(GHI) 관계식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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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ELCOE와 FLCOE 산정 시 모두 필요한 고려 요소이나 각

각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과 사적 할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

였다. ELCOE에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사회적 할인율 4.5%를 사용하였다.72) FLCOE에는 사적 할인율

을 적용하였는데 회계학적 관점에서의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을 

계산하여 5.6%를 사용하였다. 할인율 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최근 10년간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2.5%를 적용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의 경우, 최근 모듈의 보증기간은 25년 이상이지

만 발전차액제도(FiT)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인센티브 지원 기간을 

준용하여 경제적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였다.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

는 성능저하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문을 통해 연간 0.8%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73) 

FLCOE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ELCOE와 FLCOE에 공동으

로 적용되는 고려 요소들 외에 부채비율, 이자율, 법인세가 추가로 반

영되어야 한다. 국내 실적과 대표발전기 규모를 고려하여 부채율은 

70%, 이자율은 3%, 법인세는 11%를 적용하였으며, 건물형의 경우 법인

세를 제외하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과 연계되는 SMP는 전력거

래소에 발표한 2017년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REC 가격은 비용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한 2017년 기준가격을, REC 가중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고시한 2017년 기준 REC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LCOE 산정 시 토지비 반

72) 기획재정부, 20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2017년 8월 11일

73)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에서도 0.8%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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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여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토지비는 토지 가격조

사 및 감정을 통해 공시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원)을 활용

하였다. 토지비를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건설

교통부에 요청하여 받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격자별 공시지가 DB를 

구축하였다.74) [그림 3-2]는 이렇게 구축된 격자별 공시지가 DB를 우리

나라 지도에 도식화한 것이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격자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며 주로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

시 및 인근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격

자는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의 지역이 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건설교통부, 전국 공시지가(원/m2) 

[그림 3-2] 전국 격자별 공시지가 분포(2017년 기준)

74) 격자별 공시지가는 격자 내 개별토지 공시가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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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지상 태양광 건물 산출근거

규모 200kW
(100~3,000kW)

3kW
(3~10kW)  - 국내 표준설비

초기투자비용
(CAPEX)

(억원/MW)
16.6 20.9

 - 지상 :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
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에
너지경제연구원. 자료 활용

 - 건물 :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
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에
너지경제연구원. 자료(10kW이하 CAPEX)
를 활용하여 저자 재추정

운영 및 
유지비용
(OPEX)
(%·년)

초기
투자비용의 

1.5

초기
투자비용의 

1.5

 - 운영 및 유지비용 :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
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잔존가치*
(원/kW) -34,500 -34,500

 - 폐모듈 처리비용 : 전력거래소, 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6775) 

평균 
설비이용률 (%) 14.75 14.75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
4.5 4.5  - 기획재정부(2017.08.11.) : 사회적 

할인율 4.5%

사적 
할인율

(%)
5.6 5.6

 - WACC(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대체,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회사채 
발행 금리, 법인세 등을 반영한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

WACC = 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
비중+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비중

부채율 (%) 70 70
 - 국내 실정 반영이자율 (%/년) 3.0 3.0

물가상승률 (%) 2.5 2.5
법인세율 (%) 11% -  - 법인세 10%(2억원 이하), 지방세 1%

경제적수명 (년) 20 20
 - 산업통상자원부(2014.04), 2014년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
한 연구(2014년도 기준)

성능저하율 (%) 0.8 0.8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부자료(2017
년도 기준)

SMP (원/kWh) 81.77 81.77  - 전력거래소(SMP 육지 기준)

REC (원/kWh) 95.16 129.76
 - 비용산정위원회(REC 기준가격 기준)
 - 지상 200kW 복합가중치 1.1, 건물 가

중치 1.5 적용
주: * 폐모듈 처리비용만 반영함. 즉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
자료: 직접 작성

<표 3-3> LCOE 추정 주요 전제조건(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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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COE 추정 결과

상술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격자별 태양광 LCOE를 추정하였고 그 결

과는 [그림 3-3]과 같다. 토지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ELCOE와 

FLCOE의 평균은 각각 130.3원/kWh, 136.2원/kWh로 도출되었다. 반면, 

설비수명이 끝난 뒤 토지의 잔존가치를 회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토지

비를 포함할 경우 ELCOE와 FLCOE의 평균은 각각 152.8원/kWh, 156.1

원/kWh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 관점에서의 ELCOE보다 이자비용 및 

법인세 등이 포함된 사적 관점에서의 FLCOE가 kWh당 3.3~6.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비 포함 여부에 따라 LCOE가 kWh당 

20~22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회적 관점

에서든 사적 관점에서든 토지비가 낮은 지역을 선점하여 우선 개발하

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2017년 기준 ELCOE 및 FLCOE 추정 결과

 자료: 직접 작성

75)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2016, DECOMMISSIONING 
SOLAR PANEL SYSTEMS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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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지점별 ELCOE를 토지비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우

리나라 지도상에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태양광 ELCOE 시장

잠재량 지도라 명명하겠다. 두 지도를 비교하였을 때 토지비 포함 여부

에 따라 지역별로 ELCOE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사량의 편차는 크지 않다. 

따라서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별로 ELCOE는 차이가 크

지 않다([그림 3-4](좌)). 그러나 토지비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때문

에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ELCOE의 지점별, 지역별 편차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4](우)).

FLCOE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점별 FLCOE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태양광 FLCOE 시장잠재량 지도를 도식화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6]~[그림 3-7]은 ELCOE 구간별 시장잠재량의 지자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시장잠재량 지역분

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데 낮은 구간에는 전남, 전북, 

경남이 지역이 주로 분포하고, 높은 구간은 수도권과, 제주 지역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LCOE가 낮은 지

역과 높은 지역간 편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COE가 낮

은 지역은 전남, 전북, 경남 서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일

사량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토지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아도 LCOE가 높게 나타나던 수도권, 제주 

지역의 LCOE는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충청 북부, 경북 서부, 

경남 동부 지역의 LCOE가 토지비 포함 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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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북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38.6%인데, 이는 본 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한다.76)77)

해당 결과는 향후 정부나 발전사업자가 어떤 지역을 우선하여 개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태양광 계통접속 수요가 늘어

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개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핵심 

장애요인으로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계통접속 지연을 꼽았다. 둘 중 

후자의 경우, 송배전 설비를 운용하는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계통접

속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송배전 설비를 확충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6)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p.83~p.84
77) 전남 22.2%, 전북 16.4%. 반면 경기 6.2%, 충북 5.4%, 강원 6.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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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시장잠재량 산정

여기서는 앞서 산정한 격자별 LCO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의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산정한다.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잠재량

은 ELCOE와 FLCOE 각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가. 토지비 미포함시 시장잠재량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ELCOE 

기준과 FLCOE 기준이 동일하게 411.3TWh, 318.6GW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ELCOE와 FLCOE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잠재량 수치가 동일

한 것은 격자별 최대 ELCOE와 FLCOE가 모두 SMP+REC 보다 낮은 수

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현

재 지원 수준 하에서 규제하잠재량 전체가 경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구분 토지비 미포함

ELCOE 기준
(평균 130.3원/kWh)

설비용량 (GW) 318.6

발전량 (TWh) 411.3

FLCOE 기준
(평균 136.2원/kWh)

설비용량 (GW) 318.6

발전량 (TWh) 411.3

자료: 직접 작성

<표 3-4>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잠재량(토지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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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는 2017년 신규 태양광 보급용량의 234배, 누적 태양광 

보급용량의 55배에 달한다.78)

나. 토지비 포함시 시장잠재량

토지비를 포함하여 시장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ELCOE 기준으로는 

378.9TWh, 293.4GW로 도출되었다. 토지비를 포함한 FLCOE 기준으로

는 시장잠재량이 378.5TWh, 293.0GW로 산정되었다. 이는 토지비를 포

함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각각 7.9%(25.2GW), 8.0%(25.6GW) 감

소한 수치이다. 해당 결과는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토지

비를 포함할 경우 일부 지점의 LCOE가 SMP+REC 보다 높고 이 때문

에 시장잠재량 산정 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현재 기술 수준, 규제정책 강도, 지원정책 강도 

하에서 공급 가능한 태양광의 잠재량이 약 380TWh, 293W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7년 신규 태양광 보급용량의 217배, 누적 태양

광 보급용량의 51배에 달한다.79) 즉, 현재의 규제정책 강도와 지원정책 

강도는 태양광 보급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 수준80)을 하락시키더라도 시장잠재량은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부 우수 입지를 선점한 발전사업자들이 과당

이윤(windfall)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81)

이상의 결과를 발전사업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태양광 발전 

78) 각각 1,362MW, 5,834MW.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p.30)
79) FLCOE 기준
80) REC 기준가격
81) 과거 시점에 도입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높은 LCOE가 현물시장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현물시장의 거래가격이 계약시장, 나아가 REC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RPS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그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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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사량이나 토지비 보다는 오히려 주

민 수용성이나 인허가, 계통접속 확보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경우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토지비 포함

ELCOE 기준
(평균 152.8원/kWh)

설비용량 (GW) 293.4

발전량 (TWh) 378.9

FLCOE 기준
(평균 156.1원/kWh)

설비용량 (GW) 293.0

발전량 (TWh) 378.5

자료: 직접 작성

<표 3-5>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잠재량(토지비 포함)

다. 시나리오 분석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초기투자비에는 계통접속

비용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숨겨진 비용(hidden cost)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

기서는 이러한 비용들이 포함될 경우 LCOE와 시장잠재량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초기투자비용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6>은 태양광 설치비용 상승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자료이다. 

설치비를 기준가격 대비 10만원/kW 상승 및 20만원/kW 상승에 따른 

시장잠재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82) 분석결과 ELCOE의 경우 10만원

82) 이는 각각 CAPEX의 6%, 12%에 해당함.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표준화하기 쉽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특정 풍력발전 사이트의 경우 총 사업비 
중 10%를 수용성 확보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업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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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상승 시 평균 LCOE는 6.2원/kWh 상승하고 시장잠재량이 1.0GW 

감소하였다. 20만원/kW 상승 시에는 평균 LCOE가 13.8원/kWh 상승하

여 시장잠재량이 8.0GW 감소하였다. FLCOE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10

만원/kW 상승 시 평균 LCOE가 5.7원/kWh 상승하였으나 설비용량은 

5.4GW 감소하였다. 20만원/kW 상승 시에는 평균 LCOE가 11.5원/kWh 

상승하였는데 설비용량은 14.4GW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의 LCOE(ELCOE) 보다 사적 관점의 

LCOE(FLCOE) 변화에 대해 시장잠재량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이는 숨겨진 비용이 증가할 경우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짐작케 한다. 

CAPEX 20만원/kW 상승을 반영할 경우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토지비 

포함 기준 280GW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구분
평균 LCOE

(원/kWh)
설비용량

(GW)
발전량
(TWh)

ELCOE
(토지비 포함)

기준가격 152.8 293.4 378.9

10만원/kW 상승 159.0 (4.1%) 292.0 (-0.5%) 377.1 (-0.5%)

20만원/kW 상승 166.6 (9.0%) 285.0 (-2.9%) 368.1 (-2.9%)

FLCOE
(토지비 포함)

기준가격 156.1 293.0 378.5

10만원/kW 상승 161.8 (3.7%) 287.6 (-1.8%) 371.4 (-1.9%)

20만원/kW 상승 167.6 (7.4%) 278.6 (-4.9%) 359.9 (-4.9%)

자료: 직접 작성
주: 괄호 안은 기준가격 대비 변화율

<표 3-6> CAPEX 증가에 따른 태양광 시장잠재량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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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잠재량 산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은 기본적으로 태

양광 발전사업용을 기준으로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적용한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시장잠재량 산정 결과들은 발전사업용 기준으로 산정한 

시장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정

책 영향요인 중 취락지구, 주요도로 100m 이격거리 규제 등의 영향요

인은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분석한 시장잠재량 중 건물

형 시장잠재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자가소비를 위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규제정책 영향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시장잠재량은 실제 시장잠재량, 특히 건물형 시장잠재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자가소비용 태양광(자가용 건물형)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별도로 산

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가용 건물형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또한 기본적으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에 기반한다. 도로명 주소를 바탕으로 산정된 격자 내 

건물 면적을 대상으로 이론적잠재량부터 시장잠재량에 이르는 단계별 

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우리나라 자가용 건물형 태양광 시

장잠재량을 도출한다. 다만 앞서 제시한 발전사업용 시장잠재량 산정

에서 적용했던 <표 2-8>의 규제정책 영향요인은 모두 제거함으로써 국

토 내 건물 면적 전체가 빠짐없이 시장잠재량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도

록 한다. 또한, 자가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고 

LCOE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정부의 보조 하에서 건물에 설치 가능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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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설비 전체가 시장잠재량에 해당하게 된다.

<표 3-7>은 건물에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급 가능한 시장

잠재량을 산정한 것이다.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모두 적용할 경우 건물

에 설치가능한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발전사업용을 기준으로 2.5GW, 

3.2TWh로 산정되었다. 반면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모두 제거하고 자가

용으로 설치한다고 가정한 경우 건물에 설치가능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은 44.2GW, 56.3TWh로 발전사업용 보다 약 18배 정도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83) 우리나라의 건물 옥상에만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도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량

(42.3TWh)을 초과하여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용 건물형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현재의 제도 하

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잠재량이 아니다. 그 이유는 건물에 따라 자

가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비용량, 혹은 발전량이 해당 

건물의 태양광 시장잠재량 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시장잠재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 후 남는 잉

여전력에 대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동일변압기 내에 있어야 하는 등의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

화로 인해 건물에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은 것도 시장잠재량 실현의 

83) 이 수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에서 제시한 32GW, 43.3TWh에 비해 약 
30% 많은 수치임.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건물 옥상 설치 시 
26.4m2/kW의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에
서는 이보다 26% 많은 33.3m2/kW의 면적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임.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벽면은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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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듯이 건물형 태양광 시

장잠재량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형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구분

시장잠재량* 2017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

대비 (%)

2030년 태양광
목표 보급용량***

대비 (%)
설비용량

(GW)
발전량
(TWh)

발전사업용 
시장잠재량

지상형 290.5 375.2

5,022.3 802.7건물형 2.5 3.3

계 293.0 378.5

자가용 건물형 시장잠재량 44.2 56.3 757.6 121.1

총 시장잠재량 334.7 431.5 5,737.1 917.0

자가용 추가 잠재량 41.7 53.031 714.8 114.2

주: * FLCOE(토지비 포함) 시장잠재량 : 378.5TWh
    ** 2017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 : 5,834 MW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30)
    *** 2030년 태양광 목표 보급용량 : 36.5GW (관계부처합동,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p.2)

<표 3-7> 태양광 사업용 및 자가용 시장잠재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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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잠재량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활용하여 2017년 기준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FLCOE 기준

으로 최대 293.0GW, 378.5TWh의 시장잠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2017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의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태

양광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 있어 충분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특히 자가용 건물형 태양광 시장잠재량을 별도로 산정한 결과 

44.2GW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형 태양

광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가 보다 수월

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가용 건

물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현재의 보급 수준과 장기 보급 목표

와 비교할 때 태양광 시장잠재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발전사업 측면에

서 정부의 규제정책 강도와 지원정책 강도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 우호

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현재의 REC 거래

제도 및 가격결정 방식의 개편을 통해 REC 가격 수준을 낮추더라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LCOE 분석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비용요소들, 

가령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

(hidden cost), 계통접속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

부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잠재량 및 

LCOE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고도화함으로써 공

공과 민간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송배전 인프라 확보를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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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핵심 재

생에너지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태양광을 보급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될 이행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행비용 분석은 ELCOE와 규제하잠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요 

전제는 제2장과 <표 3-3>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행비용 산정 절차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각 연도별로 ELCOE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연도별 ELCOE-규제하잠재량 분포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보급목표에 대응하여 최적ELCOE와 평균ELCOE를 도출하고 이행비용

을 산정한다. 앞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이행비용은 발전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행경로에 따른 이행비용 격차와 절감 가능한 비용 수준을 판단

하는데 있어 정책적 활용성이 있을 것이다.

1. CAPEX 및 ELCOE 전망

가. 태양광 CAPEX 및 평균 ELCOE 전망

[그림 4-1]은 태양광 CAPEX의 실측치와 전망치를 지상형 200kW 

(100~3,000kW) 대표발전기와 건물형 3kW(10kW 이하) 대표발전기로 구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지상형의 

CAPEX 실측치와 전망치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건물형의 

CAPEX의 실측치와 전망치이다. 지상형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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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kW당 약 160만원 수준이며, 건물형의 경우 kW당 약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3>). 제2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태양광 

지상형과 건물형의 CAPEX 실측 자료는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가정하였다. 두 가지 설비 형태를 비교해보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지상형이 건물형보다 CAPEX가 약 40만원/kW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CAPEX는 학습과 기술개발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효율 향

상 등에 기인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형 CAPEX는 2030년 kW당 100만원 이하로 감

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형 CAPEX는 kW당 130만원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84)

[그림 4-1] 태양광 용량별 CAPEX 전망 

자료: 직접 작성

84) (식 2-3)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태양광 보급목표에 따른 목표 달성 
시의 CAPEX 전망(p.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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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유형별 CAPEX 전망치를 바탕으로 토지비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 ELCOE를 전망한 그래프이다. 전망결과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은 평균 ELCOE는 2017년 130.3원/kWh에서 2030년 83.5원/kWh으로 

약 3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를 포함한 평균 ELCOE는 

2017년 152.8원/kWh 수준에서 2030년 105.0원/kWh으로 약 31%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 포함여부에 따른 ELCOE의 차이는 2017년 

기준 22.5원/kWh, 2030년 기준 21.5원/kWh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의 ELCOE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

유는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가 높아 평균 LCOE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85) 

[그림 4-2] 연도별 태양광 평균 ELCOE 전망

자료: 직접 작성

85) 전력거래소(2018),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원은 토지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토지비로 인한 LCOE 증가를 2017
년 기준 약 15원/kWh 수준으로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잔존가치를 고려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평균 약 22원/kWh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력거래소
(2018)는 전남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격자별 평균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LCOE를 분석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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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은 지자체별 ELCOE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 지자체별로 ELCOE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의 경우 높은 토지비로 인해 ELCOE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에도 ELCOE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3] 지자체별 2017년, 2030년 평균 ELCOE 비교

자료: 직접 작성

나. 대체 전원(석탄, 가스) ELCOE 전망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이 증가할 때 석탄발전과 가

스발전이 각각 22.1:77.3의 비율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석

탄‧가스 복합 ELCOE는 2017년 89.6원/kWh에서 2030년 99.0원/kWh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에서 회색 선이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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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발전 ELCOE 전망치이며, 파란색 선이 연도별 가스복합화력 

발전 ELCOE 전망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석탄과 가스발전

의 ELCOE 전망치를 가중평균한 석탄·가스 복합 ELCOE이다. 즉, 태양

광 발전 대체 전원의 ELCOE는 2017년 약 89.6원/kWh에서 2030년 99.0

원/kWh로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4] 연도별 석탄‧가스 복합 ELCOE 전망

자료: 직접 작성

2. 2030년 이행비용 분석86)

가. 연도별 ELCOE-규제하잠재량 산정

추정된 태양광 ELCOE 전망치를 바탕으로 [그림 4-5]와 같이 연도별 

86) 이행비용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7년으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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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태양광 수

요-공급 곡선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연도별로 공급목표가 정해지면 해

당 수요에 대응하는 한계 비용(ELCOE)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연도별 신규 최적 ELCOE라 부른다. 반대로 연도별로 정부의 

지원수준이 정해지면 해당 지원수준 하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규제하잠

재량이 도출된다. 앞서 우리는 이것을 해당연도의 시장잠재량으로 정

의한 바 있다(<표 2-7>).

[그림 4-5]를 보면 연도별로 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전망하였듯 학습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고 

보급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ELCOE가 하락하고, 이로인해 동일한 잠재

량에 대응하는 ELCOE가 감소하기 때문이다.87) 한편, 우리나라의 규제

하잠재량은 최대 411TWh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

지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전제된다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인 42TWh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

점에서 목표의 상향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은 토지비 포함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4-6]은 

토지비 포함 여부에 따른 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과 신규 평균 

ELCOE 및 신규 최적 ELCOE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신규 평균 

ELCOE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도입될 수 있는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의 평균 ELCOE이다. 이는 자원(입지)이 임의 배분될 경우의 연도별 신

규 ELCOE이다. 신규 최적 ELCOE는 ELCOE가 가장 낮은 지역부터 태

양광 설비를 설치해 나갈 경우, 해당연도 보급량에 대응하는 ELCOE를 

87) 혹은 동일한 ELCOE 하에서의 시장잠재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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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도별 ELCOE-규제하잠재량 

자료: 직접 작성

구분
신규
(GW)

누적
(GW)

발전량
(TWh)

’18년 1.3 6.3 7.5
’19년 1.5 7.8 9.5
’20년 1.5 9.3 11.4
’21년 1.8 11.1 13.7
’22년 1.8 12.9 16.0
’23년 1.8 14.7 18.3
’24년 2.4 17.1 21.3
’25년 2.4 19.5 24.4
’26년 2.4 21.9 27.5
’27년 2.8 24.7 31.1
’28년 2.8 27.5 34.6
’29년 2.8 30.3 38.2
’30년 3.2 33.5 42.3

자료: 산업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79

<표 4-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태양광 보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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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자원이 태양광 보급을 위해 최적배분될 경우의 연도별 

신규 ELCOE인 것이다. 두 곡선을 비교해 보면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의 ELCOE가 포함하지 않을 경우의 ELCOE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비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규제하잠재량 그래프가 우

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지에 따라 ELCOE가 300원/kWh 이

상인 지역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LCOE가 높은 지역은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이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파악된다. 

<표 4-2>는 연도별 태양광 신규 평균 ELCOE 및 신규 최적 ELCOE와 

석탄‧가스 복합 신규 ELCOE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토지비를 포함하

지 않은 경우 2023년에 태양광 신규 최적 ELCOE가 석탄‧가스 복합 신

규 ELCOE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2024

년에 태양광 신규 최적 ELCOE가 석탄‧가스 복합 신규 ELCOE보다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ELCOE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2025년이 되었을 때 석탄‧가스 복합 ELCOE 보

다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2030년에 

이르러서도 석탄‧가스 ELCOE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4-3>에서는 각 연도별 보급 실적을 반영한 가중평균 

ELCOE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88)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2025년에 태양광 가중평균 최적 ELCOE가 석탄‧가스 복합 가중평균 

ELCOE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에도 

2025년에 해당 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중평균 

평균 ELCOE는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도 태양광이 

석탄‧가스 복합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88) 2017년 이전의 보급 실적 대해서는 2017년 ELCOE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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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지비 미포함 토지비  포함
신규 석탄-가스 
복합 ELCOE신규 

평균 ELCOE
신규 

최적 ELCOE
신규 

평균 ELCOE
신규 

최적 ELCOE
’18 125 113 147 113 90 
’19 119 107 140 108 90 
’20 114 103 135 104 91 
’21 109 99 130 100 92 
’22 105 96 126 97 93 
’23 101 93 123 95 93 
’24 98 90 119 92 94 
’25 95 88 116 89 95 
’26 92 86 114 87 95 
’27 90 84 111 85 96 
’28 87 82 109 84 97 
’29 85 80 107 82 98 
’30 84 79 105 81 99 

자료: 직접 작성

<표 4-2> 태양광 보급 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신규 ELCOE(원/kWh) 비교

구분

토지비 미포함 토지비  포함 가중평균 석탄-가
스 

복합 ELCOE
가중평균

평균 ELCOE
가중평균 

최적 ELCOE
가중평균 

평균 ELCOE
가중평균 

최적 ELCOE
’18 129 115 151 115 90
’19 127 114 149 114 90
’20 125 112 147 112 90
’21 122 102 144 103 91
’22 120 99 141 100 91
’23 117 96 139 97 91
’24 115 93 136 95 92
’25 112 90 134 92 92
’26 110 88 131 89 93
’27 107 86 129 87 93
’28 105 84 127 85 94
’29 104 82 125 84 94
’30 102 80 123 82 94

자료: 직접 작성

<표 4-3> 태양광 보급 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가중평균 ELCOE(원/kWh)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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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LCOE 분석 결과를 보면, 최적 ELCOE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비해 낮게 추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①이는 ELCOE 

분석결과이므로 FLCOE는 이보다 높을 것이다. ②실제 ELCOE는 최적

이 아니라 최적과 평균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다 높다. ③숨겨진 비

용(hidden cost)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

면 실제 태양광의 LCOE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편, BNEF(2018)89)는 우리나라의 2018년 하반기 태양광 LCOE를 

101~173 $/MWh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17년 추

정 결과와 유사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같은 시기 CCGT

는 75~100 $/MWh, 석탄은 55~69 $/MWh로 추정하였다.

[그림 4-7] 국내 주요에너지원별 LCOE ($/MWh, 명목)

 자료: BNEF, 2018, LCOE Comparison and Visualization(South Korea, 2018 H2)

89) BNEF, 2018, LCOE Comparison and Visualization(South Korea, 2018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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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비용 분석 절차

여기서는 앞서 도출한 연도별 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 연도별 최

적 ELCOE 및 평균 ELCOE를 바탕으로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비용을 분석하였다. [그림 4-8]은 이행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앞서 제시한 [그림 4-6]을 2030년까지의 태양광 보급목표에 맞

춰 절단하고 확대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 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에

서 각 연도별로 보급목표가 정해지면 ELCOE-규제하잠재량 곡선과 보

급목표의 접점에서 해당 연도의 신규 최적 ELCOE가 도출된다. 한편, 

신규 평균 ELCOE는 보급목표와 관계없이 도출된다. 

[그림 4-8] 이행비용 산정을 위한 잠재량 및 ELCOE 예시 (토지비 미포함)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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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는 최적 이행비용 산정에 대한 개념도이다. 여기서 A, 

A+B, A+B+C, A+B+C+D, A+B+C+D+E의 면적이 각각 2018년, 2020년, 

2022년, 2025년, 2030년의 연도별 최적 총 이행비용이며, 이를 합산한 

것이 2030년까지의 최적 총 이행비용이 된다. 그림에서 파란색 실선의 

면적이 최적 총 이행비용을 의미한다.90) 최적 총 이행비용에서 동일한 

발전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석탄‧가스 복합 발전비용을 차감하면 

최적 순 이행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9] 최적 이행비용 산정 개념도 예시

자료: 직접 작성

90)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매년도 가
중평균 최적 ELCOE를 도출하고 이를 발전량과 곱하여 최적 총 이행비용을 산정
함(<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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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은 평균 이행비용 산정에 대한 개념도이다. 기본적으로 산

정 방식은 최적 이행비용과 동일하다. 다만 A, B, C, D, E의 면적에서 

A′, B′, C′, D′, E′의 면적을 합한 붉은색 면적이 평균 이행비용

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평균 총 이행비용에서 동일한 발전량을 생산

하기 위해 소요되는 석탄‧가스 복합 발전비용을 차감하면 최적 순 이행

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9]와 [그림 4-10]을 비교해보면 토지가 

태양광 보급에 최적 배분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비용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0] 평균 이행비용 산정 개념도 예시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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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환비용을 분석한다. 우선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를 

2030년 한해에 태양광 설비를 건설하여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의 태양광 발전량과 2030년의 신규 최적 ELCOE의 곱이 총 이행비용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4-11]의 F와 같다. 그러

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이전에도 선행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30년 누적 최적 총 이행비용에서 F면적을 제외한 비용을 추가로 부

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차이가 전환비용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양호입지 선점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가 좁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양호입지가 선점되면서 결국 태

양광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91) 그러나 [그

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2030년까지 신규 평균 ELCOE와 신규 최적 

ELCOE가 역전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2030년까지는 양호입

지의 선점으로 인해 태양광 도입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다. 오히려 자원(토지)의 최적배분을 유도하면 평균  ELCOE에서 최적 

ELCOE로 ELCOE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계통연계가 지연되는 등의 장애요인으

로 인해 최적입지가 개발되지 못한다면 최적 ELCOE 보다 평균 

ELCOE에 가깝게 혹은 그 이상으로 실제 ELCOE가 결정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태양광 보급을 위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9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48.html, 최종접속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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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전환비용 및 양호입지 선점 효과 예시 

자료: 직접 작성

다. 토지비 미포함시 이행비용 추정

앞서 밝힌 과정을 통해 총 이행비용, 순 이행비용, 전환비용 등을 추

정할 수 있다. <표 4-4>와 <표 4-5>는 토지비 포함 여부에 따른 각각

의 비용과 태양광 보급으로 인한 전력생산단가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이다.

먼저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최적 

총 이행비용은 약 19.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 한해에

는 2.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최적 순 이행비용은 

2030년까지 누적 –10.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 한해에는 5,3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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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 순 이행비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24년부터 태양광의 가중평균 ELCOE

가 석탄‧가스 복합발전의 가중평균 ELCOE 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평균 총 이행비용은 최적 총 이행비용보다 

약 4.7조원이 높은 24.0조원, 평균 순 이행비용은 3.6조원으로 나타났다. 

최적 이행을 할 경우 순 이행비용은 음으로 나타난데 반해 평균 이행

을 할 경우 순 이행비용이 양으로 나타난 것은 태양광 최적 입지의 개

발 여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적과 평균으로 구분하여 전력생산단가 증가분을 추정하면, 최적 

이행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생산단가는 0.92원/kWh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이행의 경우 전력생산단가가 0.45원/kWh 가량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태양광 보급 확대의 전력생산단

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비용은 최적 보급 가정 하에서 산정하여 보았다. 2030년을 기준

년도로 산정했을 때 전환비용은 약 –3.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

히려 태양광 보급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2023년부터 태양광

의 신규 최적 ELCOE가 석탄·가스 복합 발전 신규 ELCOE보다 낮아지

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9년까지는 전환비용이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시점까지는 태

양광 선행 보급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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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지비 미포함
최적 이행시
전력생산

단가 증가분

평균 이행시
전력생산

단가 증가분
최적 

총 이행비용
최적 

순 이행비용
평균 

총 이행비용
평균 

순 이행비용
t기 까지의
전환비용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원/kWh) (원/kWh)

’18 1,918 426 2,149 656 48 0.08 0.13 

’19 4,071 848 4,552 1,329 699 0.16 0.25 

’20 6,152 1,187 6,864 1,900 1,836 0.22 0.35 

’21 7,984 914 9,526 2,456 2,856 0.17 0.45 

’22 9,959 768 12,084 2,892 3,845 0.14 0.52 

’23 11,863 533 14,553 3,223 4,772 0.09 0.57 

’24 14,326 122 17,720 3,516 5,494 0.02 0.62 

’25 16,644 -458 20,774 3,673 5,682 -0.08 0.64 

’26 18,973 -1,050 23,735 3,711 5,446 -0.18 0.65 

’27 21,610 -1,849 27,081 3,622 4,646 -0.32 0.63 

’28 24,113 -2,810 30,333 3,409 3,084 -0.49 0.59 

’29 26,473 -3,943 33,503 3,087 590 -0.68 0.53 

’30 29,126 -5,314 37,035 2,595 -3,333 -0.92 0.45 

합계 193,211 -10,627 239,907 36,069 　 　

자료: 직접 작성

<표 4-4> 연도별 태양광 보급 및 이행비용(토지비 미포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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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비 포함시 이행비용 추정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최적 총 이행비용은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

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폭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평균 총 이행비용은 토지비를 포함하

지 않았을 경우 보다 약 4.8조원이나 많은 28.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적 총 이행비용 증가액 대비 16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적 순 이행비용은 2030년까지 약 –0.7조원으로 나타나 2030년 기준 

전력생산단가가 0.79원/kWh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평균 순 이

행비용은 8.4조원으로,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4.7조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30년 기준 전력생산단가가 약 

1.8원/kWh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당초 예상보다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생산단가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주로 발전소 단위의 비용을 위주로 한 LCOE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태

양광 보급 확대에 대응한 송배전 투자, 유연성 확보를 위한 ESS(Energy 

Storage System), GT(Gas Turbine) 등의 백업설비 투자, 그리고 밸런싱 

비용과 같은 시스템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

한 비용들을 고려하면 실제 이행비용과 전력생산단가 증가 효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높을 것이다.92)

전환비용은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0년을 기준

으로 할 경우 약 –0.9천억원으로 나타나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

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92) 다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31년까지 백업설비(LNG 3.2GW, 양수 
1.4GW, ESS 0.7GW)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송배전설비(변전소 43개소, 변압기 89대, 
변전소 송전선로 860km, 지역간 융통 700km)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재생에너지설
비 투자비(92.4조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6

구분

토지비 포함
최적 이행시
전력생산

단가 증가분

평균 이행시
전력생산

단가 증가분
최적 

총 이행비용
최적 

순 이행비용
평균 

총 이행비용
평균 

순 이행비용
t기 까지의
전환비용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원/kWh) (원/kWh)

’18 1,918 426 2,519 1,027 48 0.08 0.20 

’19 4,078 855 5,344 2,120 670 0.16 0.40 

’20 6,170 1,206 8,074 3,109 1,807 0.22 0.58 

’21 8,062 992 11,234 4,165 2,881 0.18 0.76 

’22 10,060 869 14,290 5,099 3,949 0.16 0.92 

’23 12,003 673 17,256 5,926 4,869 0.12 1.06 

’24 14,635 431 21,085 6,880 5,839 0.08 1.22 

’25 16,991 -110 24,799 7,698 6,498 -0.02 1.35 

’26 19,189 -834 28,420 8,397 6,447 -0.15 1.47 

’27 21,862 -1,597 32,536 9,076 5,864 -0.28 1.58 

’28 24,431 -2,493 36,557 9,633 4,296 -0.43 1.67 

’29 27,120 -3,296 40,496 10,080 2,377 -0.57 1.74 

’30 29,855 -4,585 44,907 10,467 -898 -0.79 1.81 

합계 196,375 -7,464 287,516 83,678 　 　 　

자료: 직접 작성

<표 4-5> 연도별 태양광 보급 및 이행비용(토지비 포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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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태양광 보급 이행비용 산정 결과 [그림 4-12]와 같이 토

지비 포함여부가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데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비를 LCOE 산정 시 포함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최적과 평균 중 어떠한 이행 경로

로 보급되는가가 우리사회가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해 부담해야할 비

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

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최적 이행 경로

로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4-12] 토지비 포함 여부에 따른 최적/평균 순 이행비용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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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비용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이행비용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최적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비를 포함하더라도 2030년 이전에 태양광 

ELCOE가 석탄·화력 복합 발전 E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태양광 평균 ELCOE는 

2030년에 이르더라도 석탄·화력 복합 발전 ELCOE보다 높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순 이행비용과 전력생산단

가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그림 4-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적 이행과 평균 이행간의 

이행비용 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양호 입지 활용의 중요성

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다. 우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이행비용 분석은 주로 발전

소 단위 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발전비용의 관점에서 이행비용을 분석하였고, 

기술발전과 학습에 따른 태양광 ELCOE의 하락이 이행비용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LCOE가 하락하더라도 REC 거래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REC 거래가격이 LCOE의 하락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 이행비용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보다 훨씬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93) 즉, 비용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93)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석호·조상민, 2017,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2.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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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이론적 기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7)의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발전을 시도하였다.

우선 ELCOE와 FLCOE를 구분하여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관

점과 사적 관점에서의 LCOE 및 잠재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LCOE에 기반한 잠재량 분석은 국가나 지자체의 태양광 보급 목표 설

정과 타당성 검토, 태양광 보급 이행비용 산정, 선제적 계통접속 보장 

등에 활용될 수 있다. FLCOE에 기반한 잠재량 분석은 태양광 보급 목

표에 대응한 정부 지원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사적 관점에서의 사업추

진 가능성 및 여건 검토, 사전 입지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점별 토지비를 잠재량 산정 모델에 포함함으

로써 입지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모델은 토지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량이 LCOE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적인94)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시지

가에 기반하여 지점별 토지비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점별 LCOE 반영

요소로 포함하여 지점별 LCOE, 잠재량 및 이행비용 산정 결과의 현실

94) 지상 설치와 옥상 설치에 대해 CAPEX를 차별 적용하였으나 LCOE에 가장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사량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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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토지비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사업 추

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95) 본 연구의 이러한 개선은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LCOE와 규제하잠재량을 기반으로 태양광 보

급에 따른 이행비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고 2030년 태양

광 보급목표 달성 시의 이행비용을 분석하였다. 이행비용은 기본적으

로 태양광 ELCOE와 태양광 발전량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지점별로 

ELCOE와 잠재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의 특징을 활용하여 최적의 입

지부터 태양광을 보급했을 때의 최적 이행비용과, 임의로 입지를 선택

했을 때의 평균 이행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최적 이행비용 분석을 통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사회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경우 부담해야 될 최소한의 이행비용

을 산정하였다. 앞서 우리는 이를 최적 이행비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그 결과를 임의의 지점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의 평균 이행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이행비용의 범위를 가늠하고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이행비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는 발

전비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한편, 전환비용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양한 정책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LCOE가 높은 시점에 선행적으로 보급함으

로써 지불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제시하였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태양광 보급의 전환비용과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사회적 후생을 비교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95) 태양광 발전사업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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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바탕으로 2017년 기

준 태양광 시장잠재량과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비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ELCOE 기준과 FLCOE 기준에서 공히 318.6GW로 산정되었다. 이는 경

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하잠재량과 동일한 수치이다. 즉,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점의 ELCOE와 FLCOE가 SMP+REC96)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FLCOE 기준으로 

잠재량이 293.0GW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사량이 적고 토지비가 높은 

일부 지점(약 25.6GW)의 경우 2017년의 SMP+REC 하에서 경제성을 확

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시장잠재량은 

2017년 누적보급량 5,834MW97)의 55배, 2017년 신규보급량 1,362MW98)

의 217배에 달하며, 2030년 보급 목표인 36.5GW와 비교해도 8배나 많

다.99) 

96)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SMP)와 재생에너지인증서 판매(REC)를 통해 수
익을 얻게 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P+REC가 발전단가(FLCOE) 보다 낮은 
입지에 시장잠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함.

97)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30
98) 전게서
99) 시장잠재량은 정부의 보조금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순 비교

는 적절치 않음. 다만 현재의 정책 강도 혹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2030년 보급 목
표 달성에 있어 잠재량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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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2017년 시점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준과 지원정책의 수준이 태양광을 보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지원정책 수준을 현재

보다 하락시키더라도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숨

겨진 비용(hidden cost)과 계통 접속과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

면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CAPEX에 10만원/kW, 20만원/kW100)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고101), 그 

결과 CAPEX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약 

280GW 수준으로 산정되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잠재량 풍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은 기본적으로 발

전사업용 태양광을 기준으로 시장잠재량을 산정한다. 따라서 각종 규

제나 인허가 제약이 강하게 부여된다.102) 이 때문에 거주지 및 도로에 

인접한 대부분의 건물이 잠재량 산정 시 제외되게 된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실상 이러

100) 이는 숨겨진 비용(hidden cost)과 계통 접속 추가 비용의 합계로, 업계 자문을 바
탕으로 가정한 수치임. 이는 임의의 수치이므로 이하의 분석결과가 실제 숨겨진 
비용(hidden cost)과 계통 접속 추가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음. 그러
나 보다 현실적인 시장잠재량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임.

101) 이는 각각 CAPEX의 6%, 12%에 해당함.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표준화하기 쉽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특정 풍력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10%를 수용성 확보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업계 자문).

10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 및 인허가를 최대한 강하게 반영함으로써 태양광 
시장잠재량의 최소 수준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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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

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별도로 산정

하여 보았다. 방법론은 발전사업용과 동일한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활용하였다. 다만, 규제정책 영향요인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국

토 내 전체 건물을 잠재량 산정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44.2GW, 56.3TWh

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총 발전량의 10.4%에103) 해당하며 2030년 태

양광 보급목표의 1.2배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면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상기의 잠재량 산정 결과는 자가소비 후의 잉여전력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결과이며104), 잉여

전력 판매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3)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

2030년까지의 ELCOE 전망 결과,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입지별로 

ELCOE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평균ELCOE와 최적ELCOE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태양광 보급 목표달

성 시 일사량과 토지비 등의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에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행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비를 포함한 경우 

103) 540,441GWh,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2017 에너지자원 주요 통
계, p.118

104) 그 이유는 시장잠재량과 해당 건물의 전력소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전자가 
더 큰 경우 잉여전력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잠재량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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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평균 순 이행비용은 8.4조원인데 반해 최적 순 이행비용은 

–0.7조원으로 그 격차가 9조원에 달한다. 실제 순 이행비용은 최적입지

의 활용 여부에 따라 최적 순 이행비용과 평균 순 이행비용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105)

따라서 정부는 토지의 용도별로 공익적 가치, 혹은 본래의 사용 가치

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들이 태양광 보급에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유형별로 

최적의 태양광 설치 유형 및 비즈니스모델의 발굴과 최적의 지원정책

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행비용은 주로 발전소 단위 비용에 기반

한 분석이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 확대에 대응한 송배전 투자, 유연성 

확보를 위한 ESS(Energy Storage System), GT(Gas Turbine) 등의 백업설

비 투자와 같은 시스템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면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비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4) 2030년까지는 우수 입지 선점으로 인한 비용상승 우려는 적음

2030년까지의 평균ELCOE와 최적ELCOE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

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ELCOE가 최적ELCOE보다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최적 입지106)부터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태양광 보급 

105)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시장잠재량의 11%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발전사업자들의 최적 입지 확보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
문에 평균 순 이행비용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106) 여기서 최적입지란 ELCOE가 낮은 입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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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해도 2030년 태양광 신규 최적ELCOE는 신규 평균ELCOE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107) 그 이유는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가 

태양광 규제하잠재량 중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목표 달성 이

후에도 평균ELCOE 이하의 ELCOE를 가진 입지들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 태양광 입지가 부족하여 우수 입지가 빨리 사라지고, 이

로 인해 태양광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최소

한 2030년까지는 기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산정한 

잠재량의 경우 현재 실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산림, 

저수지와 같은 주요 입지 유형을 제외한 수치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

업에 부여되는 각종 규제정책 영향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임

을 고려하면 2030년 이전에 우수 입지의 포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과 계통접속 문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최적 입지들이 조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REC 거래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위의 입지들이 먼저 활용되면 최적 이행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행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단가 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7) 특정 누적 보급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우수 입지들의 선점으로 인해 해당 시점
의 최적ELCOE가 평균ELCOE를 초과하게 됨. 그러나 2030년까지는 그러한 시점
이 도래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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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전비용을 중심으로 한  LCOE 분석 및 전망에 기반

하여 격자-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을 활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의 태

양광 시장잠재량과 목표달성 시의 이행비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원활한 계통접속 보장

우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등 최적 입

지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

요가 있다. 최적 이행비용과 평균 이행비용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잠재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이행비용

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손꼽

히는 것은 주민 수용성과 계통연계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조속

히 해결되지 못하면 최적 입지에 태양광이 보급되지 못하고 결국 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 주민 수용성의 경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우수 사업모델을 확립하고, 지자체별 혹은 나아가 마

을단위별로 적합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계통연계 문제의 경우, 앞서 제시한 시장잠재량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입지 여건이 지자체별로 차등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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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특정 지자체에 계통접속 수요가 집중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계통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모델 분석 결과와 실제 보급 실

적을 비교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향후 개발 가능한 여유 잠재량을 파악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계통접속 수요를 예측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정책 강화

다음으로 비교적 주민 수용성과 계통연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건물

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는 자가소비용부터 발전사업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태양광 보급 유형

에 대한 정책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이다. 현재 자가소비용 태양

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각종 보조사업108)과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용에 비해 자가소비용 태양

광 보급이 상대적으로 비중과 성장속도가 낮은 편이다.109) 

그런데, 앞선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건물형 자가

소비용 태양광 잠재량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계통접속과 관련한 이슈에서 비교

적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기소비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수단을 소개

108)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
109)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발전사업용은 75.3%(42.9→

1,248.4MW), 자가소비용은 21.3%(35.8MW→114.1MW). 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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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소진영(2017)110)이 제시한 1~2kW급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

지원사업, 박찬국(2016)111)이 제시한 에너지P2P 모델 활성화, 조상민·정

성삼(2017)112)이 제시한 가상넷미터링을 포함한 상계거래 확대 등이 있

다. 이 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한 제도 개선이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시장잠재량 지도에서 파악

할 수 있듯이 도로와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어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적정한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여건 조성

마지막으로 적정한 태양광 전력 거래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2017년 태양광 

LCOE를 150원/kWh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113) 본 연구에서도 토지비를 

포함할 경우 평균FLCOE가 156원/kWh 수준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3]).

그런데 2017년의 태양광 SMP+REC는 REC 기준가격 가중치 1.1 기준

으로 약 177원/kWh로 토지비를 포함한 FLCOE보다 21원/kWh가 높으

며, 고정가격장기계약114)과 현물시장115)의 SMP+REC는 이보다 더 높

110) 소진영, 2017, 정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5

111) 박찬국, 2016,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 가능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
보고서 15-10

112) 조상민·정성삼, 2017,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원 기본연구보고서 17-33

113) 삼정회계법인, 2018, REC 가중치 개정 주요내용,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2018.5.18., p.9

114) 2017년 상반기 181.6원/kWh, 하반기 184.6원/kWh(자료: https://www.knrec.or.kr/busi
ness/rps_bidding.aspx, 최종접속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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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FLCOE는 토지비가 매우 높은 수

도권과 광역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는 토지비가 낮은 전라도 지

역 등에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LCOE

와 거래가격인 SMP+REC간 차이가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좋은 입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과당이윤(windfall)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116), 

열악한 입지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

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REC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우선 CAPEX, LCOE 등 가격과 관련한 지표들을 정기적

으로 분석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

너지공단은 REC 인증 발전사업자들로부터 CAPEX 자료를 제출 받고 

있으나 자료 제출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CAPEX 세부항목별 분

류가 미흡하고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들로 하여

금 각종 비용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

부, 혹은 허위 제공하는 경우 REC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CAPEX 자료의 신뢰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CAPEX 자

료와 이에 기반하여 분석된 LCOE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부는 REC 

기준가격 책정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발

115) 2018년 9월 기준 공급인증서 가격은 현물시장이 91.3원/kWh, 계약시장이 70.6원
으로 현물시장이 계약시장에 비해 약 30% 높음
(자료: https://www.kpx.or.kr/www/selectBbsNttView.do?key=100&bbsNo=8&nttNo=180
7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최종
접속일 2018.10.30,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

116)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신규 최적ELCOE는 113원/kWh에 불과
하며, 이보다 LCOE가 낮은 지점도 존재함. 동일한 조건에서 FLCOE를 산정하더
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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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태양광 보급

으로 인한 이행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5-1] 미국의 LCOE DB 구축 및 운영 사례 (태양광) 

자료: 미국 OPENEI117) 홈페이지 : https://openei.org/apps/TCDB/#blank, 최종접속일 2018.10.29

다음으로 경쟁기반 REC 거래시장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석호·조상민

(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12년 RPS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당초 기대

와 달리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하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및 RPS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와 충분

하지 못한 REC 공급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하락 유인이 적은 현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거래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으로 판단된다.118)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매제도의 정착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

은 확보하면서 경쟁을 부여함으로써 LCOE와 REC 거래가격의 하락을 

117) 미국에너지부(DOE)가 출연하고, 국가재생에너지연구소(NREL)가 운영
118) 이석호·조상민, 2017,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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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장

기계약과 RPS 의무대상사업자들이 시행하는 자체계약 중 일부가 경쟁

입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쟁입찰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공공경매를 REC 거래의 핵심 시장

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연간 공공경매 물량을 제시함

으로써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하락을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향후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본문에서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본 연구의 LCOE는 주로 발전소 

단위 위주로 고려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LCOE 및 잠재량 

산정을 위해서는 시스템 비용과 외부 비용 등 본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시스템 비용과 외부 비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태양광 발전의 시스템 비용과 외부 비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그 결과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모듈 효율 향상을 반영하여 잠재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 설치면적을 6.6m2/kW로 가정하였고 이는 종합효율 

14.1%, 모듈효율 약 15~1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기준으로도 

다소 보수적인 가정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고, 2030년에 이르러

서는 모듈효율이 이보다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기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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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들어 ITRPV(2018)119)에 따르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BSF p-type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현재 약 19%에 미치지 

못하는데 향후 약 19.5%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PERC/PERT 

p-type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22.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그림 5-2])

만약 모듈의 효율이 향상되면 동일한 설비용량에 소요되는 모듈의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1차적으로 기술적잠재량의 증가로 이어진

다. 또한 모듈 면적의 감소는 CAPEX120) 및 토지비121) 감소로 이어지

고 이로인해 LCOE가 하락하게 되어 2차적으로 시장잠재량의 증가와 

이행비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림 5-2] ITRPV의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전망

자료: ITRPV, 2018,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s (ITRPV) Results 
2017 including maturity report 2018, Ninth Edition p.44

119) ITRPV, 2018,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s (ITRPV) Results 
2017 including maturity report 2018, Ninth Edition p.45

120) 자재비, 건축비 등의 하락
121) 모듈 면적 감소로 인한 CAPEX 하락은 학습에 기반한 CAPEX 전망 시 반영되

었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음. 그러나 토지비 감소는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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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0년 규제하잠재량과 이행비용

은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모듈 효율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잠재량은 과소추정, 이행비용은 과다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2) 

향후에는 국내 모듈 효율 전망을 반영하여 2030년 태양광 잠재량과 이

행비용 분석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 유형별 태양광 설치 형태 및 공사비 차이를 반영한 

잠재량과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

-LCOE 잠재량 산정 모델은 모든 토지 유형에 대해 현재 가장 보편적

으로 채택되는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영농형 태양광 등 토지 유형별 활용 형태

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도입되고 있다. 

[그림 5-3] 영농형 태양광 사례 – 오창 솔라팜 충북 1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8, 2018년 농가태양광 사업 설명회 자료, p.22

122) 물론 이행비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과소추정 요인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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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토지의 본래 사용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면적과 투자비가 기

존의 형태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토지 유형별로 대표 발

전소의 형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치 면적과 투자비를 차등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잠재량 산정 결과의 현실성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 발

전 설비의 사례와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격자를 세분화화여 영향요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시스템은 ×의 격

자로 구성된다. 국토의 크기를 고려할 때 ×도 충분히 작은 단

위이긴 하지만 지리적 영향요인, 규제정책 영향요인에 대한 세부 정보

가 누락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실제 면적만 제외하는 지리적 영

향요인과 달리 규제정책 영향요인의 경우 격자 내에 단 하나의 세부 

영향요인이라도 포함되면 해당 격자가 잠재량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

에 잠재량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도 있다. 격자시스템을 ×

로 세분화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고 잠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과 민간 및 정부의 활용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약 1,000만개의 격자별로 수십개에 달하는 영향요인DB를 

구축해야 하고, LCOE 산정 등의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을 반영하

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을 CAPEX의 약 6%와 12%로 가정하고 시장잠재량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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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반영하는지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는 모든 지역의 숨겨

진 비용(hidden cost)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는데, 정성삼(2017)123)

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에 대

한 수용의사액(WTA, Willingness to Accept)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입지유형별로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이러한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을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으나,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이는 후속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23) 정성삼, 2017,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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