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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산업 현황 및 정책

해외정보분석실 고혜진(hjgoh15227@keei.re.kr)

▶ 미국의 전력산업 규제기관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주정부 규제기관인 공공유틸리티위원회(SPUC)는 관할권 내 전력소매시장 규제, 

발전설비 및 송전망 건 허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는 주(州)간 전력도매거래를 관리함. 

▶ 미국의 전력시스템은 동부, 서부, 텍사스 연계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

으며, 이에 기반하여 지역송전기관(RTOs)/독립계통운영자(ISOs)들이 송전시스템

을 운영함. 

▶ 미국의 전력시스템은 매우 분산화되어 있고, 주(州)간 전력거래의 전통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력의 효율적 운용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

원의 지역간, 주(州)간 조정작업이 요구됨.

▶ 전력시장의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은 미국에서 여전히 발달하지 않은 부

문으로 수요반응 활성화를 위해 공정경쟁 장이 마련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조정작업이 요구됨.

▶ 미국에서는 전력망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진행되어 컴

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격과 전산 오류와 같

은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일부 州를 제외하고 미국의 전력소매시장 경쟁은 제한적이지만, 최근 스마트 미

터 및 수요대응 기능이 보급되면서 더욱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전력

시장의 경쟁 도입은 미국의 여러 州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며, 전력도매

시장에서 소수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1. 전력 수급 현황(2013년)

ㅇ 2013년 미국의 전력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274.5TWh를 기록함. 석탄

과 천연가스는 발전량의 총 67%를 차지하면서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

용됨.

- 에너지원별 전력생산구조를 보면, 석탄 비중은 40.2%, 천연가스 26.9%, 석유 

1% 미만, 원자력 19.2%, 재생에너지 12.9%임. 

- 석탄화력 발전량은 2005년에 최고치인 2,154TWh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

이는 반면, 천연가스 발전량은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 1,264.6TWh를 기록함.

- 최근 들어 낮은 가스가격, 환경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와 같은 요인에 

기인하여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가스화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들어 낮은 
가스가격, 환경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가스화력 
발전 비중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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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

< 미국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변화 추이(1973~2013년) >
                                                                      (단위: TWh)

ㅇ 2013년 미국의 전력 수출량은 11.3TWh, 수입량은 63.6TWh를 기록했으며, 2003

년 이후 전력 수출량은 53% 감소한 반면, 전력수입량은 109% 증가했음. 

- 최근 미국의 전력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입량이 자국 내 수요의 

약 1%를 차지할 정도로 근소한 수준임. 

- 미국의 주요 전력거래 파트너는 캐나다와 멕시코이며, 전력 수·출입량의 95% 이

상이 캐나다와의 교역임.

ㅇ 2012년 기준 미국의 전력 소비량은 약 3억2,050만 Toe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2

년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임. 상업용과 가정용 전력 소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상업용 및 공공부문 전력 소비가 전체 소비의 40.2%, 가정용 소비는 

36.9%, 산업용 소비는 22.7%, 수송용이 0.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용, 상업용 전력 소비는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각각 8.6%, 6.3%의 증가

율을 보인 반면, 산업용 소비는 2002년 이후로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EA(2014)

< 부문별 미국 전력 소비량(1973~2012년) >
                                                                  (단위: 백만Toe)

“2012년 미국의 
전력소비량은 
2002년 대비 약 
4.8% 증가, 
가정용, 상업용 
전력 소비는 각각 
36.9%, 22.7% 
증가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는 
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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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규제기관 및 법･제도

□ 정부 규제기관

ㅇ 전력산업정책은 시의회,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며, 주요 규제기관으로 

연방정부 규제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와 주정부 규제기관인 공공유틸리티위원회(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s, SPUC)가 있음.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주(州)간 전력(도매)거래, 송전, 석유 및 가스 

거래 가격 및 조건 등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함.

･ 주(州)간 전력도매거래 및 송전 규제

･ 전기사업자의 인수･합병 거래 감독

･ 주(州)간 송전시스템 신뢰도 보호 및 관련 표준 제정

･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업허가 및 감독

･ 에너지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활동, 북미전력신뢰도위원회 감독

･ 천연가스 수송 및 가스관, 저장 및 액화시설 관련 규제

･ 스마트 그리드,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전력시장 통합 등과 같은 최

근 이슈 대응

- 주정부 관할권 내의 규제활동은 공공유틸리티위원회(SPUC)에서 담당하며, 소매

전력 가격규제, 발전설비 및 송전망 건설허가, 도시 전력시스템, 연방전력마케팅

기관의 규제활동, 현지 배전설비 관련 신뢰도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음.

ㅇ 북미전력신뢰도위원회(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 

NERC)는 북미지역 대전력계통(bulk power system)의 신뢰도 관리를 담당함. 신

뢰도 관련 기준 제정, 장기적 신뢰도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 북미 지역의 8개 지

역별 신뢰도기구와 상호연계된 전력 시스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 전력법

ㅇ 연방에너지법(1978 Federal Energy Act)과 공공유틸리티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에 이어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이 제정되면서 전력시장 자유화 및 경쟁도입 작업이 가속화됨. 

- 연방전력법(Federal Power Act, FPA)은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되었으며, FERC의 법적 권한과 에너지부의 전력수출

규제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규임. 

- 1992년에 통과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s of 1992)은 미국 도매전력시장

의 경쟁촉진에 기여했고, 또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발전, 원자력발전소 사업권 발

“전력산업분야 주요 
규제기관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는 
州간 전력도매거래, 
석유·가스 거래를 
규제하는 한편, 
주정부 규제기관인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소매전력시장과 
발전설비 및 송전망 
건설허가와 같은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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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절차 점검, 에너지 효율 증대 프로그램 추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음. 

-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s of 2005)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력소비량 

측정, 데이터 수집과 같은 에너지 관리 목표들을 확립하는데 기여했음. 

- 캘리포니아州와 텍사스州는 이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법 제정에 더하여 주정부 

차원의 입법에 기반하여 전력시장 자유화와 경쟁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

3. 전력시장 현황

□ 발전부문

ㅇ 미국의 전력산업은 3,000개 이상의 민영/공영/협동조합(co-operative) 전기사업자, 

3개의 지역별 전력계통(regional power grids), 8개 전력신뢰도위원회(Electricity 

Reliability Council, ERC), 150개 제어구역 운영자, 기타 규제당국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중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들의 수가 1,000개가 

넘음. 

- 민영 전기사업자(Investor-owned utilities, IOUs)는 주정부의 규제하에 있으며, 

미국 인구 75%의 전력공급을 담당함. 

- 공영/협동조합 전기사업자(Consumer-owned utilities, COUs)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관-민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사업자로서 나머지 인구 25%의 전력공

급을 담당함. 

ㅇ 향후 에너지정책법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비중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역송전기관

(RTOs)/독립계통운영자(ISOs)는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resource adequacy, 

RA)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력사업의 자원 적정성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서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

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여 구축할 때에 달성됨. 

･ 전력산업의 공급측 자원으로는 발전설비와 송전설비, 수요측 자원으로는 수

요반응(Demand Response, DR)과 에너지이용 효율 등이 있음. 

･ 공급측면에서 자원 적정성은 발전설비과 송전망의 안정적 구축 이외에 발전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 전원구성, 발전설비 및 송전망의 효율적 운영 및 

배치 등도 포함

- RTOs/ISOs와 주정부 규제당국은 자원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 기준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함. 

ㅇ 용량시장(capacity markets)은 신뢰도 확보에 요구되는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

고, 전력예비율(reserve margin)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임. 

“미국의 전력산업은 
3,000개 이상의 
민영/공영/협동조합 
전기사업자, 3개의 
지역별 전력계통, 
기타 규제당국으로 
구성, 그중에서 
독립발전사업자의 
수가 1,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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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전력 신뢰도위원회(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

의 권역에 속하는 일부 지역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입은 에너지 및 보조서비스 판

매에서 창출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 그에 더하여 발전 용량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기도 함. 

- 현재 PJM, ISO-NE, NY ISO, MISO, CAISO에는 다양한 형태의 용량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용량시장은 지금까지 전력 공급 안정성의 효과적 보장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예를 들어, PJM의 신뢰도 가격 모델(reliability pricing model)은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과 수요반응 기능 도입을 위해 충분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음. 

ㅇ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용량시장을 조화시키고 

州정부의 용량시장 개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연방규제당국은 서로 다른 ISO/RTOs간 적정 발전량(generation adequacy)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접지역의 용량 단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

별로 상이한 시장여건 및 송전망 병목현상 때문임. 

- 또한, 일부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에 발전소가 건설되기를 원하며, 발전소 건설에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을 규제하는 관행 때문에 용량시장이 왜

곡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New Jersey州는 지역송전망기구인 PJM Interconnection의 권역

에 속하지만, 주정부는 관할권 내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받기를 

원함. 이 과정에서 주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익극대화보

다는 요금규제를 더 선호할 수 있음. 

･ FER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설정하고, 용량시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개입해야 함.

ㅇ 현재 서로 다른 州간 용량거래(cross-border trade of capacity)는 제한적이며, 외

부에서 전송되는 전력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인접지역 전력시스템 운영사업자간 

조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PJM Interconnection 권역에 속한 발전소의 경우에 인접한 MISO 

및 NY ISO와 물리적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다면 용량거래는 가능함. 

- 그러나 외부지역으로 송전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송전량이 감소할 가

능성과 같은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인접지역 전력시스템 운영사업자 간 조정작업

이 요구됨. 

- 여러 주를 포괄하는 RTOs의 책무와 주정부의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 또한 

해결되어야 함.

“미국 
전력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州간 
용량거래는 
제한적이며, 
외부에서 전송되는 
전력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인접지역 
전력시스템 
운영사업자 간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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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송･배전) 시스템

ㅇ 북미지역의 송전망(transmission grid line) 시스템은 8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북미전력신뢰도위원회(NERC)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음. 

- 미국의 송전망 시스템은 동부, 서부, 텍사스의 3개 연계(interconnections) 시스템

으로 구성됨. 각각의 연계 시스템은 직류(Direct Current) 송전망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각 연계 시스템 내에서 전력은 교류(Alternating Current) 송전망을 통해 전

송됨.

- 미국의 전력시스템은 동부, 서부, 텍사스 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송전기관(RTOs)/독립계통운영자(ISOs)들이 송전시스템을 운

영해 옴. 

- 텍사스 연계 시스템(일부 직류 송전망을 제외하고)은 동부 및 서부 연계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동부 및 서부 연계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텍사스 및 서부 연계 시스템은 멕시코의 여러 지역과 연결되어 있음.

･ 동부 및 서부 연계 시스템은 캐나다 대부분 지역과 연결되어 있음.

･ 대부분 전기사업자(utilities)는 3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최소한 1개 이상의 

다른 전기사업자의 송전망과 상호 연계되어 있음.

- 미국에서 대부분의 전력도매거래는 상호연계된 전기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도매거래는 전기사업자들이 전력비용 감축, 전력공급 옵션의 다양화, 신

뢰도 향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음.

･ 전력도매시장의 탈규제와 전력망 개방으로 주(州)간 전력도매거래는 주(州)

내 전력수요 충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자료 : AltaTerra 홈페이지

< 미국 송전망 시스템 (동부/서부/텍사스 연계망) >

ㅇ 미국의 전력시스템은 제도적, 조직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1일 전(day-ahead) 전력

“미국의 
전력시스템은 동부, 
서부, 텍사스 3개 
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송전기관/독립
계통운영자들이 
송전시스템을 
운영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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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혹은 실시간(real-time) 전력거래가 제한적이며, 가스 및 전력 인프라의 효율

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

- 지역송전기관/독립계통운영자의 성장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

력 인프라 통합, 인접지역 간 인터페이스 협력, 가스 및 전력 인프라 간 조정이 더욱 

중요해짐. 

･ 특히, 완전히 자유화된 가스시장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통합된 가스인

프라와 분산화된 전력인프라의 비대칭성은 가스화력발전 확대를 위한 투자 

결정과 가스 인프라 위치, 관련 기술선택 및 비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전력시스템이 분산화된 결과, 캘리포니아州를 제외하고 유럽에 비해 서로 

다른 주(州)간 전력거래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주(州)간 전력거래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 지역별로 상이한 신뢰도 규제조건의 조화 

･ 지역간 자원계획 메커니즘의 원활한 조정 작업

･ 지역간 송전용량 할당의 비효율성 해결

･ 전력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폐회로 유량(loop flow) 문제 해결

･ 지역간 송전시 전력 흐름에 따른 단가 조정

- 州정부가 지역송전기관/독립계통운영자간 전력거래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장

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주정부는 실시간 전력거래에서 최종 권한이 다른 州에 위치한 지역송전기관/독

립계통운영자로 이전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 15개 유럽 국가 간 1일 전(day-ahead) 전력시장의 가격 커플링(price 

-coupling)과 같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송전기관(RTOs)/독립계통운영자(ISOs)

ㅇ 지역송전기관(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RTOs)/독립계통운영자

(Independent System Operators, ISOs)은 지역단위의 송전망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FERC의 ‘Order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송전망 운영 및 요금

제와 관련하여 FERC의 규제를 받음. 

- 지역송전기관/독립계통운영자는 회원제에 기반한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서 

대전력 계통을 운영하면서 도매전력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도매시장 전력 

수급 균형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함. 

･ 현재 미국(북미)에는 7개(10개) 지역송전기관/독립계통운영자가 존재하며, 이

러한 기관이 없는 州에는 수직적 통합 형태의 전기사업자(utilities)가 전력시

스템을 운영함.

“미국의 
지역송전기관/독립
계통운영자는 
회원제에 기반한 
독립적 비영리 
기관이며, 도매전력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도매시장 
전력수급 최적화를 
보장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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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송전기관/독립계통운영자 회원사에는 발전소, 송전사업자, 부하관리사업자

(load-serving entities), 수직적 통합 형태의 전기사업자, 전력판매사 및 중개업

체를 포함한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포함됨.

ㅇ 미국의 7개 지역송전기관/독립계통운영자에는 캘리포니아 ISO, 중부 ISO(MISO), 

PJM 인터커넥션, 뉴욕 ISO, 뉴 잉글랜드 ISO,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 남서부 전력 풀(Southwest Power 

Pool) 등이 있음. 

- 1996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ISO(CAISO)는 캘리포니아州 인구의 80%와 네

바다州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함. 서부지역 전력부하의 35%를 차지

하고 있음.

･ 최종소비자 수는 3,000만 명, 송전선 길이는 26,000마일에 달하며, 760개 발

전소를 포함하고 있음. 총 60GW의 발전용량을 공급하며, 2012년 기준 총 

송전량은 242TWh를 기록함.

- 2001년에 설립된 중부 ISO(MISO)는 북다코타, 남다코타,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州 대부분 지역과 몬타나, 미주리, 

켄터키, 마니토바, 오하이오州 일부를 포괄함.

･ 송전망 길이는 67,000마일, 최종소비자 수는 4,200만 명이며, 총 176GW의 

발전용량을 공급함. 2012년 기준 총 송전량은 526TWh를 기록함.

- PJM 인터커넥션(Interconnection)은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메

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북부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

니아, 서버지니아, 컬럼비아 디스트릭트(District of Columbia) 지역을 포괄함.

･ 송전망 길이는 62,500마일, 발전용량은 183GW임. PJM 인터커넥션은 

MISO, 남서부 ISO, 뉴욕 ISO와 연계되어 있음. 

- 뉴욕 ISO(NYISO)는 뉴욕州를 포괄하며, PJM Interconnection, 뉴잉글랜드 

ISO와 연계되어 있음.

･ 송전망 길이는 11,000마일, 발전용량은 38GW, 2012년 기준 총 송전량은 

163TWh를 기록함.

- 뉴 잉글랜드 ISO(ISO-NE)는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 아일

랜드, 버몬트 지역을 포괄하며, 뉴욕 ISO 및 캐나다와 연결된 13개 인터케넥션

이 있음.

･ 송전망 길이는 8,000마일, 총 고객 수는 650만 명, 발전용량은 32GW임.

-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는 텍사스州를 담당함. 

･ 송전망 길이는 43,000마일, 총 고객 수는 2,400만 명, 발전용량은 86GW임.

- 남서부 전력 풀(Southwest Power Pool)은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를 포함한 9개 州를 포괄함.

“미국의 7개 
지역송전기관/독립
계통운영자에는 
캘리포니아 ISO, 
중부 ISO, PJM 
인터커넥션, 뉴욕 
ISO, 뉴잉글랜드 
ISO,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 
남서부 전력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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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망 길이는 50,600마일, 총 고객 수는 500만 명, 발전용량은 59GW임.

자료 : IEA(2014)

< 미국 전력시장 RTOs/ISOs 현황 >

□ 수요반응

ㅇ 미국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는 최

근의 현상으로 FERC의 추정에 따르면 잠재적인 수요반응 자원의 기여도는 약 

72,000MW, 혹은 전력피크 수요(peak demand)의 약 9.2%로 나타남.

- 수요반응은 수요관리용 요금제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피크기간 등 전력수

급 상황에 따라 전기소비자의 평소 전력사용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 ‘Recovery Act of 2009’는 경제적, 효율적 수요반응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및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

- ‘Energy Policy Act of 2005’는 FERC의 정기적인 수요반응 자원 평가를 의무

화했으며, 2009년 이후 수요반응 잠재력이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몇 년 동안 수요반응 자원의 관리사업자는 성공적인 성장 모습을 보였음. 예

를 들어, EnerNOC社는 9,000MW가 넘는 수요반응 포트폴리오를 관리함.

ㅇ 수요반응은 하절기 일부 RTOs/ISOs들이 비상시 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

여한 반면, 이중청구 문제(double payment)와 가격하락 효과(price suppression 

effect) 등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함.

ㅇ 최근 미국에서의 수요반응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스마트 기기 등의 보급

을 촉진하고, 이는 수요반응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임. 

- 수요반응 전통이 부족한 미국 전력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요반응과 관련하

여 공정한 경쟁 분위기 조성이 과제임.

- 실시간 전력가격제(real-time pricing of electricity), 선택형 피크요금제 

(critical peak pricing) 등과 같은 수요반응 모델은 아직 미국에서는 시도되지 

않았음.

“미국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 자원 
관리는 최근의 
현상이며, 잠재적인 
수요반응 자원의 
기여도는 약 
72,000MW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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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링

ㅇ 스마트 그리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및 관

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력망으로 미국에서는 전력망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스

마트 그리드 구축이 진행되어 왔음.

- 스마트 그리드는 모든 종류의 전원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함으로써 최종 소비자들의 다양한 전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네트워크를 의

미함. 

- 현지 투자 타당성, 기존 기술과의 상호 호환성, 규제체제 등에 따라 스마트 그리

드는 국가별로 상이한 보급 패턴을 보임.

ㅇ 스마트 그리드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으며, ‘Recovery Act 

of 2009’와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9(EISA)’에 근거하

여 인프라 투자 및 규제 당국의 담당 업무가 결정됨. 

- ‘Recovery Act of 2009’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및 스마트 기술 보급으로 대

표되는 전력망 현대화와 관련된 송전 및 에너지 신뢰도 사업에 45억 달러의 자

금을 투자하도록 함.

- 에너지부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사업권 허가, 스마트 그리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NIST는 네트워크간의 기술적 상호호환성 프레임워크 관

련 조정 업무, FERC는 상호 호환성 표준 공포 등를 담당함.

- EISA에 근거하여 설립된 스마트 그리드 Task Force(SGTF)는 미국 전역의 스

마트 그리드 보급 현황과 규제장벽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함.

ㅇ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전력망 시스템은 전통적

인 전력망에 비해 악성 코드를 통한 사이버 공격, 전산 오류로 인한 시스템 파괴 

등 더욱 다양하고도 새로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 2006년 이후로 에너지부, 대학, 민간기관은 에너지부문의 사이버 보안을 향상시키

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65개가 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으며, 2010년

에 에너지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제휴하여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초래하는 위협과 

문제 해결을 위한 2006년에 발표된 로드맵을 수정하였음. 

-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Electricity Subsector 

Cyber-security Capability Maturity Model(ES-C2M2)’을 확립하였으며, 관련 

기관들은 이 모델을 통해 자신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방어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소매전력시장 경쟁 

ㅇ 미국의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일부 州에만 한정되어 있

음. 대다수의 경우, 독점적 전기사업자가 소매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미국에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진행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 전력 공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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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전력소매사업권 허가와 전력소매시장 규제업무를 담

당함.

- 현재 가정용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는 州는 텍사스, 미시건, 뉴욕 등을 

포함한 17개 州와 워싱턴 D.C.임. 텍사스州는 경쟁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으

로 80% 이상의 소비자들이 전력 서비스 선택권을 누리고 있음.

- 전력소매시장은 주정부 규제당국(SPUC)의 규제를 받음. 독점적 사업자가 전력소

매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규제당국은 이 독점사업자의 비용 지출을 규제함. 

･ 독점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

하에서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력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 전기사업자와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 중에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ㅇ 전력소매시장의 경쟁은 일반적으로 가격경쟁, 특정 전원믹스, 강화된 소비자 지원

서비스 공급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행정적·기술적 인프라가 요구되

기도 함.

- 소비자들의 전력소매서비스 선택권 지원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로 스마트 미터기

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원격 데이터 및 전력소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

을 가능하게 해줌.

- 소비자들의 전력소매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된 대부분의 州에는 표준적 서비스인 

디폴트 서비스(default service) 사업자가 있음. 디폴트 서비스에 대해 경쟁시장

으로 가는 과도기에 서비스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경쟁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있음.

･ 일반적으로 디폴트 서비스는 시장이 개방되어 규제환경에서 경쟁적 시장체제

로 이행하는 단기간에 중소규모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음. 

･ 그러나 어떤 식으로 디폴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는 없

으며, 이는 미국의 각 州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디폴트 서비스 제공 방식으

로 나타나 있음. 

ㅇ 州마다 전력소매시장 경쟁의 정도와 도입 시기가 다르므로 경쟁 정도를 비교하기

가 어렵지만, 경쟁 정도와 가격이 비례하는 추세는 명백하게 나타남. 

- 경쟁이 미약한 州에 비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州에서 모든 부문의 가격이 높

게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산업화가 빨리 진전된 북동부 지역 州들의 특

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됨.

- 미시간州는 1999년 이후로 전력소매시장에 경쟁이 존재했으나, 소비자들의 서비

스 이동(switching)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 소매가격은 모든 부문에서 계속 상

승해 왔으며, 이와 같은 요금 인상이 경쟁의 결과인지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는 명확하지 않음.

“미국의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소수 
州에만 한정되어 
있음”

“州마다 
전력소매시장 경쟁 
정도와 도입 시기 
등이 상이하여 경쟁 
정도를 비교하기 
여렵지만, 경쟁 
정도와 가격이 
비례하는 추세는 
뚜렷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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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州는 다른 州들과는 달리 의회 법 제정이 아닌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의존한 규제조치를 통해 전력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

되었음. 

･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현지 전력배급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다른 사업

자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음. 

･ 경쟁이 도입된 이후 가정 및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산업용 요금은 2008년 이후로 가스가격 인하와 함께 상당히 하

락했음. 

- 텍사스州는 전력소매시장 경쟁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2

년 경쟁이 도입된 이후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전력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매시장이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2013년 기준 총 소매사업자 수는 52개이지만, 3개 사업자가 가정용 소비자

의 3/4, 상업 및 산업용 소비자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ㅇ 경쟁이 도입된 이후, 특히 2004년~2005년에 소매가격은 상당히 분화되는 패턴을 

보임. 2008년 이후 경쟁이 도입된 주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수렴

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가스가격의 인하와 동시에 나타난 변화임.

자료 : IEA(2014)

< 미국 전력소매시장 평균 가격 추세(1995~2012년) >
                                                            (단위: USD cents/kWh)

ㅇ 2013년에 미국 가계의 월평균 전기소비 지출비용은 2012년에 비해 감소했음. 또

한, 지역별 요금 편차가 큰 미국의 평균 전기요금(가정용 및 산업용)은 OECD 국

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IEA에 따르면, 2012년 월평균 전기소비 지출비용 감소는 소매가격 하락이 아닌 

계절적 변화와 효율적 전기 소비와 같은 요인에 따른 1인당 전기소비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기후특성 및 산업화 수준에 기인하여 알래스카, 하와이, 동북부지역 등은 

“미국의 경우에 
기후특성 및 산업화 
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 
편차가 큰 편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정용 
평균요금은 
최저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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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워싱턴, 서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지역

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EA(2014)

< 2013년 IEA 회원국 가정용 전력소매가격 비교 >
(단위: USD/MWh)

4. 문제점과 과제

ㅇ 전력생산에서 가스비중이 증가하고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가스 공급 인

프라와 전력 인프라 간 조정작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낮은 가스가격에 힘입어 가스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력도매가격이 안정

화되고, 재생에너지원의 발전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가스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전력시장에 유

연성을 제공해줌.

- 연방정부는 가스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 간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연한 기준

을 마련하고, 지역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함. 

･ FERC는 이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스 수송업자와 전력 송전 

사업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법규를 제정함.

ㅇ 용량시장에서 RTOs/ISOs 간 조정작업이 부족하고, 공급용량 확충을 위한 신규 투

자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모든 RTOs/ISOs들이 현지에서 한계가격제(marginal pricing)를 도입하고 있지

만, 용량시장 구조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함. FERC는 용량 시장의 조화 및 

조정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일부 시장의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용량 추가가 요

구되지만, 초기비용 부담과 낮은 가스가격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함. 이는 장기적으로 발전믹스의 포트폴리오 다양성 

약화 및 가스가격 인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RTOs/ISOs간 
조정작업이 
부족하고, 공급용량 
확충을 위한 신규 
투자를 유인한 
인센티브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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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의 전력시스템은 매우 분산화되어 있으며, 전력시장 및 규제환경 또한 극

도로 다변화되어 있음. 연방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규제당국은 서로 다른 

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간 전력거래의 전통이 매우 제한적인 특성이 있으

므로,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작업이 요구됨. 

- 공급안정성 관련 규제 및 시장의 분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런싱 영역( 

balancing areas)의 전력 수급을 제어하는 규제당국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방정부는 공급안정성을 보장하는 일관성 있는 규제체제 확립을 이해 지역 

및 주정부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

ㅇ 스마트 그리드는 수요반응, 재생에너지 발전의 계통 연계, 전력망의 탄력적 운용이

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형성은 미미한 수준임.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규제가 필요함. 또한, 전력시스템이 새

로운 정보기술과 결합하면서 사이버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취약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수요반응은 여전히 미국에서 미흡한 부문으로 수요반응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의 

장을 확립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수요반응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득을 

반영하고 수요반응 관련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州정부 간의 조정 

작업이 요구됨.

- 수요반응의 한 분야인 실시간 전력가격제, 선택형 피크요금제와 같은 가격제도는 

미국에서 발달되지 않았음. 이러한 소매가격제는 州정부 차원의 규제당국이 관

리 감독함.

- 州정부 및 연방정부 규제당국의 조정을 통해 州정부 관할의 소매 수요반응 프로

그램 및 정책은 도매시장 프로그램과 원활히 조화를 이룰 수 있음.

ㅇ 일부 州를 제외하고 미국의 전력소매시장 경쟁은 제한적이지만, 최근 스마트 미터

링과 수요반응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전

력소매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州정부 및 연방정부의 전력정책이 연계될 필요가 

있으나, 전력 시스템 규제의 측면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이 더욱 요구됨. 

-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은 여전히 미국의 여러 州에서 진행 중인 과제이며, 전력도매

시장에서 소수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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