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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원 중 하

나로 부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30

년 발전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를 발표하

여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

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

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

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적을 구

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RPS는 당초 취지

와 달리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비용이 증가하고 제도의 복잡

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복잡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경매제도 확대가 정책변화의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경매제도 채택국가는 6개국이었으나,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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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최소 67개국이 시행 중이다.2) 독일과 같이 발전차액지원제

도(Feed-in Tariff; FiT)에서 경매제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뿐만 아

니라 영국과 같이 RPS를 시행하던 국가도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경매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하

락시키는 한편,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RPS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경

매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경매제도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운영 중인 RPS가 제도

의 설계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RPS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 시장 모두에서 높은 가격변

동성에 노출된다. 이런 불확실성은 금융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발전단

가의 상승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4개로 나누어진 REC 시장의 복잡성은 시장참여자에게 혼란을 줄 뿐

만 아니라 전략적 행동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력소매시장의 독점적 특성 때문에 RPS 의무이행을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독특한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쟁에 기반하여 비용효율성을 확보하는 한

편으로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시

장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 IRENA(2017a),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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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요국의 경매제도 운영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국

은 앞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비용효율성과 수익의 안정성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 특

정 경매나 발전유형에 따라 기술을 구분하는 경매는 기술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매를 도입한 국가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CR과 같이 경매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경매

에 영향을 주며 자국 제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국가별 운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WTO 규범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해외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이론 분석, 전문가 및 업계 자문 등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매제도를 다음과 같

이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용이성을 위해 설비용량을 경매 

대상으로 하고 제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경매 물량과 주기는 

공개한다. 기술 특정 경매를 하되 유사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기술군

에서 기술 중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경매

를 적용하되 경매결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프로젝트의 FiT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원형태는 제도의 통일성

과 수익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금융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장기고정

가격으로 한다.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투기적 수요를 예방하고 봉인입

찰방식을 통해 입찰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시장참여를 유도

한다. 평가 방식은 가격입찰 후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다중속성 방식을 

시행하여 가격이 중요한 요소라는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결정방식은 균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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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방식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BM 모형 분석에서는 반복 경매를 통해 시장에 남게 되는 행위자

를 토대로 각 가격결정방식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

한 가격결정방식을 다시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균등가격방식일 때 차

별가격방식보다 낙찰자의 숫자가 많아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률이 유

지되고 최고 낙찰가도 낮으며 전체 구입비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등가격방식은 경매를 주관하는 정부가 차후 경매의 상한가격

을 설정할 때나 소규모 프로젝트의 FiT 기준가격을 정할 때 경매를 

통해 획득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정성분석에서와같이 균등가격방식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가격결

정방식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3. 정책 제언

첫째,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진 REC 시장

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경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

를 보장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주요 비용인 금융조달 

비용을 하락시키고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시장을 단일화하

여 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단위 시장 내에서의 공급과 수요를 늘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REC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수

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주민 수용성 확보, 

규제/인허가 개선, 그리고 계통접속 보장 등 공급의 장애요인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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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수익공유형 사업을 확

대하고 규제 및 인허가 등의 개선을 위한 합의기구를 운영하며 한전

의 계통접속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경매제도를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분리를 통해 공

급자가 발전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RPS는 발전사들이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저감 유인이 적

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RPS 시장에 수요자이자 공

급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사들로 하여금 공급자로서 시장

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비용저감 유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역량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에너지원과 관련한 제조업의 진흥을 위해 LCR의 도입

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입 시 WTO 규

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LCR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브라질의 풍력발전은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 LCR로 인해 해외기업의 참여가 줄어들자 경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하락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LCR

을 도입할 경우 캐나다의 FiT 프로그램이나 인도의 JNSM에서의 

LCR이 WTO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브라질의 LCR과 같이 WTO

의 규범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경매로 시장이 

통합될 경우 기존의 RPS 계약을 어떻게 연착륙시켜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RPS를 유지하면서 신규 프로젝트를 경매

를 통해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RPS의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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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정

책당국에서 경매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시

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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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notable energy sources worldwide, and its expansion shows no signs 

of abating. Shortly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n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goal of utilizing 

renewable energy for 20% of all power generation by 2030. Due to 

this announcement,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continued to gain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energy policies guiding the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Korea is now 

seeking to diversify its energy sources by vitalizing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fostering a stable energy supply, 

establishing a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energy structure,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12, as part of efforts to 

achieve these policy goals,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andatory by enact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However, since its inception, RPS has 

faced the criticism that, unlike its original purport, it has increased 

supply costs associated with profit uncertainty and created marked 

confusion due to its inherent complexity. Profit uncertain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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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complexity continue to be key issues that must addressed.

In recent years, major countries overseas have expanded their 

auction systems to make changes to their energy policies. In 2005, 

six countries adopted the auction system, and currently, as of the end 

of 2016, a total of 67 countries have adopted this type of system. As 

part of this worldwide trend, Germany shifted from Feeds in Tariffs 

(FiT) to an auction system, as did the United Kingdom, which 

formerly employed Renewable Obligation, a type of RPS. The 

increasing use of auction systems i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can be attributed to efforts to reduce costs by encouraging 

competition and to increase supply by stabilizing profits.

This paper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n auction system in Korea 

to address problems of RPS and presents an auction system 

specifically tailored to Korea.

2. Summary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RPS 

system by examining its original system design. Under the RPS 

system, renewable energy generators are exposed to high price 

volatility in terms of both System Marginal Prices (SMP)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These uncertainties lead to a 

rise in the unit cost of power generation associated with increased 

financing costs and transaction prices due to short supply. The 

complexities of the REC market, which is comprised of four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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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leads to confusion among market participants and motivates 

increased strategic behavi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inefficiencies 

in the current system were caused by the monopoly of the retail 

power market and its unique market structure, which imposes the 

mandatory use of RPS on renewable energy generators. To resolve 

these issues, the current system must be revised to allow market 

simplification and the securing of cost efficiency and stable profits 

through competition.

Secondly, this study presents and reviews case studies of major 

countries that introduced the auction system to achieve cost 

efficiency and stable profits, which are necessary for system 

improvement. Generally speaking, auctions are conducted by specific 

technology and type of power and are used as a means to achieve 

technological diversity. Some countries also introduce such systems 

to ensure stability in the power supply. Other countries influence 

their auction systems by using indirect instruments such 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to foster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LCR can lead to possible violations of WTO 

agreements depending on how each specific auction system is 

operated.

Using the findings of a review of foreign cases and existing 

literature, theoretical analyses, and input from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related industries,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n auction system suitabl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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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llows. To ensure the convenient supply of renewable energy, 

facility size should be an auction item, and auction quantity and 

frequency must be disclosed to induce innov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uctions must be offered based on each 

specific technology and be technology-neutral within a group of 

technologies marked by similar price competitiveness. Large-scale 

projects should be offered through the auction system, and standard 

prices for FiT for smaller projects can be determined based on 

auction results. Furthermore, support must be provided in the form 

of long-term fixed energy prices to ensure system uniformity and 

profit stability, thereby reducing financing costs. By establishing 

participant eligibility for auctions, speculative demand can be 

prevented, and through sealed-bid auctions, convenient and 

transparent bidding can be obtained, drawing more market 

participants. The evaluation method that should be used is a 

multiple-attribute method in which qualitative assessment is combined 

with price bidding; this method can be used to underscore price as 

an important market factor and achieve government policy objectives. 

This study also concludes that pric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uniform-price auctions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in renewable 

projects requiring a separate incentive.

In an agent-based modeling (ABM) analysis, characteristics of each 

price determination method (based on the agent remaining in the 

market after repeated auctions) were reviewed, and a price f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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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ailored to Korea was presented. The analysis found that 

adopting a uniform-price method attracted more bid winners, thus 

ensuring a higher competition rate on a long-term basis; this in turn, 

resulted in lower contract prices and less purchase costs than seen in 

a pay-as-bid auction. The proposed uniform-price method is also 

useful in that the government can use the pric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auctions to set the auction ceiling price for the next auction 

or determine the standard price for the FiT of smaller projects. In 

this respect, as reflected by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presented, a uniform-price method is more appropriate for adoption 

in Korea.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irst, this study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an auction system 

in order to unify REC markets, which are currently disparate and 

very complex. Auctions are based primarily on competition and thus 

can reduce the price of renewables. Furthermore, guaranteeing 

purchases at a long-term fixed price can ensure profit stability and 

drive down financing costs, which is one of the major costs for 

renewable energy providers. Unified and less complex markets can 

also serve to expand supply and demand, thereby enhancing market 

efficiency.

Second, alleviating profit uncertainty is a prerequisite for 

expanding supply in the REC market, and measures such as se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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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acceptance of relevant projects, improving license and 

permit regulations, and guaranteeing grid integration must be adopted 

to remove factors inhibiting supply. To adopt thes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jects that enable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ofit-sharing, strengthen infrastructure to ensure grid connection to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launch a consultative 

body to improve license and permit regulations.

Third, in the long-term, the capability of renewable energy 

generators as suppliers must be enhanced through the separation of 

supply and demand in the auction system. Since renewable energy 

generators participate in the market both as consumers and suppliers 

under the RPS system, they have less incentive to reduce costs and 

thus are more likely to act strategically. Large power generators 

participating in RPS markets as consumers and suppliers should be 

encouraged to act only as suppliers to reduce costs and strengthen 

their business capacities for renewables projects.

Fourth, when introducing 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to 

promote the manufacturing sector of a specific energy source, the 

economic effects should be closely examined, and precaution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LCR complies with WTO agreements. 

The price of wind power in Brazil has steadily risen since 2012, and 

many agree that it is because of restraints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ompanies through LCR, which reduces competition in the 

auction markets and thus discourages price declines. Howeve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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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must be introduced, it must be operated in compliance with 

WTO agreements, as in the case of Brazil. When appropriate 

considerations are not made, the introduction of LCR can trigger 

WTO disputes, as seen in the case of the FiT program of Canada 

and JNNSM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of India.

This study focuses on distributing new projects through the auc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existing RPS contracts. However, in the 

long-term, Korea must consider how to deal with existing RPS 

contracts should market integration occur through the auction system. 

If Korea launches an auction system by completely abolishing the 

current RPS system, the handling of current RPS contracts is set to 

become a significant issue. If policymaking authorities introduce the 

auction system in this way, additional research must be conducted to 

ensure system stability and reduce market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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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2017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부

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이행의 주요 수단이자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저탄소 에

너지 공급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던 와중 2017년 문재인 정부

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

다는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1) 기존보다 공격적인 신재생에너

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어느 때보다 목표 달성을 뒷받

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정책적 목적이 규

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이고, 두 번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

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실행 중인 여러 정책수단 중 

보급정책으로 먼저 시행된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

였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이를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 

정책인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 수익의 불확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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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높여 투자를 저해시키고, 제도의 복잡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RPS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

해 제도를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재설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경매제도 확대가 정책변화의 뚜렷한 추세

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경매제도 채택국가는 6개국이었으나 2016

년 11월 기준으로 최소 67개국이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의 경

우 8개국이 경매제도를 도입하였고 7개국이 2020년까지 경매제도 도

입을 검토하고 있다.3)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독일은 

2017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FiT에서 경매제도로 전환하였다.4)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enewable Obligation; RO)를 운영하던 영국은 

차액정산계약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라는 형태의 경매를 

통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확정하였고5) 여타 신재생에너

지 기술에 대해서도 CfD 경매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FiT

와 FiP(Feed-in-Premium), 경매 등을 결합한 지원정책을 설계 중이

다.6)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부문과 보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한 일본도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안을 제

2) IRENA(2017a), p.32
3) AURES(2016a), p.6
4) BMWi(2017), p.5
5)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electricity-market-reform-contracts-for-difference, 

최종방문일 2017.10.24. 
6) 조상민(2016), p.84



제1장 서론  3

시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변화와 RPS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다. 제3장에서는 해외에서의 경매제도 도입현황과 주요국 경매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한

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경매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와 가장 핵심적인 낙찰자 선정방식과 가격결

정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ABM(Agent Based Model)으로 

경매제도 가격결정방식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가격결정방식을 도출하

고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한다. 제6장에서는 

국내 시장환경을 고려한 경매제도를 제시하고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에서 연구결

과와 정책적 제언을 종합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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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RPS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변화 및 RPS제도 현황

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2001년 FiT를 도입하여 2011년

까지 시행하였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에 신재생에너지 투

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

의 판매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

하였다.

적용

시점

설치

장소

적용

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02~’05년 - 15년 716.40 716.40 716.40 716.40 716.40
’06년~

’08년 9월
- 15년 711.25 677.38 677.38 677.38 677.38

’08년 10월

~’09년
-

15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20

20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0년

일반

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

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11년

일반

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

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자료: 김현제 박명덕(2016), p.30 

<표 2-1> 태양광 발전 용량별 발전차액 기준가격

(단위: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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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는 도입 당시 기술 수준과 시장 형성을 고려하여 태양광이 상대

적으로 미성숙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태양광과 비태

양광으로 구분하였다. 비태양광 중 풍력, 수력, 조력, 폐기물은 시행 

초기에 지원대상이 되었고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전지가 2006

년에 추가되었다.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기준가격(원/kWh)

비고고정

요금

변동요금

(‘11.1.1이전)

변동요금

(‘11.1.1이후)

풍력
10kW

이상
- 107.29 - -

감소율 

2%

수력
5MW

이하

일반
1MW 이상 86.04 SMP+15 SMP+15  
1MW 미만 94.64 SMP+20 SMP+20

기타
1MW 이상 66.18 SMP+ 5 SMP+ 5

 1MW 미만 72.80 SMP+10 SMP+10

바

이

오

LFG
50MW

이하

20MW 이상 68.07 SMP+ 5 SMP+ 5

화석

연료

투입

비율:

30% 

미만

20MW 미만 74.99 SMP+10 SMP+10
바이오

가스

50MW

이하

150kW 이상 72.73 SMP+10 SMP+20

150kW 미만 85.71 SMP+15 SMP+25
바이오

매스

50MW

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5 SMP+15

폐

기

물

폐기물

소각

20MW

이하
- - SMP+5 SMP+5

RDF
50MW

이하
- - SMP+5 SMP+15

해

양
조력

50MW

이상

최대조차

8.5m 이상

방조제 유 62.81 - -

 
방조제 무 76.63 - -

최대조차

8.5m 미만

방조제 유 75.59 - -

방조제 무 90.50 - -

연료전지
200kW

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 감소율 

3%기타연료 이용 274.06 - -

자료: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600.asp, 김현제 박명덕(2016), p.31 재인용

<표 2-2> 비태양광 발전 적용용량별 발전차액 기준가격

(단위: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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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시행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공급

량은 2002년 2,917,330TOE에서 2011년 7,582,845TOE로 약 2.6배 증

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2.74%로 1.64%p 증가하였다.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2012), 2011년 신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8-9 재구성

[그림 2-1] FiT 기간 신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공급량 및 비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살펴보면 2002년 203,287MWh에서 2011년 

17,345,647MWh로 약 85배 증가하였고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7%에서 3.46%로 3.39%p 증가하였다. 발전량 추이에 특징적인 현상

은 2012년 FiT 종료를 앞두고 2011년 발전량이 전년대비 약 295%가 증

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FiT의 적

용을 받기 위한 사업용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486MW)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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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2012),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10-11 재구성

[그림 2-2] FiT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

이처럼 FiT 시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에 내수시장 확보와 기

술개발 촉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FiT를 시행하는 대부

분 국가에서 FiT 기준가격과 도매전력가격의 차액을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소매전력가격이 원가에 연동되

지 않는 국내 전력요금체계로 인해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기준가격에 대한 가격

발견 메커니즘 결여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과다한 수

익(wind fall)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발전사업

자 간 경쟁 결여,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FiT는 2011년까지만 운영되고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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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정부는 FiT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RPS를 시행하여 

FiT를 대체하였다. RPS는 일정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

에게 총전력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

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해당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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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의무비율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ꞏ이용ꞏ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 

<표 2-3>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RPS는 공급의무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FiT에서 정부가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던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사

업자 간 경쟁에 기반을 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보

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급의무자의 의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공급의무자가 

REC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자체건설을 통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

력을 생산하여 REC를 확보하거나 외부에서 REC를 구매하여 확보하

는 방법이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되 기술적인 특성을 고

려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

한 전력을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으로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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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h당 에너지원 및 설치유형별로 설정된 가중치에 따라 REC를 발

급받고 이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다. 즉 RPS는 FiT에 비해 경쟁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수익의 불확실성도 더 높은 시장 기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

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기타

신ꞏ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자료: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02.asp, 검색일: 2017.10.19 

<표 2-4>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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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iT RPS

국내시행 시행 2001~2011 2012~현재

제도 메커니즘
가격(P) 조정(정부) 물량(Q) 조정(정부)

물량(Q) 결정(시장) 가격(P) 결정(시장)

정부 역할 가격(P)의 적정성 담보 물량(Q)의 적정성 담보

장

단

점

시장개입 가격설정에 직접 개입 물량에 개입

비용보전 전력산업기반기금재원 활용 한국전력이 정산

보전규모 시장에서 결정
정부가 정한 물량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보전

보전단가 정부가 결정
시장에서 1차 결정
정부가 최종 결정

수입위험 변동성 없음 SMP와 REC 이중 변동성

사업기간 확정기간(15 or 20)적용 계약에 따라 불확정

기술별 
차등

원별 기준가격 차등 가중치로 보완

자료: 조기선, 2017, 전력시장의 미래대응 신재생에너지 이슈, p.8 재구성

<표 2-5> RPS와 FiT 제도 비교 

간단하게 FiT와 RPS를 비교하면 FiT는 가격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시장에서 물량이 정해지는 방식이었다면 RPS는 물량을 정부에서 결

정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RPS 도입 초기에는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태양

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구분하였으나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고 가격경

쟁력이 확보되면서 2016년 3월부터 REC 시장에서 태양광과 비태양

광 구분이 사라졌다. 그에 따라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사라졌

고 본격적인 원별 경쟁이 시작되었다.

RPS 시행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공급

량은 2012년 8,850,739TOE에서 2016년 14,064,904TOE로 약 1.6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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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78%로 1.60%p 증가하였다. FiT 시행한 11년간 1.69%p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RPS 시행 5년간 1.60%p가 증가한 것은 큰 폭의 증가

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살펴보면 2012년 19,498,064MWh에서 

2016년 40,558,311MWh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6%에서 7.22%로 3.56%p 증가하였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재생에너지 

합계(toe)
8,850,739 9,879,207 11,537,366 13,292,990 14,064,904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3.18 3.52 4.08 4.62 4.78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MWh)
19,498,064 21,437,822 26,882,190 37,078,863 40,558,311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66 3.95 4.92 6.61 7.22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5년 신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p.22-24
한국에너지공단, 2017, 신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및 잠정치, p.1-2

<표 2-6> RPS 기간 신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공급량, 발전량 및 비중 

RPS 시행 이후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2016년까

지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2~2014년간 이행률은 80% 

이하로 다수 공급의무자가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2015년의 경우 당초 의무비율이 3.5%였지만 정부는 전년의 실적을 

근거로 의무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의무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였

다. 그 결과 2015년에는 비교적 높은 90.2% 이행률을 달성하였다. 

2016년 의무비율도 4.0%에서 3.5%로 낮추어져 90.6%의 이행률을 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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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 간 경쟁을 통한 가격(SMP+REC) 하락을 의도하였

지만, 연간 평균의무비용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RPS 이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비율(%) 2.0 2.5 3.0 3.0 3.5

의무량(천REC) 6,420 10,897 12,905 13,839 16,970

이행량(천REC) 4,154 7,325 10,078 12,486 15,377

이행률(%) 64.7 67.2 78.1 90.2 90.6

이행비용(억원) 1,476 4,150 6,591 10,421 13,010

평균의무비용(억원/천REC) 0.36 0.56 0.65 0.83 0.8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 2017년 4월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7> RPS 의무이행 현황

자료: KPX, 2017, 2016년도 12월 REC 거래 동향 리포트, p.4 재구성

[그림 2-3] 최근 현물시장 SMP 및 REC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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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S제도 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가.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비용 및 거래가격 상승

RPS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도매시

장에서 SMP로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REC를 REC 시장에서 

별도의 거래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

하는 FiT와 달리 RPS는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이 때문에 RPS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수익 측면에서 

SMP 변동과 REC 가격 변동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따라서 RPS는 구조적으로 FiT, FiP, 경매제도 등 다른 핵심 신재생

에너지 정책수단에 비해 사업자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그림 2-4]). RPS는 다른 지원정책수단에 비해 시장 

노출도가 높아 경쟁에 기반을 두고 비용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

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시장이 충분

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참여를 주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은 아직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고 인지도도 낮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부가된 높은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정부가 RPS 의무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참여 지체는 해가 갈수록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SMP와 REC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에서 수익성이 높다 하더라도 장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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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주저하거나 투자회수기간을 6~7년 이하로 짧게 설정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짧은 투자회수기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상승을 유발하고 낮은 시장참여도로 인한 공급부족은 REC 시장에서

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으로 높은 불확실성은 금융권으로부터의 금융조달 어려움 및 

금융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이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는 주로 프로젝트 파

이낸싱에 의존하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 낮은 신용도와 높은 수

익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권이 금융조달을 주저하거나 금융조달

을 승인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조상민(2016), p.116.

[그림 2-4]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수단간 수익 불확실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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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잡한 시장구조와 시장 교란 가능성

우리나라의 REC 시장은 단일 시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현물시장, 

계약시장, 선정시장, 자체건설 등으로 시장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원별 또는 설치유형 등에 따라 REC 가중치가 복잡다단

하게 설정되어있다. 

이러한 시장의 복잡성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며 시장참여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기행위, 시장교란행위

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선정시장을 통해 REC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을 이유로 기존 계약의 파

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료: 곽왕신(2017), p.16

[그림 2-5] REC 거래시장 구조

  

현물시장과 선정시장의 REC 가격 격차는 평균 30% 정도로 매우 

크다. 현물시장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고려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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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는 하나 선정시장이 주로 소규모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현물시장 가격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

치고 이 기준가격이 REC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체계약의 

REC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7) 현물시장이 거래물량 자체는 적

지만 RPS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준가

격은 각각의 시장의 REC 거래가격의 가중평균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

다. 그러나 비중이 가장 큰 자체계약의 경우 상당수의 계약이 정부의 

기준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고 결

과적으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물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

이다.

구분
외부구매

(고정가격계약 제외)
자체건설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선정계약

거래물량 QO QR QT QS

가중평균단가 PO PR PT PS

기준가격
   

 ×   ×   ×   ×  18.5.1조

항 적용

18.5.1조

항 적용

자료: KPX(2017b), p.103

<표 2-8> RPS 대상 태양광설비 및 비태양광 설비 기준가격

선정시장도 유사하다. 선정시장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건설이나 자체계약보다 공급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

다. 그런데 현물시장과 동일한 이유로 선정시장이 기준가격에 미치는 

7) 상당수 자체계약의 경우 REC 구입가격을 차년도에 결정되는 당해 연도 기준가
격으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체계약 대부분이 기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오히려 기준가격이 추후 결정되면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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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자체건설이나 자체계약보다 높다.

문제는 단순히 기준가격이 높게 설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

의무자들이 현물시장과 선정시장의 개입을 통해 전체 REC 시장에 영

향을 미치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시장구조는 시장참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

고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분 선정시장(통합) (A) 현물시장(평균) (B) (B/A)

2016년 하반기 113,321
139,200 1.39

2016년 상반기 86,477 
2015년 하반기 73,275 

92,565 1.29
2015년 상반기 70,707 
2014년 하반기 미시행

103,976 0.92
2014년 상반기 112,591
2013년 하반기 128,539 

174,504 1.32
2013년 상반기 136,095
2012년 하반기 158,660

179,710 1.14
2012년 상반기 156,634
자료) 선정시장 :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01.asp, 최종

방문일 2017.7.4
현물시장 2016년 : KPX, 2017, 2016년 12월 REC 거래동향 리포트
현물시장 2015년 : KPX, 2016, 2016년 2월 REC 거래동향 리포트
현물시장 2014년 : KPX, 2016, 2015년 12월 REC 거래동향 리포트
현물시장 2012~2013년 : KPX 원스톱 통합포털, 원별 평균체결 가격 평균 
http://onerec.kmos.kr/portal/selectBbsNttList.do?bbsNo=438&key=1875, 
최종방문일 2017.10.31 

<표 2-9> 주요 REC 시장별 REC 거래 가격 (태양광 기준)

한편 REC 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어 REC 가중치 

변동에 따른 수익성의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예측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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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사업추진 계획 변경 및 투자 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금융권

이 금융조달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 발전사업자 의무공급 부여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

또 다른 문제점으로 REC 확보 의무를 발전사업자에 부여함으로써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판매

사업자에게 RPS 의무를 부여하는 해외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매

시장 독점구조로 인해 RPS 의무이행을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였다. 

RPS 의무대상자인 대규모 발전사들은 REC의 수요자이자 동시에 공

급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REC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리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무대상자의 의사결정 시 REC 구매자로서 REC를 낮은 가격에 확

보하고자 하는 유인과 발전사업자로서8) REC를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유인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둘이 적정하게 타협하는 형태

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발전사업자로서의 역량

을 축적해 온 대규모 발전사가 발전사업보다 REC 구매 계약에 역량

을 소진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로서의 역량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장에서 

REC 공급 비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급의무자는 한전으로부터 RPS 이행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

다. 따라서 저렴하게 REC를 확보하는 유인보다는 적정한 가격 수준

8) SPC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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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REC를 다수 확보하여 과징금을 회피하는 데 집중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

간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SPC를 구성하여 REC

를 쉽게 확보하는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SPC 참여를 통해 해

당 사업의 REC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REC 가격을 

적극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정부의 기준가격으로 계약함으로써 이행비

용을 전액 보전받는 방안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설비, 

금융조달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발

생하여 개발업자나 금융회사가 수익을 취하는 형태로 SPC가 구성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이행비용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REC 기준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급의

무자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의무량을 자체건설을 통해 이행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혼소발전9)과 같은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 파급효과가 낮지만 쉽게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비중에 상한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바 있다.

구분 FiT(’01~’11) RPS(’12~’16) RPS-FiT

태양광 497 3,786 3,289

풍력 320 917 597

바이오 73 1,691 1,618

폐기물 - 848 848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0> FiT와 RPS 기간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신규용량 비교 (MW)

9) 혼소발전을 통해 배출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최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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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비제도적 문제점

이러한 구조적인 불확실성에 더해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 인허가 지연, 계통접속 지연 문제 등으로 REC 공급이 적

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급여건 악화로 인해 REC 가격이 하락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

으로 태양광은 전자파가 발생, 풍력은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합리적인 주장과 불합리한 주

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형

태의 주민 반대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

의 설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구분 주민 반대 이유 주요 사례

태양광 전자파, 일조량 차단, 온도차 괴산, 단양, 포항, 삼척, 영월, 익산 등

풍력
깜박임, 소음(저주파),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영덕, 영동, 장수, 청송, 거제 등

대정해상풍력 : 일시금 및 지분 요구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표 2-11>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인

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지연

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도입된 ‘1MW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대폭 늘면서 올 2월 현재 

2,330MW(7,459건)가 접속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한전은 최근 

송전망 투자확대, 변전소 접속 용량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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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앞서 밝힌 RPS의 제도적인 문제와 비제도적 문제들로 인해 RPS 제

도 시행 단계에서 기대했던 성과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경쟁기반 정책 시행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단가 및 

계약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SMP+REC 가격은 이러한 하

락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2>에서

와 같이 독일과 한국 일본의 태양광 모듈가격은 2017년 2분기 가격은 

2015년 2분기 대비 각각 76%와 8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태양광 

경매를 시작한 독일은 같은 기간 낙찰가가 38% 하락한 56.6/MWh

를 기록하여 모듈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국내 SMP+REC 

가격은 오히려 12% 상승한 207.79원/kWh을 기록하여 모듈가격 하락

이 공급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분기
모듈가격( /W)1) 독일 태양광 경매

( /MWh)

국내 SMP+REC2) 

(원/kWh)독일 한국 일본

2015
2분기(A) 0.60 0.65 91.7 (1차, 4월) 186.26
3분기 0.58 0.65 84.9 (2차, 8월) 179.48
4분기 0.59 0.65 80.0 (3차, 12월) 189.80

2016

1분기 0.58 0.65 - 215.44
2분기 0.56 0.63 74.1 (4차, 4월) 186.09
3분기 0.53 0.61 72.3 (5차, 8월) 210.51
4분기 0.50 0.58 69.0 (6차, 12월) 240.09

2017
1분기 0.47 0.55 - 235.30
2분기(B) 0.45 0.53 56.6 (7차, 4월) 207.79

(B/A) 0.76 0.81 0.62 1.12

자료: BNEF(2017b) 엑셀자료, KPX(2017a) p.4 재작성, 
http://www.pvxchange.com/priceindex/Default.aspx?langTag=en-GB

1) 모듈(Multi-Silicon) 평균가격
2) 분기별 평균가격

<표 2-12> 모듈가격, 독일 태양광 경매 낙찰가, 국내 SMP+RE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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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적으로 경쟁에 기반을 둔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공

급이라는 RPS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정부가 기준

가격을 하락시켜왔던 FiT에 비해 현재의 RPS가 비용효율적인지에 대

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발전단가는 유럽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

한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 세계 국

가의 설비투자비용(Capital Expenditure; CAPEX)이 수렴할 것으로 전

망되고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CAPEX를 보이는 일본도 2020

년경에는 발전균등화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이 

$100/MWh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0) 우리나라의 높

은 발전단가를 오롯이 RPS의 제도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설치경험의 상대적 부족, 비교적 소규모인 프로젝트, 

높은 지가, 주민반대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앞서 밝히 RPS의 문제점

에 이러한 요인들이 더해져 현재 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확실하다.

국가 인도 호주 중국 태국
말레이
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
시아

일본 한국

LCOE
($/MWh)

68 71 76 107 108 109 152 155 161 1621)2)

한국=100 42 44 47 66 67 67 94 96 99 100

1) 2017년 6월 12일 환율 1,121.6원 기준 (181.6원/kWh)
2) ’17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 REC 가중치 1.0 

기준 (100kW~3MW), 육상 기준
자료 1) BNEF(2017a), p.5
자료 2) 에너지공단(http://www.knrec.or.kr/knrec/13/KNREC130110.asp?idx=2543&page=), 
최종방문일 2017.7.4

<표 2-13> 2017년 상반기 아시아 국가 LCOE 비교

10) BNEF(2017a),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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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FiT가 아닌 시장 기반의 RPS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적 수익이 확보되어야 공급이 확대된다. 

RPS가 시장 기반의 정책이지만 REC라는 지원이 들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가격이 하락하여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

익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비용과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달

성해야 하고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용 하락이라는 성과로 연결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FiT, FiP, RPS와 같

은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대안으로 경

매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매제도는 입찰이라는 경쟁

을 통해 공급가격을 확정하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보상체계 설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안정된 수익을 보

장할 수 있다. 또한, 경매제도는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앞서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수

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매제도가 RPS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RPS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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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경매제도 도입현황과 주요국 경매제도 특징

1. 경매제도 도입 현황

최근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경매제도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경매제도 채택국가는 6개국이었으나 2016년에는 73개국이 경

매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7년간 51개국이 경매제도를 도입하

여 약 3.3배 증가하였다. FiT와 FiP는 49개국에서 약 1.7배 증가한 84

개국으로 45개국이 늘어났고, RPS는 15개국에서 2.2배 증가한 33개

국으로 18개국이 증가하였다.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경매제도는 도입

한 국가의 숫자나 증가율에서 측면에서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REN21, 2010~2017,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재구성

[그림 3-1] 세계 주요국의 경매제도 도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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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FiT나 FiP를 운영하는 국가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RPS와 병행하여 운

영하기도 한다. FiT를 운영하던 국가들은 기존의 정부가 결정하던 신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시장의 가격발견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결정하

기 위해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의 선진국

이자 FiT 최초 시행국인 독일은 2015년 태양광 시범경매 이후 2017

년부터 경매 대상 에너지원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경매제도로 전환

하였다.11) RPS를 시행하던 국가가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경우는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RPS와 유사한 개념의 RO를 운용

하던 영국은 최근 CfD 기반 경매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뉴욕 주

와 매사추세츠 주는 RPS를 운영하며 해상풍력에 경매제도를 일부 도

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장기고정가격 구매제도도 경매제도의 일환이다.

경매제도의 도입현황을 국가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이뤄지고 소득수준이 높은 유럽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

도국도 경매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를 비롯한 8개국이 경매제도를 도입하였고 7개국이 

2020년까지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12)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매사추세츠 주 등에서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개도국으로는 

브라질, 칠레, 페루, 모로코,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이집트, UAE, 남아공 등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도 

경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정부가 매입가격을 정하는 

FiT와 달리 경매는 시장에서 입찰자의 경쟁을 통해 이를 결정할 수 

11) 소규모에 대해서는 FiT 유지

12) 유럽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FiP 기반의 경매제도로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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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매물량을 결정함으로써 목표 관리에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또한, 자국 여건에 맞게 설계된 경매제도를 운

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도입 비용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경매 낙찰가격

은 세계적으로 빠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제조업의 기술발

전에 따른 모듈가격의 하락과 학습에 의한 설치비용 하락 등 기술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하락을 가

져온 것은 경매 시행에 따른 경쟁 확대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2>에서 볼 수 있듯 독일의 경우 실제로 모듈가격 

하락에 비해 경매 낙찰가 하락 속도가 빠르다. 다만 경매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인도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료: IRENA(2017a), p.31

[그림 3-2] 주요국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경매의 낙찰가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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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과 경매제도의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9월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경매에서 태양광 350MW가 

$24.4/MWh에 낙찰되어 당시 최저가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같은 해 

멕시코에서 시행된 경매에서 태양광이 $21.04/MWh에 낙찰되면서 경

신되었다. 2016년 8월 칠레의 에너지 경매에서 태양광은 평균 

$37.8/MWh(최저 $29.1/MWh), 풍력은 평균 $45.3/MWh(최저 

$39.7/MWh)에 화석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칠레의 경우 

재생에너지 간 경쟁이 아닌 화석연료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에 대한 경

매에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이기 때문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pay-as-bid auction 최저 낙찰가
자료: BNEF 웹사이트, 최종방문일 2017.10.17

[그림 3-3] 세계 주요국의 경매제도 낙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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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은 경매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경매를 

통해 보급되는 설비용량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것을 보여준다.13) 

2015년 12.9GW의 설비용량이 경매를 통해 계약되었으나 2016년에는 

약 2.7배가 많은 34.2GW가 경매로 계약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7

년에도 이어져 현재까지 2016년에 보급된 용량과 비슷한 수준인 

32GW가 계약되고 17.6GW가 경매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자료: BNEF(2017b), p.2-3

[그림 3-4] 세계 발표 및 경매된 설비용량 

13) BNEF(2017b),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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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2017년 에너지원별 경매물량을 살펴보면 태양광이 풍력

보다 경매를 통해 더 많이 계약되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태양광이 24GW, 풍력이 8.7GW가 경매되었다. 2017년에는 태양광이 

10.6GW, 풍력이 12.9GW가 경매되었고, 각각 10.6GW와 3.0GW의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

자료: BNEF(2017b), p.5

[그림 3-5] 국가별 발표 및 경매된 설비용량 

[그림 3-5]에서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설비용량을 경

매하였고 2017년에도 가장 많은 8.0GW를 경매할 예정이다.14) 누적 경

매물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22.9GW)이며 인도도 17.1GW에 대

해 경매를 시행하였다. 독일은 2017년 본격적으로 경매를 도입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1.4GW를 경매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한, 2016년 4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확정한 프랑스도 보급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부문에 많은 물량을 경매할 계획이다.

14) BNEF(2017b), p.5



제3장 해외 경매제도 도입현황과 주요국 경매제도 특징  31

2. 주요국 경매제도 특징

가. 독일의 경매제도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을 

도입하여 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다. 독일에서 재생에

너지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요금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에너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

였다.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EEG 2014)을 개

정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부분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를 토대로 2015

년부터 태양광에 대해 시범 경매를 시행하였다. 

연도 합계 4월 8월 12월

2015년 500 150 150 200

2016년 400 125 125 150

2017년 300 100 100 100

자료: http://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germany/name-152692-en.php, 
조상민(2016), p.69 재인용

<표 3-1> 독일의 지상설치형 태양광 시범경매 추진 일정

(단위: MW)

독일은 경매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발전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셋째, 경

매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다.16)

15)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력요금에 직접 부과하여 충당
하고 있으며, 요금청구서에 이를 명기하고 있음.

16) AURES(2015a), p.5



32

독일은 2016년 6월 재생에너지법(EEG 2017) 개정을 통해 2015년

부터 태양광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경매제도를 2017년부터 본

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술 경매 물량 기술별 시행방안

육상

풍력

매년 2.8GW 

(2017-2019)

매년 2.9GW

(2020 이후)

2017년 5월 첫 번째 입찰

매년 3-4회 입찰

가격 상한 7ct/kWh

2018년 이후 가격 상한은 전년도 실적 반영

해상

풍력

2030년까지 누적 

15GW

3.1GW 

(2015~2025 기간)

4.2GW 

(2026~2030 기간)

1단계) 2017-2018년: 기 계획 혹은 승인된 부지에 

대해 입찰 (2회)

2단계) 2021년부터 2026년 이후의 신규 사업에 대

한 입찰

2017/18년 입찰에 대한 가격 상한 12ct/kWh

이후의 가격 상한은 최저입찰가에 의거하여 산정

태양광
매년 0.6GW 

(2017년부터)

2017년 2월 첫 번째 입찰

매년 3회 입찰

가격 상한: 8.91ct/kWh

일반부지 10MW 이하, 기타 부지 유형은 750kW 

이하 대상

바이오

매스

매년 150MW 

(2017~2019)

매년 200MW 

(2020~2022)

2017년 9월 첫 번째 입찰

매년 1회 입찰

가격 상한: 14.88ct/kWh (2018부터 매년 1%씩 감소)

150kW 이하의 설비는 경매 참여 불가

자료: http://www.iea.org/policiesandmeasures/renewableenergy/?country=Germany, 
Title # 1. 2017 Amendment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2017), 조상민(2016), p.102 재인용

<표 3-2> 독일 EEG 2017 경매제도 세부 사항

독일에서는 연방네트워크규제청(Bundesnetzagentur; BNetzA)이 경

매를 주관한다. 독일 경매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설비용량

(MW)을 경매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여러 사람이 



제3장 해외 경매제도 도입현황과 주요국 경매제도 특징  33

낙찰 가능한 용량에 대해 입찰한다. 경매는 기술 특정 방식으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경매를 시행하며, 1회 경매를 할 때의 경

매 물량은 정해져 있다. 경매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육상풍력, 해상풍

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이며,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구분을 두어 

750kW 이하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150kW 이하 바이오매스는 

제외되며 경매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iT가 계속

하여 적용된다.17) 

봉인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입찰자가 희망하는 발전용량

과 상한가격(ceiling price)보다 낮은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을 제출

하면, 경매주관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권리행사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저가를 입찰한 프로젝트부터 낙찰을 받게 된다. 가격결정은 일반적으

로 낙찰받은 발전사업가 자신이 입찰한 권리행사가격으로 공급하는 차

별가격(pay-as-bid) 방식이고, 변동형 FiP의 형태로 20년간 지원을 받

는다. 변동형 FiP에서는 권리행사가격이 전력가격과 변동형 프리미엄

의 합으로 구성되어 전력가격이 변하더라도 그에 연동하여 프리미엄이 

변동됨으로써 권리행사 가격은 늘 일정하게 유지되며, 입찰자가 제출

한 프리미엄에 따라 낙찰자의 권리행사가격은 차등이 발생하게 된다. 

EU에서 권장한 것처럼 입찰자의 사전자격요건이 요구되어 입찰자

는 발전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입찰채권, (예비) 구역 설정 

승인 등의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에 대한 증빙도 해야 한다. 또한, 프로

젝트가 지연될 경우 FiP가 감액되는 페널티를 도입하여 실현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추후 신규설비용량의 

80%를 경매제도를 통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8) 

17) BMWi(2016, 2017 revi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조상민
(2016), p.1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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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경매 대상 용량(MW) 평가 방식 가격

경매 수량 복수 가격결정방식 균등/차별가격 병행

대상 기술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상한가격 있음

기술 차별 기술 특정 경매 방식 봉인입찰

물량/예산 제한 물량 제한 대상 시기 초-중기

프로젝트 규모

최소 150kW(바이오매스), 

750kW(태양광, 육상/해상 

풍력) 

사전자격요건
지정된 위치, 입찰 채권, 

(예비) 구역 설정 승인

지원 형태 변동형 FiP  페널티

태양광 18개월 이상 지연 시 

FiP 감액 (0.3ct/kWh,).

지연기간에 따라 kW당 

일정 페널티 부가

지원 기간 20년 실현 기간 18개월(6개월 허용기간) 

자료: 1) AURES(2016a), p.24-26 재구성
     2) BMWi(2016), 2017 revi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3) https://www.gesetze-im-internet.de/eeg_2014/BJNR106610014.html 

<표 3-3> 독일의 경매제도 특징 

독일의 경매제도의 대략적인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19) 먼저 경매 

물량과 상한가격이 발표되면 모든 입찰자가 동시에 BNetzA에 희망하

는 발전용량과 가격을 봉인하여 입찰한다. BNetzA는 입찰자의 사전

자격 요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상한가격을 초과하거나 첫 번째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를 탈락시킨다.

BNetzA는 입찰된 권리행사가격을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 순으로 

배열하여, 낮은 가격에 동봉된 발전용량을 합산하여 입찰에 부친 발전

18) BMWi, 2016, 2017 revi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조상민
(2016), p.101 재인용

19) AURES(2015a),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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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과 같아지는 합산 용량이 같아지는 청산가격(clearing price)을 발

견한다. 그러면 경매에서 물량을 낙찰받은 사업자는 두 번째 입찰보증

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낙찰받은 사업자는 차별가격 방식에 따라 자신

이 입찰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선정된 프로젝트가 지연

될 경우 패털티가 부과되고 24개월 이내에 운전되지 않을 경우 계약

이 해지되고 입찰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납부한 입찰보증

금이 벌금으로 압류되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은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6] 독일 시민협동조합 프로젝트 가격결정방식

독일의 가격결정방식은 차별가격 방식이지만 시민협동조합 에너지 프

로젝트에 대해서는 최고 낙찰가를 보장하는 균등가격(uniform pricing)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프로젝트는 

입찰하여 낙찰된 가격으로 공급하지만, 시민협동조합 에너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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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찰가격(PCP)보다 높은 최고 낙찰가(PH)로 공급하게 된다. 이는 최

고 낙찰가와 입찰가격의 차액(PH-PCP)만큼 시민협동조합 에너지 프로젝

트를 우대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구분 요건

참여자수 개인 10명 이상

의결권
지역주민이 다수 의결권 보유

주주 1인당 의결권 10% 미만

프로젝트 수/규모 
프로젝트 개수 : 최대 6개

프로젝트 규모 : 최대 총 18MW

지자체 참여 투자비 10% 이하

자료: BMWi, 2016, 2017 revision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조상민
(2016), p.101 재인용

<표 3-4> 시민협동조합 에너지 프로젝트 기업의 참여 요건

나. 영국의 경매제도

영국은 1990년대 전력산업의 자유화를 시행하면서 경매 방식의 비

화석연료의무화제도(Non Fossil Fuel Obligation; NFFO)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의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2년 NFFO를 전력공

급사에게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전력공급량의 일정 비율

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O를 시행하였다.20) 의무를 이행하는 방

식은 크게 직접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거나 재생에너지 의

무인증서(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ROC)를 구매하여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Buy-out 기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의무이행을 해야 한다.21)

20) 조인승(2007), p.268
21) 심성희 이상열, 2010,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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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RO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

받고 있었지만, 시장친화적인 제도 자체의 특성 때문에 신재생발전사

업자는 전력판매가격과 ROC 가격의 이중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해왔다.22) 이에 영국은 RO를 시행하면서 차액정산계약제도(CfD)를 

2014년 도입하여 하반기에 첫 경매를 시행하고 2015년부터 대규모 

태양광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기술에 대해 RO를 

종료하고 CfD 경매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영국이 CfD를 도입한 이유는 전력시장의 공급 안정성 제고, 전력시

스템의 탈탄소화, 이행 비용의 소비자 부담 최소화라는 2009년 전력

시장개혁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3) 즉, CfD를 통해 기술 내

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 잉여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24) 

CfD는 몇 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먼저 도입 당시 에너지환경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25)가 경매제도의 

설계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CfD 계약은 세금이 아닌 소비자요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재무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추가부담금 조정 프레

임워크(Levy Control Framework; LCF)를 적용하여 제어한다. 경매의 

주관과 진행은 영국의 송전사인 국영전력회사(National Grid)가 담당하

며, DECC 산하의 저탄소계약회사(Low Carbon Contracts Company; 

기후대응 녹색에너지산업의 시장확대방안 분석, 조상민(2016), p.75 재인용
22) 조상민(2016), p.75.
23) AURES(2016b), p.6
24) AURES(2016b), p.6
25) DECC는 2016년 7월 상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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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C)가 저탄소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와 계약한다.26) 

국가전력회사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CfD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

다. 먼저 경매 대상은 용량(MW)으로 모든 재생에너지원이 대상 기술

이고 기술 차별은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성숙 기술과 미성숙 기술로 

분류(pots)된다.27) 영국은 경매에 대한 엄격한 예산 제약이 주어져 기

술군별로 상이한 예산이 배정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용량의 최소, 최

대치가 설정된다. 또한, 각 기술에 따라 최대 권리행사가격인 행정상 

권리행사가격(administrative strike price)이 설정된다. 

경매는 최소 5MW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봉인입찰 방식으로 진행

하며 가격평가를 통해 낙찰자는 균등가격으로 15년간 공급하는 CfD 

계약을 체결한다. CfD는 전력판매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추가지급을 통해 그 차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하여 발전사업자의 지나친 초과수익을 막는 기능을 한다.

자료: AURES(2016b), p.10

[그림 3-7] 영국 CfD 운영 방식

26) AURES(2016b), p.5-6
27) 성숙 기술로 태양광, 육상풍력, 폐기물에너지(CHP), 매립지가스, 하수가스가 분

류되고, 미성숙 기술로 해상풍력, 바이오매스(CHP), 파력, 조력, 첨단전환기술, 
혐기성 소화, 지열이 분류되며, 개념상 세 번째 분류로 바이오매스 전환이 있
다. AURES(2016b),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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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국도 사전자격요건이 존재

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 공간계획요건과 허가권 발급이 선행되

어야 하며 송전망 연결에 대한 합의와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 입찰에 

따라 상이한 실현 기간이 정해지고 프로젝트가 적시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CfD에 일정기간 입찰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프로젝트

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경매 대상 용량(MW) 평가 방식 가격

경매 수량 복수 가격결정방식 균등가격

대상 기술 모든 재생에너지원 상한가격 있음

기술 차별 다중 기술 경매 방식 봉인입찰

물량/예산 제한 예산 제한 대상 시기 후기

프로젝트 규모 최소 5MW 사전자격요건 계획 동의, 연결 합의

지원 형태 변동형 FiP(CfD) 페널티 13개월간 입찰 금지

지원 기간 15년 실현 기간
6개월 2년

(다른 준공 연도를 입찰)

자료: AURES(2016a), p.24-26 재구성

<표 3-5> 영국의 경매제도 특징 

CfD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28). 먼저 에너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ergy)이 각 기술에 대한 최소 예산, 용량과 행정상 권

리행사가격을 발표하면 입찰자는 용량, 가격과 실현 시기를 제출한다. 

만약 입찰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액이 해당 기술군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모든 프로젝트는 행정상 권리행사가격으로 CfD 

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입찰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액이 가용 예

28) AURES(2016b),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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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초과하거나 최대 규모가 설정된 기술들에 입찰한 프로젝트의 용

량이 이를 초과하면 경매가 시행된다. 

경매가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인 국영전력회사는 입찰자에게 봉인

입찰에 참가하고 통보하면 입찰자는 권리행사가격과 프로젝트 실현시

기와 관련된 입찰서를 제출한다. 

특정 기술에 대하여 최소 용량이 배정되었던 경우 입찰한 권리행사

가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최소 용량까지 체결된다. 최소 용량에 

의해 선택된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술군에서 가격평가에 의해 낮

은 가격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각 해당 연도의 예산이 허용하는 수

준까지의 입찰 프로젝트는 체결된다. CfD는 더 이상 입찰한 프로젝트

가 없거나 경매에 배정한 모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러한 프로세

스가 계속된다. 

CfD의 가격결정방식은 균등가격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각 연도에 

낙찰된 입찰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하

지만 최소용량으로 보호받는 기술은 행정상 권리행사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에 균등가격 방식이지만 프로젝트별로 적용되는 실제 권리행사가

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상한가격의 역할을 하는 행정상 권리행사가

격은 기술발전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의 비용 감소를 고려하여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만약 경매에 프로젝트가 낙찰되었으나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혹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프로젝트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

하거나 계획된 단계별 이정표(계획)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향후 

경매에 13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제3장 해외 경매제도 도입현황과 주요국 경매제도 특징  41

다. 네덜란드의 경매제도

네덜란드는 2003년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생산환경

품질(Milieukwaliteit van de Elektriciteitsproductie; MEP)을 도입하여 

국가전력망에 재생에너지원과 열병합발전(CHP)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자국 발전사업자에게 kWh당 일정 보조금(고정 프리미엄)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29) 본 제도는 2010년의 재생에너지 전력목표

인 9%가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7년 중단되고 2008년부

터 지속가능에너지촉진(Stimulering Duurzame Energie; SDE) 프로그

램으로 대체되었다. SDE는 MEP와 달리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재원

이 조달되었다. 또한, SDE는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화석연

료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보조금도 수정된다는 것이다.30)

네덜란드는 EU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

지 비중을 14%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1년 7월 네덜란드 정

부는 EU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원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의 FiP 방식으로 지원하던 SDE를 SDE+로 대체했다. 

SDE+는 네덜란드 경제부(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

하 기업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RvO)이 경매를 

시행한다. SDE+는 복수의 용량(MW)을 경매 대상으로 하고, 경매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전력과 냉난방에 활용되는 모든 재생에너지원과 

바이오가스이다. 기술에 대한 차별이 없는 기술 중립 방식으로 예산 

29)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netherlands/name-21635-en.php, 최
종방문일 2017.11.3

30)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netherlands/name-24272-en.php, 최
종방문일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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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있으나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원 형태는 변동

형 FiP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입찰자의 가격과 신청시기에 

따라 결정되고 가격결정방식은 균등가격이다. 일정한 사전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환경 허가, 지열의 경우는 탐사 허가 및 지질 조사,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설명 등이 필요하

다. 기술에 따라 3~4년 안에 프로젝트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반할 경우 3년간 입찰 제한의 페널티가 있고 4억 유로 이상의 프로젝

트는 최대 2%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경매 대상 용량(MW) 평가 방식 가격 및 신청시기

경매 수량 복수 가격결정방식 차별가격

대상 기술
모든 재생에너지(전력, 

냉난방), 바이오가스
상한가격 있음

기술 차별 기술 중립 경매 방식 가격발견

물량/예산 제한 예산 제한 대상 시기 후기

프로젝트 규모 없음 사전자격요건

허가권, 소유권 증명, 

0.5MW 이상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지원 형태 변동형 FiP  페널티

3년간 입찰 제한, 4억 

유로 이상 프로젝트는 

벌금(최대 2%) 

지원 기간 최대 15년 실현 기간 3 4년(기술에 따라) 

자료: AURES(2016a), p.24-26 재구성

<표 3-6> 네덜란드의 경매제도 특징 

SDE+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31) 먼저 매년 3~4월경 

31) AURES(2016c),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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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경매의 대략적인 시행안이 ECN과 DNV GL에 의해 게시된다. 

대략적인 시행안에는 상한가격뿐만 아니라 경매와 관련한 기초 가정, 

정보, 기술 및 재무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7~8월에는 시장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11~12월경 최종 공표가 이루어지며 경매 설계에 대한 최종 

세부사항은 보통 1~2월 사이에 게시된다. 

SDE+는 주어진 연간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입찰/프로젝트가 

선택되어지는 다중 품목(multi-item) 경매로 봉인입찰 방식을 통해 입

찰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설비용량과 가격을 제출한다. 모든 필수사항

을 만족하는 입찰 중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할당된 연간 예산의 최대

치에 이를 때까지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후 복수의 입찰 라운드 또는 

단계가 열린다. 각 입찰 라운드가 종료되면 개별 입찰 정보는 공개되

지 않지만 각 라운드 종료 후 기술(분류)과 예산요구사항을 보여주는 

합산 개요가 게시된다. 만약 예산 한도에 이르면 입찰가격에 따라 정

렬하며, 가장 낮은 가격의 입찰부터 주어진 예산한도에 이를 때까지 

선정된다. 낙찰자는 차별가격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획서에서 제출한 실현기간 이내에 프로젝트를 

실현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프리미엄 지원 권리를 잃고 

이후 3년 동안 SDE+ 입찰에서 제외된다.

SDE+는 경쟁의 정도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DE+를 신

청하는 프로젝트 개발자의 약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이기 때문에 SDE+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도 

매력 있는 경매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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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매제도32)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주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주로 2020년까지 RPS 의무비율 33%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70년 이래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으며 3MW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RPS를 3MW 미만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iT인 ReMAT를 운

영하고 있다.

2010년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재생에너지경매메커니즘(Renewable Auction 

Mechanism; RAM)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1,500MW의 설비 도입을 목

표로 했다. RAM은 3~20MW 규모 프로젝트의 도입 과정을 간소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사업자의 초과 보상을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 연도별 RPS 목표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실

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별로 경매를 분

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RAM은 캘리포니아 주의 3개 IOUs(Investor Owned Utilities)33)가 

실행하는 경매로 RP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메커니즘

을 사용할 수 있고 ReMAT의 기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2011년 11월 RAM에서 결정된, 3개 유틸리티의 최고가격의 가

중평균가격이 ReMAT의 기준가격으로 결정되었고 2개월마다 조정되

고 있다.

32) AURES(2015b)를 요약하여 정리함 
33) IOUs는 수직 통합형 민영 유틸리티로 PG&E, SCE, SDG&E 3사가 주요 유틸리티이

며, 캘리포니아 주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KEMRI 전력경제 Review 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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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URES(2015b), p.6

[그림 3-8]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RAM 제도적 배열

RPS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RA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경매 대상은 설비용량(MW)으로 복수의 수량이 입찰되고 모든 

재생에너지원이 입찰 대상이 된다. 기술적으로 차별을 두어 기저부하, 

첨두부하, 비첨두부하 기술로 구분한다. 기저부하는 지열 및 바이오매

스와 같은 플랜트, 첨두부하는 태양광 등 오후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비첨두부하는 풍력 및 소규모 수력과 같이 낮 시간대 전력

수요와 무관하거나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RAM은 물량 제한이 있고 3~20MW 사이의 프로젝트가 대상이 된

다. 지원 형태는 고정가격(FiT)의 형태이며 입찰자가 제출한 기간에 

따라 10년, 15년 또는 20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경매에는 상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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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고 봉인입찰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입찰하면 공급가격, 송전비

용, 잠재적 자원 편익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다중속성 방식으로 평가

가 이뤄진다. RAM은 프로젝트의 실현을 담보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력증명, 사이트 제어, 기술, 전력망 연결 조사 등의 자격요건을 

제시한다. 통상 CPUC의 승인 후 18개월 이내에 전력공급이 실현되어

야 하며 프로젝트 미준공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예치

금 및 이행보증금이 보류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경매 대상 용량(MW) 평가 방식
다중속성(가격, 송전비용, 

잠재적 자원 편익의 적합성)

경매 수량 복수 가격결정방식 차별가격

대상 기술 모든 재생에너지원 상한가격 있음

기술 차별
다중 기술(기저, 

첨두, 비첨두로 구분)
경매 방식 봉인입찰

물량/예산 제한 물량 제한 대상 시기 후기

프로젝트 규모
최소 3MW, 

최대 20MW 
자격요건

개발자 경력증명, 사이트 

제어, 상용기술 사용, 

전력망 연결 조사

지원 형태 FiT 페널티

프로젝트 미준공 또는 

불만족 시 개발 예치금 및 

이행 보증금 보류

지원 기간
10, 15, 20년 

(입찰자에 따라) 
실현 기간 CPUC의 승인 후 18개월 

자료: AURES(2016a), p.24-26 재구성

<표 3-7> 캘리포니아 주의 경매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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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브라질의 경매제도

브라질은 2002년에서 2006까지 FiT(PROINFA)를 통해 신재생에너

지 도입 초기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보급에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

만 FiT 기준가격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비용효율적이지 못했고, 요율 

지급이 환경허가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환경허가증에 대한 

암시장이 생겨났다. 이는 많은 프로젝트의 도입 지연으로 이어져 전력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004

년 에너지 경매가 처음 도입되었다. 2007년 바이오매스와 소수력에 

대한 경매가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는 풍력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

다. 2016년에는 4월과 9월 경매를 통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가 각각 

200MW 정도가 평균 거래가 BRL 198.59/MWh(USD 57.4/MWh)로 

계약이 체결되었다.34) 하지만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3차 경매는 경제 

상황과 전력 공급과잉으로 인해 취소되었다.35)

브라질은 경매를 통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추어 전력공급이 가

능하도록 신규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전력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전

력조달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경매의 

가격발견 기능을 통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비용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의 경매는 발전량(MWh)을 대상으로 복수의 물량이 경매에 

부쳐지고 대상 기술은 모든 재생에너지원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이뤄

지는 신규 에너지 경매는 기술 중립방식으로 이뤄지고 풍력, 태양력, 

소수력, 대수력 및 재래식 발전을 대상으로 한다. 부정기적으로 시행

34) IRENA(2017b), p.13
35) IRENA(2017b),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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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예비 에너지 경매는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 특정 경

매로 이뤄진다. 경매 물량의 제한이 있으며,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제

한이 없고 FiT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에너지원(바이오매스는 15년, 

풍력 20년, 수력 30년)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이하다. 

경매는 2단계의 혼합(hybrid) 방식으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 계획한 

물량을 다소 초과하는 수준에 응찰물량이 이를 때까지 내림입찰방식

의 경매를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발견한 상한가격(PQ)이 

설정되고 1단계 종료 시까지 남아있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봉인입찰을 

시행하여 가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별가격으로 낙찰자별 다른 낙찰

가가 결정된다.

단계 내림차순 경매 단계 봉인입찰 경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9] 브라질 하이브리드 경매 

경매에 입찰하는 사업자는 환경 허가, 전력망 접속 승인, 독립 기관

의 자원 평가, 입찰 채권 등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통상 신규 발전

소에 대해 전력이 공급되기 3~5년 전에 경매가 시행되고 프로젝트의 

실현기간은 원별로 다르다. A-3은 3년의 건설기한을 갖는 풍력,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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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소수력 발전에 대한 경매이고, A-5는 5년의 건설 기한을 갖는 수

력 발전에 대한 경매로 1년 이상 지연 시 소명 없이 계약 해지와 입찰

채권 미환급이 가능하다. 발전량에 대한 경매이기 때문에 발전량 변동

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경매 대상 발전량(MWh) 평가 방식 가격

경매 수량 복수 가격결정방식 차별가격

대상 기술 모든 재생에너지원 상한가격 있음

기술 차별

기술 중립

(신규 에너지 경매), 

기술 특정

(예비 에너지 경매) 

경매방식 하이브리드

물량/예산 제한 물량 제한 대상 시기 후기

프로젝트 규모 없음 자격요건

환경 허가, 전력망 접속 

승인, 독립 기관의 자원 

평가, 입찰 채권

지원 형태 FiT 페널티

1년 이상 지연 시 소명 

없이 계약 해지 및 입찰 

채권 미환급, 발전량 

변동에 대해 페널티 부과

지원 기간
15년(바이오매스), 

20년(풍력), 30년(수력)
실현 기간 A-1, A-3, A-5 = 1, 3, 5년

자료: AURES(2016a), p.24-26 재구성

<표 3-8> 브라질의 경매제도 특징 

브라질은 주로 수력과 풍력에 대한 경매에 집중하였으나 2014년부

터 태양광 단독 경매를 3차례 시행하였고, 2017년 12월 18일 태양광

을 포함한 제4차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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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매 시행 프로젝트 계약 규모 발전 개시 일자

1차 경매 2014년 10월 총 31개 프로젝트 1,000MW 2017년 10월
2차 경매 2015년 8월 총 30개 프로젝트 830MW 2018년 8월
3차 경매 2015년 11월 총 30개 프로젝트 920MW 2018년 11월
자료: 주브라질한국대사관, 2017, Solar Industry in Brazil and Entry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p.11

<표 3-9> 브라질 태양광 발전 경매 

경매는 광업에너지부(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MME)의 가이

드라인에 따라 전력규제청(Agência Nacional de Energia Elétrica; 

ANEEL)에 의해 진행된다. 브라질 경매의 대표적 특징인 혼합방식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단계에서 MME는 입찰자들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하

려는 전력량을 공개하지 않고 각 기술에 적용하는 상한가격을 공개한

다. 기술별 상한가격을 확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공급 의향이 

있는 전력량을 제출하여 총입찰 물량을 확정한다. 1단계에서는 공개

내림입찰방식의 경매가 이뤄져 가격을 하락시켜 정부가 조달하려는 

전력량보다 다소 많은 수준36)의 가격을 발견한다. 2단계에서는 공급

의향이 있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봉인입찰37)을 시행한다. 이때 입찰자

는 공급하고자 하는 전력량과 가격을 함께 제출하는데 1단계에서 발

견한 상한가격 이하의 가격을 입찰해야 한다.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낮은 가격과 함께 제출된 전력량을 합산하여 

경매물량과 일치하는 곳에서 청산가격을 발견한다. 청산가격 이하로 

입찰한 발전사업자는 자신이 입찰한 가격으로 기술별로 상이한 기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36) 다음 단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량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37) 봉인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전력량은 다른 입찰자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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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프로젝트 사업자는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기술 및 재정적 요건이 있고, 환경허가권, 운영 책임자로부터 발급된 

접근승인, 자원평가측정, 입찰보증 등이 요구된다. 낙찰받은 프로젝트

의 실현이 1년 이상 지연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브라질은 전력

량에 대해 계약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전력량과 차이

가 발생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발전량이 계약 수준의 90% 미만

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계약전력량의 90%와 발전량의 차이에 대해 

계약가격 115%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공급된 발전량은 차년도에 공급

하는 것으로 이월된다. 반대로 발전량이 계량전력량의 130%를 초과

할 경우 130% 이상 생산된 전력은 계약가격의 70%만 지급하고 추가 

발전량은 차년도로 이월된다.

브라질의 경매제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으로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LCR)이 있다. 브라질은 자동차산업, 재생

에너지 발전 등에 LCR을 운용하는데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준

용하면 브라질개발은행(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 BNDES)로부터 저금리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매의 자격

요건으로 LCR을 요구하지 않지만, 정책융자 여부는 가격경쟁력에 영향

을 준다.

에너지원 프로젝트 대비 융자가능 비율

대수력, 가스, 석탄화력 50%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70%

태양광 8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10.21,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52호, p.8 재작성

<표 3-10> 브라질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융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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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세계 주요국은 사례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경매를 도

입한 가장 공통된 목적은 발전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비용효율적

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그림 3-2]). 경매는 

시장과 정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가격을 발견할 수 있

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

장의 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을 최소화하

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2분기 첫 태양광 시범경매에서 91.7/MWh를 

기록했으나 2017년 4월 시행된 경매에서는 56.6/MWh를 기록해 불

과 2년 사이에 가격이 38% 하락하였다.

자료: BNEF(2017b), 엑셀자료로 저자 작성

[그림 3-10] 독일의 태양광 경매 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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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CfD를 도입하여 에너지원에 따라 큰 성과를 보인 경우가 있

다. 해상풍력은 2015년 £119.89/MWh였으나 2017년에는 약 48%가 

감소한 £57.50/MWh를 기록하였다. 2015년 £119.89/MWh를 기록한 

바이오매스의 첨단전환기술(Advanced Conversion Technology; ACT)

은 2017년 £74.75/MWh와 £40/MWh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림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브라질도 경매를 도입하여 FiT에

서 평균 $154/MWh였던 기준가격을 약 60% 감소한 $61/MWh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때 FiT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어 입찰가를 낮추

는 동시에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

을 용이하게 하여 더 많은 잠재적인 입찰자들을 경매로 유인하고 경

매 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AURES(2016d), p.15

[그림 3-11] 브라질의 경매 결과 추이

 

경매 시행국가들의 경매 도입목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참여자의 다

양성 또는 기술의 다양성 확보도 들 수 있다. 기술 특정 경매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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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일이나 기술별 특성에 따라 발전패턴을 구분하는 미국 캘리포

니아 주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도입 이유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들 수 있다. 영국과 브라

질은 경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전력시장의 안정

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자국 제조업의 성장을 추구

하는 브라질의 LCR 사례에서 국가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을 경매제

도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FiT에서 RPS로 보급제도를 전환하며 큰 폭의 보급 증

가를 성과로 거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RPS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의 하락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매제도를 도입하

여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나가고 있는 주요국의 성과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RPS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RO를 운영하던 영국이 전력시장과 ROC 시장에서 이중 불확

실성 때문에 경매를 도입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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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매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및 가격결정방식

1. 경매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매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매의 성과는 경매대상, 물량의 공개 여부, 경매주기, 

기술구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각각의 기준에 따른 장단점

이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경매 대상은 크게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있다. 경매 대상을 설비용량

으로 할 경우에도 최소 발전량과 최대 발전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발

전량 경매의 경우 발전량 변동에 따른 페널티가 부가되어 부하관리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시간대별로 수요에 맞추어 경매물량을 배

정할 수도 있다. 경매 대상 기술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프로젝트 규모

와 연계하여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기술은 FiT 등 별도의 지원책을 

유지하고 있다. 경매 규모에 대한 제한은 크게 설비용량 제한, 발전량 

제한, 예산 제한이 있으며 많은 국가가 물량(설비용량, 발전량) 제한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예산 제한을 채택하고 있다.

경매 낙찰에 따른 지원방식은 크게 FiT와 변동형 FiP가 있으며, 영

국은 FiP의 한 형태인 CfD를 채택하고 있다. 경매에 따른 지원 기간

(계약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덴마크는 단일 물량에 대한 경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는 복수 물량에 대한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가격 평가와 기타 요소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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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속성방식이 있으며 다중속성방식은 해당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입찰가

에 대한 상한가격을 채택하고 있다.

경매방식은 크게 정태적(static) 방식인 봉인입찰(sealed-bid)과 동태

적(dynamic) 방식인 가격발견,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혼합(hybrid)방

식이 있으며 경매 결과 낙찰된 물건에 적용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

식은 차별가격과 균등가격이 있다.

EU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매 대상의 시기를 완공이 가까워지는 

후기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낙찰 물량이 실제 가동되는 확률을 높

이기 위한 것이며 많은 국가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EU

국가들은 사전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사전 자격

요건 또는 자격요건을 통해 응찰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남

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지나친 자격요건은 경매의 입찰 물량을 채우

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경매제도는 낙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발전소를 완공할 것을 조건

으로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페널티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먼

저 경매의 계약 체결을 높이기 위해 영국처럼 프로젝트를 낙찰받고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프로젝트 

실현이 지연되는 경우 독일처럼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시기에 따라 프

리미엄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

고 엄격하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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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경매방식별 특징 및 장단점 비교

먼저 경매대상은 설비용량, 발전량, 예산목표의 3가지가 있을 수 있

다. 설비용량은 경매 효과에 대해 빠르고 쉬운 평가가 가능하며, 미래 

(제조업)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대

적으로 발전량과 목표달성의 예측성이 낮고 총 지원 규모에 대한 확

실성도 낮은 편이다. 발전량은 발전량과 목표달성에 대한 높은 예측성

이 있는 반면 경매 효과에 대한 평가가 늦고 어려우며 미래 시장규모

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예산목표는 총 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성이 높

은 장점이 있지만 경매 효과에 대한 평가가 늦고 어려우며 미래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 역시 어렵다.

경매물량의 공개 여부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경매물량을 공개하는 

경우 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하고 경매 참여 및 경쟁을 유발하여 신재

생에너지 도입비용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조업의 시장규모 

예측으로 투자 및 기술 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입찰자의 전략

적 행동 및 담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입찰자의 경쟁수준을 과소평가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경매주기를 정기적으로 할 경우 투자자 리스크 감소 및 입찰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 입찰이 감소하는 장단점이 있

다. 부정기는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리스크 때문

에 높은 금융비용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경매대상 기술의 차별 여부도 중요한 특성이 있다. 기술 특정 경매

는 보편적 방식인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원의 산업 가치사슬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술 간 장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술 중립 경매보다는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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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게 되어 경쟁률이 낮아져서 도입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 중립 경매는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입찰자의 경쟁

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낮은 미성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경매대상의 규모를 구분하는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규모를 

구분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비

용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 규모 중립의 경우 비용효율적인 사업자가 선정

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궁극적으로는 퇴

출에 의한 경쟁 저하가 우려된다.

경매 참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

지는 장점이 있으나 입찰자 숫자가 감소하여 경쟁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경매를 낙찰받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형태는 크게 FiT, 고정형 FiP, 

변동형 FiP의 형태가 있다. FiT의 장점은 확정적 수입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만 전력시장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고정형 

FiP는 정확한 전력시장 가격의 반영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변동형 FiP는 전력시장의 가

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수입의 불확실성은 낮추어 주는 절충형이지

만 여전히 수입의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하게 된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평가방식은 크게 가격입찰과 다중속성 방식이 

있다. 가격입찰의 장점은 가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배제되기 때문에 기타 정책적 목표 반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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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다중속성 방식은 평가 요소에 기타 정책적 목표와 관련

한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매의 투명성이 하락하고 비가격적 평가요인으로 인한 가격 

하락 유도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주요국에서 운용하는 경매방식은 크게 봉인입찰, 가격발견, 혼합방

식이 있다. 봉인입찰방식은 제도가 단순하고 참여 비용이 낮으며 암묵

적 담합에 덜 취약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균등가격을 제외한 다

른 가격결정방식은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38)이 낮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가격발견방식은 가격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가격

발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경쟁 시 암묵적 담합에 취약

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방식은 봉인입찰과 가격발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나 제도의 복잡성과 상대적으로 높

은 참여 비용이 단점이다.

가격결정방식은 균등가격방식과 차별가격방식이 있다. 균등가격방

식은 높은 낙찰가격을 받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부풀려 높은 가격으

로 입찰할 전략적 행동의 유인이 없어 유인합치성이 높은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자신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격

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비합리적인 저가입찰과 과소건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 차별가격방식은 자신이 입찰한 가격으로 낙찰받기 

때문에 낙찰가격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 또한, 비합리적 저가입찰과 

과소건설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용을 부풀릴 전략적 행동의 유인이 존재하여 유인합치성이 낮다.

38) 유인합치성이랑 게임의 참여자가 자신의 유형(선호)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경매에서는 자신의 비용(유형)을 드러내는 입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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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페널티 강도에는 차이

가 있다. 만약 페널티가 강하다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사업 실현이 

높아지지만 강한 페널티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쟁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한다. 

LCR과 같은 정책목표를 반영할 경우 경매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

이 용이하지만 경쟁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기준
구분

장점 단점

경매 

대상

설비용량

경매 효과 평가가 빠르고 쉬움

미래 (제조업)시장규모에 대한 

예측 용이

발전량과 목표달성 예측이 난망

총 지원 규모에 대한 낮은 

확실성

발전량 발전량과 목표달성 예측이 용이

경매 효과 평가가 늦고 어려움

미래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 

난망

예산목표
총 지원 규모에 대한 높은 

확실성

경매 효과 평가가 늦고 어려움

미래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 

난망

경매 

물량
공개

리스크 감소, 입찰 참여와 경쟁 

제고로 지원 비용 감소

시장규모 예측으로 제조업의 

혁신 유발

입찰자의 전략적 행동 및 담합 

가능성 증가

입찰자의 경쟁수준 과소평가 시 

비효율 유발

경매 

주기

정기
투자자 리스크 감소 및 

입찰참가 유도
상대적으로 저가 입찰이 감소

부정기 낮은 가격으로 형성
높은 리스크로 높은 금융비용 

초래

기술 

차별 

여부

기술 특정

다양한 원의 개발 유도

다양한 원의 산업 가치사슬을 

지원

적은 입찰자로 낮은 경쟁 초래

기술 중립 많은 입찰자로 높은 경쟁 초래 미성숙 기술의 촉진 저해

<표 4-1> 경매제도 설계 시 고려요인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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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구분

장점 단점

규모 

구분

구분 소규모 사업자 배려 가능 비용효율성 저하

중립 비용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소규모 사업자의 진출 저해

자격요건 강화 높은 사업의 실현성 확보 입찰자 감소로 경쟁 저하

지원 

형태

FiT 확정적 수입 확보 전력시장 가격의 미반영

고정형 FiP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
상대적으로 수입의 불확실성이 

큼

변동형 FiP
시장가격 반영과 수입의 

불확실성 보완 
수입의 불확실성 일부 존재

평가 

방식

가격입찰
경매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하락 

유도

기타 정책적 목표 반영이 

어려움

다중속성
기타 정책적 목표 반영이 

용이함

경매의 투명성 하락 및 

가격하락 난항

경매 

방식

봉인입찰

제도의 단순함 및 낮은 참여 

비용

암묵적 담합에 덜 취약 

낮은 유인합치성

(균등가격 예외)

가격발견
가격 불확실성 존재 시 

가격발견이 용이

낮은 경쟁 시 암묵적 담합에 

취약

혼합
봉인입찰과 가격발견의 단점 

완화

제도의 복잡성 및 높은 참여 

비용

가격

결정 

방식

균등가격
비용을 부풀릴 전략적 행동의 

유인이 없음(유인합치성이 높음)

낙찰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비합리적 저가입찰, 과소건설 

초래

차별가격

낙찰가격에 대한 확실성

비합리적 저가입찰, 과소건설 

예방

비용을 부풀릴 전략적 행동의 

유인이 존재(유인합치성이 낮음)

페널티 강화 프로젝트 실현성이 높아짐
프로젝트 실현이 확실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저하

정책목표 반영
프로젝트를 통한 정책 반영이 

용이함

프로젝트 참여 대상을 제한하여 

경쟁이 저하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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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결정방식별 장단점 비교

여기서는 경매제도의 고려요인 중 가격결정방식을 중점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당초 RPS의 도입 취지는 원 간 경쟁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으나 현재 RPS의 결과는 가격하락 유도 기능

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각의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한다.

가. 단일 수량(single-unit) 봉인입찰 경매

단일 수량 경매는 계획입지 형태로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가격결정방식은 최저가 낙찰(first-price)과 차저가 낙찰(second-price)

이 있다. 최저가 낙찰은 최저가를 입찰한 낙찰자가 자신이 입찰한 가

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차저가 낙찰은 최저가를 입찰한 낙

찰자가 그다음 높은 가격으로 입찰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찰자의 공급가능 비용이 상이한 간단한 경매모형을 살펴보면, 입

찰자 는 자신의 비용 ( 0)를 고려하여 입찰가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의 기대보수(expected payoff) 극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최저가 낙찰은 자신의 비용과 낙찰가에 대한 기댓값을 고려하여 입

찰하는 것이 최적 대응(best response)이고 차저가 낙찰은 입찰자가 자

신의 비용()을 그대로 입찰하는 것이 최적 대응()이 된다. 

가격결정방식에 따라 최저가 낙찰방식은 입찰자가 전략적 행동을 

하여 유인합치성이 낮고, 차저가 낙찰방식은 자신의 타입을 그대로 드

러내기 때문에 유인합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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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격정보가 부족한 정부가 경매를 주관할 경우 차저가 낙찰 

방식이 최저가 낙찰방식보다 더 정확한 발전사업자의 비용정보, 즉 공

급가능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경매시장에 참여한 

입찰자의 비용분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구분 최저가 낙찰 차저가 낙찰

입찰자   ( ≥)

전략 
 →ℝ

보수 
   if  min≠ 

 if  min≠ 


 min ≠   if  min ≠ 

 if  min ≠ 

  




   
   

자료: 저자 작성

<표 4-2> 단일 수량 봉인입찰 경매의 게임 양식 

나. 다수 수량(multi-unit) 봉인입찰 경매

다수 수량 경매방식은 다수의 입찰물건을 경매를 통해 배분하는 방

식으로 일반적으로 차별가격 균등가격 방식이 널리 활용되며 이

론적으로 비크리(Vickrey) 방식이 있다. 

1) 차별가격(pay-as-bid)방식

차별가격방식은 낙찰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자신이 입찰

한 가격으로 장기고정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매 주관자의 

의도대로 입찰자가 높은 유인합치성을 보인다면 소비자 잉여가 가장 

높게 실현될 수 있다. 마치 독점시장에서 완전 가격차별(또는 1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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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별)이 가능할 때 공급자가 소비자의 의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만큼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모두 가져가는 것처럼 공급

자가 자신의 실제 비용을 드러내면 소비자의 잉여가 가장 높게 실현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 수량 최저가 경매와 같은 패턴과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자는 최저가 낙찰과 자신의 비용을 드러내지 않고 기대수

익을 높이는 낙찰가를 선택하는 것을 최적대응으로 선택하게 된다.

설계 의도 입찰 패턴

 

 자료: Tierney, Schatzki and Mukerji(2008), p.8 재작성

[그림 4-1] 차별가격 경매 

2) 균등가격(uniform pricing)방식

균등가격방식은 낙찰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자신이 입찰

한 가격이 아닌 최고 낙찰가로 장기고정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균

등가격방식은 최고가 입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가 입찰자는 최고가 

입찰자의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 수량의 차저가 경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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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패턴을 보인다. 즉,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입찰자가 자신

의 실제 비용을 드러내면 높은 확률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의 비용을 입찰가로 응찰한다. 자신의 비용보다 높게 입찰하면 낙찰 

확률이 감소할 뿐 최고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보수만 낮아지

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보다 높게 입찰하지 않는다. 자신의 비용

보다 낮게 입찰하는 것은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낙찰가가 입찰가격

보다 낮으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낮게 입찰할 유

인이 없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공급가능 가격(비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RPS에서 공급의

무자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입찰하여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고가격보다 비용이 높

은 공급의무자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과징금보

다 손해액이 작으면 저가 입찰의 경제적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 Tierney, Schatzki and Mukerji(2008), p.8

[그림 4-2] 균등가격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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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소비자와 공급자가 각각 후

생을 얻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유인합치성을 나타낼 때 차별가격에서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잉여를 높은 경쟁력을 가진 공급자가 마진

으로 가져가는 형태이다.

3) 비크리(Vickery)방식

이론적으로 비크리방식은 낙찰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자

신이 입찰한 가격이 아닌 낙찰된 차저가로 장기고정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낮은 비용의 입찰자가 자신의 실제 비용을 드러내면 높은 

확률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차저가와의 차이만큼 공급자 잉여를 가

져갈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비크리 경매 가격결정방식

최고가 낙찰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설

계할 경우 균등가격방식과 같은 수준의 최고가가 결정된다. 최고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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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차저가 낙찰을 적용하면 최고 낙찰자의 가격

이 균등가격방식보다 높게 형성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현

저하게 낮은 비용을 갖는 사업자는 차별가격처럼 입찰가를 높게 적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크리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 

다만 공급의무자가 무리한 물량 확보를 위해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

을 응찰하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어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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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ABM을 통한 경매제도 가격결정방식 비교

1. 모형 설계

앞서 세계 주요국에서 봉인입찰경매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봉

인입찰경매에서 가격결정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별가격 방식과 균

등가격 방식에 대해 이론적인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론적으로 존재하

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비크리 방식의 경매에 대해서도 간

단히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봉입입찰경매에서 각 가격결정방식에 따른 시장참여자

의 전략과 가격결정방식별 장단점을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ABM)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BM은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양상들

을 시뮬레이션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미시적 

규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집합적 행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

다. ABM은 현대의 발달된 계산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분석방법으

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직관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

게 한다. 본 장에서는 무작위 전략으로부터 진화압(evolutionary 

pressure)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을 추려내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접근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ABM을 통한 경매시장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행위자

는 경매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나타낸다. 분석을 위

하여 독자적인 경매 전략을 가진 행위자(    ⋯ )를 대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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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다음 이들이 경매에 참여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자 는 세 가지 속성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 자본/시설보유량 또는 생산규모,  : 기술 수준,  : 경매전략

는 행위자 i의 가변속성이며, 와 는 행위자 i의 두 가지 고정

속성을 나타내고, 이 값들에 따라 주어진 경매 조건에 대한 행위자 

의 행동이 결정되게 된다.

먼저 가변속성인 는 행위자 의 자본/시설보유량 혹은 생산규모

를 나타낸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업체의 시장에서의 존속 여부를 결정

하며(즉 는 생산유지를 위한 최소비용 min보다 커야 함) 또 해당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규정한다. 즉 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는 행위자  생성 시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기술 수준으로서 회

사의 자본/시설인 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력생산량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가 크면 클수록 행위자는 유리한 

입장에 서며 수익을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

는 경매전략으로 다변수 벡터함수    →로 정의되며 마찬

가지로 행위자 생성 시 무작위로 고정된다. 모형에서 전략함수 는 

조각 선형함수(piecewise-linear function)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함수

의 3차원 입력값은 설비용량수요, 상한가격 그리고 자신의 자본/시설 

보유량인 이고 함수의 2차원 출력값은 입찰가와 입찰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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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산 모의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무작위 속성을 지닌 행위자

를 대규모로 생성하며 각 속성    도 일정 범위39)에서 무작위

로 형성한다. 이제 특정 상한가격과 설비용량 수요에 대해 경매를 반

복 시행하는데 이때 각 경매에서 자본 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모든 

행위자가 참석하며 자신의 전략 를 적용하여 입찰가격과 입찰용량

을 산출하고 이 값으로 입찰한다. 경매주관자는 경매의 결과에 따라 

각 행위자와 결산하는데 경매를 통해 전력을 판매한 실적은 각 행위

자의 재정상태에 반영된다. 또한, 경매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행위

자는 시간에 따른 유지비용이 발생함을 가정하는데 이때 자본의 감가

상각은 일정한 비율(r)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

경매를 시행하면 각 행위자의 전략에 따른 입찰의 결과에 따라 수

익이 나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경매를 반복적으로 충분히 시행하

면 불합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는 자본을 잠식하게 되어 시장에

서 퇴출당한다. 반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가진 행위자는 경매

를 거듭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을 유지하게 되어 시장에 남

게 된다. 즉, 반복 경매를 통해 시장에 존속하게 된 행위자는 현실에

서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은 설비용량 2,000MW를 경매 물량으

로 설정하고 상한가격 100원을 지정하여 대규모로 생성한 행위자 중 

시장에 남는 행위자가 200~1,000명이 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

고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39)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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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분석 결과

ABM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 5-1]과 같이 가격결정방식과 

상관없이 경매 참가자가 증가하면 낙찰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차별가격방식과 비크리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차별가격은 동일한 수준의 참여자일 때 낙찰자의 숫자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가격방식으로 경매가 계속되면 다른 가

격결정방식으로 경매가 시행될 때보다 낙찰자가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는 다른 가격결정방식일 때보다 경쟁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가격결정방식별 참여자와 낙찰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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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방식에 따라 최고 낙찰가의 수준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숫자의 참여자가 시장에 존재할 때 

차별가격방식이 균등가격방식이나 비크리방식보다 낙찰가가 높게 형

성되고, 균등가격방식과 비크리방식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균등가격방식과 비크리방식이 차별가격방식보다 최고

낙찰가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고낙찰가가 높다는 것이 총 공급비용이 높은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균등가격방식은 최고 낙찰가가 시장에서의 청산가격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총비용도 최고 낙찰가에 

연동된다. 반면 가격차별방식은 낙찰자마다 다른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고 낙찰가로만 총비용을 판단할 수는 없다.

자료: 저자 자성

[그림 5-2] 가격결정방식별 최고낙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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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방식의 효과성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

한 총비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결과와 같이 차별가격

에서 최고 낙찰가가 높게 도출된다 하더라도 총 공급비용이 낮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자(정부)의 전체 구입비용을 살펴보면 

[그림 5-3]과 같이 도출되었다. 동일한 숫자의 참여자에서 균등가격방

식과 비크리방식은 차별가격보다 총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균등

가격방식과 비크리방식이 에너지 수요자(정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반

면 차별가격방식은 에너지 공급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유

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가격결정방식별 재생에너지 구입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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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 모형의 결과는 균등가격이나 비크리방식이 차별가격방식보다 

더 많은 낙찰자가 살아남게 되어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이 유발되고 

최고 낙찰가가 낮은 수준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전체 재생에너지발전 

구입비용이 감소하여 에너지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경매이론에서 입찰자의 유형(비용/기술)에 따라 입찰가를 결정하는

데 차별가격방식은 다른 경매참여자의 분포함수에 따라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입찰 전략을 구사한다. 반면, 균등가격방식에서는 

어떠한 분포에서도 입찰자가 자신의 비용을 드러내는 전략을 구사한

다. 즉 차별가격방식에서는 경매참여자가 낙찰보다 기대효용을 극대

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균등가격방식에서 경매참여자는 낙찰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어 이로 인해 최고낙찰가와 도입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의 경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차별가격방식과 균등가

격방식이 실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40) 

또한, 유동성이 있는 비집중화된 동일재화 시장에서 균등가격방식이 

더 우월한 가격결정방식이고 입찰자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전략 구사 

때문에 차별가격방식의 평균가격이 균등가격방식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41) [그림 5-4]는 균등가격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와 현실에서 더 높은 평균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이다.42) 

40) Tierney, Schatzki and Mukerji(2008), p.9
41) Shmuel Orean, 2004, When is a Pay-as Bid Preferable to Uniform Price in 

Electricity Markets, IEEE PES. p.1
42) The Brattle Group(201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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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Brattle Group(2017), p.10

[그림 5-4] 균등가격과 차별가격의 실제 입찰 패턴 

본 연구의 ABM 분석 결과는 언뜻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

으나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다른 형태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ABM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의 비용(기술)에 대한 확률분

포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기대보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았다. 다만 감가상각과 같은 제약조건에 따라 시장에

서 입찰자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은 행위자

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ABM에서 가격결정방식에 따른 시장에 살아남

는 행위자의 결과는 총비용 측면에서 균등가격이나 비크리방식이 오

히려 차별가격방식보다 우월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참여자에 

대한 확률분포를 가정하여 자신의 기대보수를 높게 하는 입찰을 하여 

단일가격방식보다 높게 평균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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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안 및 도입 방안 제안

1. 경매제도 고려사항별 적정 경매방식 제안

여기서는 앞선 제4장에서의 분석한 주요 고려사항별 장단점을 근거

로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매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준 선택 기준

경매 대상 설비용량

경매 물량 공개

경매 주기 정기

기술 차별 여부 기술 특정 기술 중립

규모 구분 여부 규모 구분 (소규모 FiT 적용)

자격요건 마련

지원 형태 장기고정가격

경매 방식 봉인입찰

평가 방식 다중속성(가격입찰 후 정성평가)

가격결정방식 균등가격(주민참여형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별도 마련)

자료: 저자 작성

<표 6-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경매(안) 제안  

 

먼저, 경매의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용이성을 위해 설비용량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경매의 효과를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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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별 설비용량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경매 물량과 주기

는 관련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

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 물량은 공개하고 주기는 정기

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균등가격방식에서는 수요가 불확실

하면 청산가격의 변동이 차별가격방식의 평균조달비용보다 훨씬 커지

기 때문에43) 수요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간 경쟁을 추구하는 RPS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 중립방

식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기술 간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확대를 계

획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원활한 개발

을 위해 계획입지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실을 고려하여 기술 간 차별을 두는 기술 특정 경매를 기본으로 하되 

유사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분류하여 기술 중립으로 시행토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매제도에서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대규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며 보다 근본적

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자의 경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

의 확보가 어렵고 역량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경매의 대상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경매가 아닌 FiT를 적용하되 

경매를 통해 발견한 가격을 활용하여 FiT 기준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프로젝트의 도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가격결정 시 문제로 제기되는 초과이윤(windfall)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43) Shmuel Orean, 2004, When is a Pay-as Bid Preferable to Uniform Price in 
Electricity Markets, IEEE PES.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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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

표한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해 기대감이 크

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장을 기

대하는 투자로 선순환되기도 하지만 일선에서는 태양광 관련하여 부

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보고 토지개발 및 개발이익 확보를 목적

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러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매참여에 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형태는 장기고정가격으로 지원하여 2017년에 도입한 태양광 

장기고정계약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전사업자 수익의 불확실

성을 제거하여 저리 재원 조달을 통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경매방식은 단순명료하고 이해가 쉬운 봉인입찰 방식으로 

하여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잡한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용효율적인 보급만을 고려한다면 가격평가 방식

이 최적의 낙찰자 선정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다중속성 방식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중속성 방식은 시장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격이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는 사실을 시장에 

알리고 다중속성 평가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1차로 가격

입찰을 시행하여 목표용량을 다소 초과하는 낙찰자를 선정하고, 2차

에서 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결정방식은 균등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44) 한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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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별가격으로 일반 프로젝트는 가격을 결정하지만, 시민협동조합 

프로젝트는 균등가격 즉 최고 낙찰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균등가

격을 채택하게 되면 독일 방식의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 현재 RPS에

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는 REC 가중치를 추

가로 부여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영국의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영국은 최저 물량이 설정된 경우 상한가격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경매에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한가

격 또는 상한가격보다는 낮지만, 청산가격에서 일정 비율 가산하여 우

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경매 낙찰 후 발전소 완

공까지 원별 건설기간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페널티는 입찰 채권 압류, 입찰 제한, 요율 삭감, 보장 

기간 삭감 등의 방식이 있는데 입찰 채권 구매에 따른 비용 상승, 타

인 명의의 입찰, 입찰 저조 등의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 체

결 및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높도록 페널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국산 부품사용요건(LCR)을 도입할지 또 어떠한 형태로 도입

할지도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브라질 경매에 LCR이 큰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별 지원 비중은 다르지만 LCR을 만족하

는 프로젝트는 BNDES의 저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다른 프로

젝트보다 금융 조달비용이 낮다. 따라서 2단계 봉인입찰에서 낮은 가

격으로 지원할 수 있어 LCR을 만족하지 않는 프로젝트보다 높은 확

률로 낙찰을 받고 그에 따라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부품의 사용은 증

가한다. 하지만 이는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가격을 더 많이 인하하지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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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5) 실제 제조 및 설치에

서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가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LCR를 도입할 때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느냐는 WTO에 가입한 우

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 브라질이 LCR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

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은 WTO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형태라

고 분석하였다.46) 하지만 모든 LCR이 WTO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LCR과 관련하여 WTO에 제소된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캐나다가 2010년 일본과 EU에 의하여 제소당한 것

이다. 캐나다가 FiT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게 LCR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소를 당했고, 2014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중재가 결정되었

다. 먼저 더 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대해 LCR을 적용하

지 않고 FiT 프로그램에 있는 풍력과 태양광 전력 조달 소규모 및 마

이크로 FiT에 대한 LCR을 현저히 낮추도록 하였다.47) 

두 번째는 사례는 2016년 미국이 인도의 태양광 관련 LCR을 제소

한 사례이다. 인도는 2009년 자와할랄 네루 국가 태양광 목표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JNNSM)을 발표하였고, 

2010년 3MW인 태양광발전을 2020년까지 20GW로 대폭 늘리는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인도는 JNNSM 참여에 LCR을 설정하여 태양

광 프로젝트 개발자가 오직 인도에서 생산된 특정 모듈과 설비를 사

45) 조상민(2016), p.104
46) ICTSD(2013), UNIDO(2016) 검토 결과 모든 LCR은 WTO의 규범에 반하는 요

소가 있으나 보건과 유치산업 보호 등의 예외 조항이 있고, 브라질의 LCR은 
WTO의 제소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4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12_e.htm, 최종방문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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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했다.48) 이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산 태양광 

패널을 차별하였다고 WTO에 제소하였고, WTO는 2017년 2월 

JNNSM에 참여하는 태양광 프로젝트에 LCR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49)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LCR을 도입하려

고 한다면 먼저 LCR 정책이 국내 산업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LCR 정책이 경쟁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하다. 또한, 브라질과 같은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될지, 아니면 다중속

성 평가 시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시장환경을 고려한 가격결정방식 제안

여기서는 경매제도 고려사항 중 가격결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다루

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RPS를 운영하고 있고 SMP 시장과 REC 시장

에서 가격을 발견한다. 그러나 SMP 시장과 REC 시장에서의 이중 불

확실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감소와 금융비용 증가 등의 효과로 인

해 가격이 기대만큼 하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할 때 가격결정방식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먼저 균등가격방식은 유인

48) UNIDO(2016), p.28
49) https://renewablesnow.com/news/us-wins-wto-case-against-indias-local-content-rules 

-for-solar-514462/, 최종방문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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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성이 높고 자신의 비용을 드러내는 입찰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최

적대응(best response)이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차별

가격은 자신의 비용을 드러내지 않고 기대보수를 높이는 것이 최적대

응으로 가격정보의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균등가격의 형태로 경매를 

시행하는 것이 경매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가격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비크리 방식은 구조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드러낼 유인이 

있지만, 자신의 비용을 감추고 입찰할 유인도 다소 존재한다. 

다음은 발전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가이다.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는 기대수익이 높은 가격결정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설계 의도대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발전사업자가 얻게 되는 추가적

인 수익은 균등비용에서 가장 많고 비크리 방식이 두 번째이며 차별

가격에서 가장 적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는 설계 의도와 달리 자신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선행 연구와 ABM 모형 분석결

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차별가격방식에서 발전사업자가 가장 큰 수익

을 얻고 균등가격과 비크리 방식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차별가격이 발전사업

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ABM 모형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 경매가 시행될수록 이러한 수

익이 일부 경매참여자에 집중되게 된다.

세 번째로 고려할 요인은 소비자의 잉여이다. 이는 어떠한 가격결정

방식이 평균가격을 하락시키느냐와 관계가 있다. ABM 분석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균등가격이나 비크리 방식이 차별가격 방식에 비해 총 

구입비용이 낮다. 이는 결국 앞의 두 방식이 소비자 잉여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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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는 RPS 하에서 경매에 공급의무자를 포함

시키는 경우 이들이 시장을 교란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가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

찰할 유인이 있느냐와 같은 질문이 된다. 시장 교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균등가격방식이다. 이 방식 하에서 공급의무자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입찰하여 낙찰받고 최

고 낙찰가로 공급할 수 있다. 반면 차별가격방식은 현저하게 낮은 비

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으면 낮은 낙찰가로 인한 손실이 크게 발생하

게 되므로 낮은 가격에 입찰하여 시장을 교란할 유인이 가장 적다. 비

크리 방식은 자신이 입찰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

격을 적을 유인이 있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가격을 입찰할 때 다른 

공급의무자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여 자신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입

찰하면 차별가격방식에서와 유사하게 장기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주요 고려사항 선정 방식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정보 확보
균등가격 > 비크리 차별가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유인
차별가격 균등가격 = 비크리

소비자 잉여 

확보(가격 하락)
균등가격 = 비크리 차별가격

공금의무자의 

시장교란 방지
차별가격 > 비크리 균등가격

자료: 저자 작성

<표 6-2> 가격결정방식별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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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리 방식은 RPS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급의무자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ABM 모형 분석 결과 균등가격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ABM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크리방식의 총 구입비용은 균등가격방식과 차이

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실제 설계 의도와 달리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크리 방식으로는 개별 

발전사업자의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차별가격방식은 균등가격(또는 비크리)방식 보다 총 구입비용이 더 

많고 구조적으로 낮은 유인합치성 때문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파악하

기 힘든 문제가 있다. 또한, ABM 분석 결과 참여자의 수가 동일할 

경우 낙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는 경매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면 충분한 자본을 갖춘 기업만 경매시장에서 생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기업이 시장에서 충

분한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하청 또는 협력업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기업을 위해 다른 발전원으로 생산

된 전력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겠

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가격방식은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균등가격방식은 공급의무자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발전정보 확인 측면이나 소비자 잉여 측면에서 우

수한 가격결정방식이다. 발전사업자의 유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차별가격방식이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긴 하지만 차별가격방

식의 경우 경매시장에서 다른 발전사업자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확

인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균등가격은 기업이 상대방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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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가격 정보만으

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하자면 사업자의 비용 정보 확보의 유용성과 소비자 잉여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균등가격방식이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방식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용 정보 확보는 경매 운영의 지속성과 정부가 도입

하고자 하는 FiT의 비용효율성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에 경매가 도입된다면 일회성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시

행될 것이다. 이 경우 경매주관자(정부)는 금번의 경매를 통해 다음번 

경매의 상한가격 설정을 위해 필요한 가격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한, 경매를 통해 확보한 비용 정보는 FiT의 기준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경매제도 이행 방안

가. 단기 방안: 경매제도 확대 및 시장 단일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는 안

정적이면서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기반을 둔 경매제도가 가장 적

절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매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고, 고정가격으로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

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의 안정성 보장과 주요 비용인 

금융조달 비용을 하락을 통한 수익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경매제도로 공급하는 REC 비중을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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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잡한 RPS를 간단명료화하고 시장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RPS 시장은 다수의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특정 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시장별 수급에 맞춰 공급자들이 전

략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시장의 복잡성은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이는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며 공급의무자가 시

장을 교란할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을 경매시장으로 통합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단위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늘려 비정상적 

수급상황이나 전략적 행태로 인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

다. 

REC 시장은 공급의무자가 미이행 시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가격 상

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REC 가격안정 혹은 하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급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수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하나 주민 수용성 확보, 규제/인허가 개선, 그리고 계통접속 

보장 등의 공급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

민참여형, 수익공유형 사업을 확대하고 규제 및 인허가 등의 개선을 

위한 합의 기구를 운영하고, 한전의 계통접속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

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 장기 방안: 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 및 공급자 역량강화

현재 RPS는 발전사들이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함

으로써 비용저감 유인이 적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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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역량 하락이 우려된다. RPS 시장에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사들로 하여금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토

록 함으로써 비용저감 유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무대상 발전사별 의무량을 통합하여 정부가 입찰을 

시행하고 의무대상 발전사들도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경우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8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매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ABM 모형의 분석

을 통해 우리나라의 RPS를 개선하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방안을 가격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였

고 탈원전 정책 기조가 더해져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려는 목표를 수립

하였고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에 반영하

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제기되

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과 관련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전통적 에너지원은 물론 외

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격이 형

성되어 있다. 더 열악한 자연환경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유럽 국가 등의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의 높

은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제도적 문제, 혹은 시장구조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RPS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경매제도를 검토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경매제도는 이미 주파수 경매, 배출권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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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경매제도를 채

택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불과 5년 

전 RPS로 보급제도를 변경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

에서 RPS를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RPS를 유지하면서 경매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고려요인

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운영 중인 RPS가 제도

의 설계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RPS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 시장 모두에서 높은 가격변

동성에 노출된다. 이런 불확실성은 금융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발전단

가의 상승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4개로 나누어진 REC 시장의 복잡성은 시장참여자에게 혼란을 줄 뿐

만 아니라 전략적 행동의 유인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

력소매시장의 독점적 특성 때문에 발전사업자에게 RPS 의무이행을 

부담하게 하는 독특한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쟁에 기반을 둔 비용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시장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두 번째로 주요국의 경매제도 운영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국

은 앞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비용효율성과 수익의 안정성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 특

정 경매나 발전유형에 따라 기술을 구분하는 경매는 기술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매를 도입한 국가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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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CR과 같이 경매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

매에 영향을 주며 자국 제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국가별 운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WTO 규범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사례와 선행 연구 검토, 이론 분석, 전문가 및 업계 자문 등

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매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용이성을 위해 설비용량을 경

매 대상으로 하고 제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경매 물량과 주기

는 공개한다. 기술 특정 경매를 하되 유사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기

술군에서 기술 중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경매를 적용하되 경매결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프로젝트의 FiT 기준가

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원형태는 제도의 

통일성과 수익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금융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장

기고정가격으로 한다.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투기적 수요를 예방하고 

봉인입찰방식을 통해 입찰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경매 참여

를 유도한다. 평가 방식은 가격입찰 후 정성평가를 시행하는 다중속성 

방식을 시행하여 가격이 중요한 요소라는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는 한

편으로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결정방식은 

균등가격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BM 모형 분석에서는 반복 경매를 통해 시장에 남게 되는 행위자

를 토대로 각 가격결정방식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

한 가격결정방식을 다시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균등가격방식일 때 차

별가격방식보다 낙찰자의 숫자가 많아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률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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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최고 낙찰가도 낮으며 전체 구입비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매를 주관하는 정부가 차후 경매의 상한가격을 설정할 때나 

소규모프로젝트의 FiT 기준가격을 정할 때 경매를 통해 획득한 정확

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의 정성분석에서와 

같이 균등가격방식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가격결정방식이라는 결론

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RP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첫째,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진 REC 시장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경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신

재생에너지 가격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를 

보장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주요 비용인 금융조달 비

용을 하락시키고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시장을 단일화하여 

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단위 시장 내에서의 공급과 수요를 늘려 시

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REC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수

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주민 수용성 확보, 

규제/인허가 개선, 그리고 계통접속 보장 등 공급의 장애요인을 제거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수익공유형 사업을 확

대하고 규제 및 인허가 등의 개선을 위한 합의기구를 운영하며 한전

의 계통접속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경매제도를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분리를 통해 공

급자가 발전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RPS는 발전사들이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저감 유인이 적

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RPS 시장에 수요자이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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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사들로 하여금 공급자로서 시장

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비용저감 유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역량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에너지원과 관련한 제조업의 진흥을 위해 LCR의 도입

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입 시 WTO 규

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LCR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효과를 생각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높이고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LCR을 도입한 브라

질의 풍력발전은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50)하고 있는데 

LCR로 인해 해외기업의 참여가 줄어들자 경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

소하여 가격하락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LCR을 

도입할 경우 캐나다의 FiT 프로그램이나 인도의 JNSM에서의 LCR이 

WTO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브라질의 LCR과 같이 WTO의 규범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경매로 시장

이 통합될 경우 기존의 RPS 계약을 어떻게 연착륙시켜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RPS를 유지하면서 신규 프로젝트를 

경매를 통해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RPS의 체계를 완

전히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현

재 RPS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정책당국에서 경매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

50) 2012년 BRL 87.98/MWh(USD 34.17/MWh)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5
년 BRL 203.3/MWh(USD 61.44/MWh)까지 상승하였다. BNEF(2017b) 엑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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