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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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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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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유
발하는 온실가스는 대표적인 비재화(bad)이다. 재화(good)와 마찬가지
로 비재화의 효율적인 배분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편익 극대화를 통해
달성된다. 하지만 이는 외부성 등의 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하는 조건으로, 기후변화와 같이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정부가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 후생
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
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엄중한 온실가스 감
축 정책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발전 및 산업 부문에 큰 경제적 부
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거시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의 비용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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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크게 탄소배출량 저감 관련 정책과
에너지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여
기서 천명한 원칙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의 하위계획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다.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이다. 동 법은 10
개의 하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중에서 「전
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요의 장기전망 및 전력수급전망을 통한 전력
설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온실가스라는 비재화가 외부성으로
인해 최적 수준보다 과다생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한계
비용(social marginal cost)과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
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
지만 현실에서는 환경 외부성이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며, 개별 외부
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듯 환경 외
부성을 내부화(internalize)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개별 정책이 각 시장의 사회적 한계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및 양
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회적 한계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동안 환경 및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

12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할당제의 상호작
용을 분석한다. 전력 도매부문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
출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환
경ㆍ에너지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비록 본 연구에
서 사회적 한계비용 혹은 편익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으나, 연구의 결과
를 통해 외부성의 내부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장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의 특성 및 정책 사례
1. 선행연구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
에 개입하여 사회 후생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정책들끼리 일으키는 상호
작용은 정책의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한다.
환경경제학에서 쓰이는 공편익(co-benefits)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
싼 논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상호작용 분석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오염물질로 인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오염물질에 세금 등의 규제를 이용하여 한계
환경피해(marginal environmental damage)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오염물질이 존재하며, 일부 오염물질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한계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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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첫째, 기술적 한
계나 정보의 부재로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추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둘째,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안다 해도 정치
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셋째, 공정 및 기술의 변
화 혹은 발전으로 인해 비용ㆍ편익이 추정 시점과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Fullerton and Karney, 2018).
전술한 이유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통한 사회 후생 극대화 실현
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한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편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
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즉, 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다른 오염물
질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혹은 감소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
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다만 미국의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연구한 결과는 풍부하
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춘 연구는 채여라 외(2018)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정책 조건의 변화
에 따라 전원별 발전량 등이 반응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채여
라 외(2018)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찾은 시사점
들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2.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논의
미국에서는 2009년 Henry Waxman과 Ed Markey가 “미국 청정에너
지ㆍ안전보장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발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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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따 Waxman-Markey Bill이라고 불림)”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
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획기적인 정책
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Waxman-Markey Bill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개정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규제, 석탄화력발전소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
술(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 다양한 연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다. 비록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도입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Waxman-Markey Bill은 여러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었을 경우의 영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Waxman-Markey Bill이 미국 연방법 차원에서의 논의였다면, 주 차원
의 정책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영역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했던 고민은 우리
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RPS, 주행거
리 감축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연료의 탄소함량 규제(이하 LCFS, Low
Carbon Fuel Standard)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는 LCFS 및 RPS와 그 목표 및 대상의 측면에서 상당 부
분 유사점을 갖는다.
캘리포니아주의 RPS는 우리나라의 RPS와 비슷하게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규
제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RPS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훨씬 많
은데,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6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RPS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한편으로 발전사업
자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맞출 유인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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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RPS 없이 배출권거래제만 시행되었을 경우
와 비교해 추가적인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발전사업자들이 배
출권 감축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후생에 영향을
끼친다.

3. 국내 정책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규정하고, 공급의무자가 생산한 전체 전기
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급의
무자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자체조달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여 RPS에 대응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
된다. RPS의 의무공급량 비율은 제도 시행 초기 2.0%에서 시작하여
2023년에는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연
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해 개별업체는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조달하여 국가적으로 비용효과적
인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온실가스 감
축을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권보다 많은
양의 감축을 달성해 시장에 배출권을 판매하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
장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된다. 시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장들이
배출권의 시장가격과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을 비교하여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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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증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력 도매시장을 모사하는 부분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동태모형(dynamic optimization model)으로서 각 기(period)에
발전소들이 설비투자를 통해 최적의 설비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다. 모형에서는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 발전용량, 발전량, 설비투자
등의 주요 내생변수 값을 얻게 되며, 제약조건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함
으로써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들
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모형의 주요 기능
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이 ReEDS, Haiku, M-CORE 등의 기존 모형
과 가장 큰 차별화를 갖는 지점은 한국의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용
량 결정 모형이라는 것이다.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간 상
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모형 개발의 주목적인 만큼, 단기의 급전계획
을 도출하는 급전모형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용량 및 발전량 등을 결정
하는 용량 결정 모형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
모형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은 용량 결정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용
량은 제약조건을 통해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년마
다 발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용량이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성을 반영하려는 조치이다. 용량이 묶여 있는 상황
에서 모형 내의 정책변수가 달라졌을 때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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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2. 국내 전력산업 모형화
발전사업자의 목적함수는 분석 기간인 13년간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동반되는 균등화 발전원가의 현재 가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제약조건은 ① 운동방정식, ② 이용률 제약, ③ 외생 부하 제약, ④ 시장
청산조건, ⑤ 설비예비율 제약, 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⑦ RPS, ⑧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약, ⑨ 열제약, ⑩ 외생 발전 용량 제약 등의 열
가지 식으로 구성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얻었다.

3. 모형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주요한 특성을 최
대한 담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결
과의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증감발 제약을 고
려하지 않아 원자력이나 석탄 등의 기저 전원 발전량이 현실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는 전력부문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발전부문 내부에
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할당업체가 국외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유한 경우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
한 특성 역시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현재 국내 전력 도매부
문은 완전한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지 않으며, 정산조정 및 용량가격 등
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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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소개하여 모형의 확장 가
능성에 대해 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계획법(LP,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해 모형
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추후에 MCP(Mixed Complementarity Problem)
로 변환함으로써 정산조정, 용량가격, 전력 수요의 내생화 등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인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
기준균형에서 모형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전원별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원자력의 감소,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등의 추세를 보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배출권
거래제와 RPS는 한국의 발전부문에서 친환경 전원구성 및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 등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두 정책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1. 기준균형
기준균형에서 전원별 발전용량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의 증가, 원자력
의 감소, LNG의 소폭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전원별 발전량의 경우
발전용량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석탄, 원자력, 중유발전의 비중 축
소,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 LNG와 양수 비중의
유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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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분석
기준균형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제약이 없는 NOCAT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는 반면 LNG와 태양광발전은 감소했다. RPS 제약이 사
라진 NORPS 시나리오에서는 석탄과 풍력의 비중이 다소 줄고 LNG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NOPOL
시나리오에서는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크게
줄고, 이를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석탄발전이 메웠다. 전기요금과 온실
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원단위는 석탄발전의 비중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은 RPS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에 크게 증가했고, 비슷한 양상으로 REC의 가격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3. 상호작용 분석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
과,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PS와 배출권거래제의 상호작용은 707
MMTCO2E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소멸이라는 형태로 분석되었다. 반
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에는 RPS가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
났는데, 상호작용은 약 91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RPS가 시행되지 않을 때 약 87% 증가했다.
이는 RPS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발전사업자
가 배출권거래제를 맞추는 것에 도움을 준 결과로 해석된다. REC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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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REC 가격은 BMK보다 약 3.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우선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의 발전산업이 처한 정책적 도전에
대한 발전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전환(발전, 집단에너지)부
문의 감축량 중 약 2,400만 톤의 감축량을 확정하였으나, 약 3,400만 톤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2030년까지
발전산업은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
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를 독립적으로 시
행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3,400만 톤이라는 많은 양의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발전산
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으로는 크게 ① 온실가스 집약도가 큰 전원
으로부터의 발전량 감소, ② 배출권 구매, ③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
발, ④ 국내외 감축 사업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실효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의 전략들 모두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
다. 발전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전산업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루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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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을 제안한다.
첫째, CCUS 등의 감축 기술을 위한 R&D 지원 및 정책 위험도의 감소
가 필요하다. CCUS는 현재 발전산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감축 기술들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녹색성장 5개
년계획」 등의 정부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CCUS의 장점 중 하
나로 꼽히는데, 본 연구를 진행하며 수행한 발전산업 전문가들과의 심
층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CCUS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얼마나, 언제
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발전회
사들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계에 이를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CCUS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혹은 활용하는 기술을 통칭하는데, 대
규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포집 장소
가 필요하나 국내 실정상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포집
된 탄소의 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탄소자원화는 현재
R&D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
발굴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의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전산업에 전가되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외부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상쇄배출권 발행 건
수는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발전회사들은
공기업으로서 해외사업이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는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들이 감축량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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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되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외부사업
은 설비투자 없이 서류작업 등의 행정에만 3년가량이 소요되는 작업이
므로,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동
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감축
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상기
하여, 관련 내용과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발전산업이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더욱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환경ㆍ에
너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는 발전부문에서 각기 정책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결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각 정책
은 고유한 영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가 더욱 일반적인 문맥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사회후생 전체의 관점에
서 개별정책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배출
권거래제와 RPS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배출권 가격 및 REC 가격을 낮
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유인을 낮출 수 있어 추후에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후생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을 더욱 정확히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한국 전력 도매부문이 처한 특수한 제도
적 운영 원리가 시장 자율화 하에서의 결과물과 어떤 사회 후생의 차이
를 불러일으키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의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 분석의 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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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수요의 내생화를 통해 전력 도매부문에 가해지
는 여러 가지 환경ㆍ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산업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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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유
발하는 온실가스는 대표적인 비재화(bad)이다. 재화(good)와 마찬가지
로 비재화의 효율적인 배분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편익 극대화를 통해
달성된다. 하지만 이는 외부성 등의 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하는 조건으로, 기후변화와 같이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정부가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 후생
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 기
후ㆍ에너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도 「Zero Emission Vehicle」, 탄소배출권의
도입 확대 및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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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엄중한 온실가스 감
축 정책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발전 및 산업 부문에 큰 경제적 부
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거시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의 비용효과성
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크게 탄소배출량 저감 관련 정책과
에너지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두 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과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녹색성장 국
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넓은 의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
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 천명한 원칙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등의 하위계획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다.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이다. 동 법은 저
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되며, 향후 20년간
의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담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10개의 하위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표 1-1> 참조). 그중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의 장기전망 및 전력수급전망을 통한
전력설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시점
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발전과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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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전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표 1-1> 에너지기본계획의 10개 하위계획 및 주요 내용
하위계획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기본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ㆍ기술
개발ㆍ인력양성 대책

석유비축계획

석유비축목표와 비축 석유 종류ㆍ물량 제시, 비축시설 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
계획

자원개발 목표 제시, 공기업 내실화ㆍ민간 투자 활성화,
R&D 인력양성ㆍ국제협력 촉진

공급 집단에너지공급기본 중장기 공급방향, 공급 대상 기준 제시, 에너지 소비ㆍ오염
물질 감축 목표
부문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장기전망, 수요관리 대책, 전력설비 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
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및 수급방안

석탄산업장기계획

수급전망, 석탄산업 육성ㆍ관련 기술개발 방안, 광산보안ㆍ
광해방지ㆍ탄광지역 진흥책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문별 정책, 관련 기술개발 방안,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요
효율향상ㆍ청정에너지 수요관리 등 주요분야 기술개발, 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부문
력ㆍ시설 지원, 기술상용화 촉진
지역에너지계획

지역 에너지 수급전망, 수요관리ㆍ분산전원 활성화 방안,
기타 지역별 공급대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p.5 보도참고자료.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온실가스라는 비재화가 외부성으로
인해 최적 수준보다 과다생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한계
비용(social marginal cost)과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
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
지만 현실에서는 환경 외부성이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며, 개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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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를테면 온실가스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화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석탄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석탄발전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어들게 되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성
과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동일한 목적의 온실가스 대응 정책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배출량이 적
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간접적으로 장려되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달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대응 정책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규제하고,
이를 넘어선 온실가스를 발생시켰을 경우 배출권을 사오도록 하고 있
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
너지의 보급이 간접적으로 장려되는데, 이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 가운
데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와 RPS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발전소들
은 배출권거래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더 적은 비용만을 들여 RPS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환경 외부성을 내부화(internalize)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호작
용하는 상황에서 개별 정책이 각 시장의 사회적 한계비용만을 고려한다
면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및 양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회적 한계비용 및 편익을 추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동안 환경 및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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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상호작
용을 분석한다. 전력 도매부문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
출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환
경ㆍ에너지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비록 본 연구에
서 사회적 한계비용 혹은 편익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으나, 연구의 결과
를 통해 외부성의 내부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온실가스
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발전산업이 처한 정책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를
유지하되, 국내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중 전환
(발전, 집단에너지)부문에서는 약 2,400만 톤의 감축을 확정하였으나,
약 3,400만 톤은 2020년 UN에 수정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환경
부, 2018). 발전산업이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로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
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어 발전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인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혹은
정책 조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 분석은 새로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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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결과는 환경ㆍ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전
력 도매부문의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의 영향 분석, 전력시장에 가해지는 정책 충격이 전기요금의 형태
로 산업부문으로 전이되는 정도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2. 주요 방법론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력 도매시장을 모사하는
부분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동태모형(dynamic optimization model)으로서 각 기(period)에 발전소들이 설비투자를 통해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13년간 발생할 비용의 현재 가치를 최소화시
킬 수 있는 최적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을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다. 모형에서는 전력 도매
시장 참여자들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 발전 용량, 발전량, 설비투자 등의
주요 내생변수 값을 얻게 된다. 제약조건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들이 어떻
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모형의 주요 기능이다.
모형에서는 전력 도매시장에 참가하는 단일한 발전사업자가 전원별
로 다른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원은 석탄, LNG, 원자력, 석유, 태양
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 양수 등의 여덟 가지이며, 전력수요는 외
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비용최소화로 구성된 목적함수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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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조건, 정책 제약 등을 포함하여 열 개의 제약조건들로 모형이 구성
된다.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듯, 본 연구에서는 LP 모형의 해를 이용하여
기준균형을 맞춘다. 그 뒤 정책 제약조건들을 하나씩 변형하면서 시뮬
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여 정책의 변화가 발전량, 발전용량, 발전부문으로
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REC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와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그 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실증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에서는 실증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소개한다. 우선 기
존에 국내외에서 개발된 비슷한 모형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모형이 그
들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밝힌다. 그 뒤 모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이
어지고,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모형의 한계점을 적었다. 제4장에서
는 실증 분석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모형의 기준균형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값들이 현실과 얼마나 잘 맞는지 살펴본 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의 요약에 이어 정책적 시사점을 담았으며, 모형
의 확장 및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로 끝맺는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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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특성 및 정책 사례

1. 선행연구
정책 간 상호작용의 분석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강한 의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산업에 최소한의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 혹은 정책 조합은 무엇인가? 신
재생에너지 보급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는 각기 얼마만큼을
이바지할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해 변화된 전원구성에
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하에서 각기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
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
한 선행연구 및 관련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를 제
공한다.
환경경제학에서 쓰이는 공편익(co-benefits)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
싼 논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상호작용 분석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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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오염물질로 인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오염물질에 세금 등의 규제를 이용하여 한계
환경피해(marginal environmental damage)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오염물질이 존재하며, 일부 오염물질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한계환경피해
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첫째, 기술적 한
계나 정보의 부재로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추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둘째,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안다 해도 정치
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셋째, 공정 및 기술의 변
화 혹은 발전으로 인해 비용ㆍ편익이 추정 시점과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Fullerton and Karney, 2018).
전술한 이유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통한 사회 후생 극대화 실현
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한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편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
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즉, 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다른 오염물
질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혹은 감소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
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Sigman(1996)은 실증 분석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염소계 용제(chlorinated solvent)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Färe et. al.(2012)은 석탄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NOx)과 SO2가
서로 대체관계에 있어 SO2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NOx 배출량
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반면 Agee et. al.(2014)은 발전산업 공정
의 특성상 CO2, SO2, NOx의 배출량은 서로 연관되어있음을 지적하며,
실증 분석을 통해 CO2와 SO2가 서로 보완관계, CO2와 NOx는 대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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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Fullerton and Karney(2018)는 일반균형모형
을 개발하여 두 가지의 오염물질이 있을 때 공편익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에만 발생하며, 공편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
인지는 두 오염물질 간의 교차탄력성(cross-price elasticities)에 달렸다
고 분석했다. 이렇듯 공편익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여러
문헌에서 공편익을 고려하면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Banerjee et. al., 2012; Hamilton and Akbar, 2010;
Metz et. al., 2007 등).
공편익은 오염물질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헌들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Ürge-Vorsatz et. al.(2014)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이 건강 관련 편익, 생태계의 기능, 국가 경제, 사회 형평성
등의 다양한 공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Ürge- Vorsatz
et. al.(2014)은 공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그림 2-1> 참조). <그림 2-1>에서 공편익
이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한계 편익(MBPB)을 사회적 한계 비용과 마주

<그림 2-1> 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에 공편익이 미치는 영향
MC
Marginal costs
and benefits
(€/tCO2eq.)
MBPB
0

MBPB+CoBe

QNR
Q1* Q2*

Abatement effort (tCO2eq.)

자료: Pearce(2000), Turner(1993)을 Ürge-Vorsatz et. al.(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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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지점에서 결정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Q1*)은 공편익을 고려했을
시의 최적 저감량(Q2*)에 비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정책들을 연구한 사
례들도 일부 존재한다. Bird et. al.(2011)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
는 전력산업에 RPS를 추가로 적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
고, 여기에 에너지 효율 규제가 더해지면 배출권 가격이 낮아진다고 분
석했다. Morris et. al.(2010)은 CGE 모형을 개발하여 배출권거래제에
RPS가 추가되면 전력 부문에서 배출권 가격이 매년 20% 가량 하락하면
서 전체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Palmer et. al.(2011)은
배출권거래제, RPS, 세금공제(tax credit)의 세 가지 정책을 비교하였다.
모든 정책 조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 효과는 배출권거래제가 우세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측면에서는
RPS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의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연구한 결과는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춘 연구는 채여라 외(2018)를 제외하
면 매우 제한적이다. 채여라 외(2018)에서는 공편익을 고려하여 발전 및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
적의 정책 조합을 찾는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을 개
발함으로써 정책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전원별 발전량 등이 반응할 수 있
게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채여라 외(2018)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온실가스 배출량, 사회 후
생 등의 측면에서 정책들 혹은 정책들 조합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상
호작용을 양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을 통해 선행연
구에서 찾은 시사점들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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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논의
(1) Waxman-Markey Bill(H.R. 2454)
미국에서는 2009년 Henry Waxman과 Ed Markey가 “미국 청정에너
지ㆍ안전보장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발의자들의
이름을 따 Waxman-Markey Bill이라고 불림)”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
은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채택되지 못해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획기적인 정책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Waxman-Markey Bill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개정과 온실가
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과 관
련된 규제, 석탄화력발전소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 다양한 연관 정
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기반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며, 2020년 이후에 준공되
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5%를 삭감하는 의무화 규
제 기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자들에게 전기자동차 및 기타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독려하고, 자동차
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을 의무화하려 했으며, 스마트그리드 도입
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도입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WaxmanMarkey Bill은 여러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었을 경우의
영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앞서 소개한 학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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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을 포함해 보고서, 기사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남겼다.

(2) California
Waxman-Markey Bill이 미국 연방법 차원에서의 논의였다면, 주 차원
의 정책 사례 역시 존재한다. 특히,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영역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고민은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RPS, 주행거리 감축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연
료의 탄소함량 규제(Low Carbon Fuel Standard, 이하 LCFS) 등 여러 가
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LCFS 및 RPS와
그 목표 및 대상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점을 갖는다.
LCFS는 수송용 연료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한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2020년까지 1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수송용 연료의
연소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석유제품 등의
규제 대상에서 LCFS와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한 정책을 통해 연료로부
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다른 정책의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용이해진
다. 따라서 수송용 연료의 공급사슬에 속한 업체들은 두 가지 규제 중 자
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
반적으로 LCFS의 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에 비해 훨
씬 비싸므로, CNG같이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연료를 다루는 업자들
은 CNG를 이용해 LCFS의 배출권을 판매하고, 대신 온실가스 배출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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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제에선 CNG를 통한 배출권을 포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RPS는 우리나라의 RPS와 비슷하게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규
제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훨씬 많
은데,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6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RPS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한편으로 발전사업
자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맞출 유인을 제공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RPS 없이 배출권거래제만 시행되었을 경우와
비교해 추가적인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발전사업자들이 배출권
감축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후생에 영향을 끼친다.

3. 국내 정책 현황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아본다. 각 제도의 목
표, 원리,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
으며1), 5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설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제12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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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형

1.2
1.0

100kW 미만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0.7

태양광
에너지

100kW부터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3,000kW 이하

1.0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
하는 경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4.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3,000kW 초과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0~2.5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세부기준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변동형

1.5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2.0

연계거리 5km 이하

2.5

연계거리 5km 초과 10km 이하

3.0

해상풍력

연계거리 10km 초과 15km 이하

3.5
4.5
4.0

연계거리 15km 초과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고시 제2019-41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
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
주: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가운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
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을
경우에는 목재펠릿 및 목재칩은 가중치 1.0, Bio-SRF는 0.5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제2장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특성 및 정책 사례

39

제외)를 공급의무자로 규정하고, 공급의무자가 생산한 전체 전기의 일
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를 기준으로 공급의무량을 확인한다. 이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
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또는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MWh 단위)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다. 가중
치는 에너지원의 종류 및 설치유형, 용량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가 고
시하는데, 2019년 기준 ESS설비와 태양광을 연계한 설비의 가중치가
5.0으로 가장 높으며, 매립지가스 및 목재펠릿, 목재칩 등은 0.5의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공급의무자는 REC를 자체조달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여 RPS에 대응
할 수 있다. 자체조달은 공급의무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생산된 전기를 의무공급량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외부 인증
서 구매는 공급의무자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REC를 사업자와의 직접계약방식 또는 REC 현
물시장, 선정시장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전해 년도
이월분을 통해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2)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량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RPS의 의무공급량 비율은 제도 시행 초기 2.0%에서 시작하여 2023년
에는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었고 2019년에는 신재생에
너지를 제외한 전년도 총발전량의 6.0%인 26,966,632MWh가 의무공급
량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총 21개사로 6개 발전자

2)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 이행연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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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공공기관 2개사, 그리고 민간발전사업자 13개사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6개 발전자회사의 의무공급 비중이 80.2%로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는 발전자회사에 부과되어 있다.
<그림 2-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
정부

공급인증기관

공급의무자

인증서판매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매년 1월말까지 공고

인증서
발급대장설비 확인

인증서발급대장
설비확인 신청

(의무공급량/별도 의무공급량)

신청 후 1개월

사용전검사 후 1개월내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인증서 발급신청

유효기간: 3년

전력공급일 90일내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거래시장
계약/현물
태양광/비태양광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이행

평균거래가격 산정/보고

- 자체조달
- 인증서 외부 구매

이행내용 확인/보고

공급의무 이행결과 제출

인증서 매매

(의무 미이행 시)

공급인증서로 증명/확인
과징금 부과

과징금 납부

해당연도평균거래가의
150% 이내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http://onerec.kmos.kr/, 2019.12.02. 검색),
RPS 제도 소개.

<표 2-2>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http://onerec.kmos.kr/, 2019.12.02. 검색),
RPS 제도 소개.
주: 총 공급의무량(MWh)은 전년도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제외)에 올해 의무비율을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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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9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MWh

비중(%)

한국수력원자력

3,742,768

13.9

한국남동발전

4,340,569

16.1

한국중부발전

3,082,865

11.4

한국서부발전

3,289,390

12.2

한국남부발전

3,760,257

13.9

한국동서발전

3,425,928

12.7

667,725

2.5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3,233

0.2

SK E&S

437,040

1.6

GS EPS

409,505

1.5

GS 파워

263,780

1.0

포스코에너지

608,478

2.3

씨지앤율촌전력

401,997

1.5

평택에너지서비스

172,336

0.6

대륜발전

75,314

0.3

에스파워

249,503

0.9

포천파워

204,829

0.8

동두천드림파워

375,121

1.4

파주에너지서비스

667,228

2.5

GS동해전력

490,366

1.8

포천민자발전

258,400

1.0

26,966,632

100

합

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공고 제2019-620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별 의무
공급량 재공고”.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배출권거래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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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연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해 개별업체는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조달하여 국가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할당된 배
출권보다 많은 양의 감축을 달성해 시장에 배출권을 판매하고, 감축 여
력이 낮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된다. 시장 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사업장들이 배출권의 시장가격과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의 비교를 통
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
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
정의된다. 온실가스의 포집 또는 탄소 고정, 공정의 전환 및 기존 화석연
료 기반의 전원구성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
는 배출권은 ①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cation Unit) 및 ② 상쇄배
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당배출권은 정부
가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한 배출권이며,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인증하는 크레딧(KOC; Korean Offsets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
적)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4) 이 외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외부사업 인증실적도 당장은 배출권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배출권으로 전환가능하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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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당대상업체는 이월 및 차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2-3>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구매 가능
초과
배출량

판매 가능
잉여
배출량
배출
허용량

실제
배출량

￦

배출
허용량

실제
배출량

A기업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할당량 < 배출량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a),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 요약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9년 현재 3차 계획기간까지 확정되었으
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계획 기간 할당방식 변경 및 유상할당 확대
및 할당 대상 조정 등을 실시하여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과거
배출량 기반의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은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
을 근거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
다. 두 번째로 과거 활동자료 기반의 할당방식(BM: Benchmark)은 제품
생산량 등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실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상쇄배출권은 연간 배출량 한도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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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제2차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
배출권
할당

제2차 계획기간
(2018~2020)

⋅GF 할당방식적용
⋅BM 할당방식확대
- 3개 업종 BM 방식적용 - 설비효율성 제고유도
⋅전면무상할당
⋅유상할당실시(3%)

제3차 계획기간
(2021~2025)
⋅BM 할당방식정착
- BM 방식추가개발
⋅유상할당확대(10%)

⋅감축방법론다양화
- 국내 29개, CDM 211개
외부사업
인정
감축 ⋅외부사업 활성화
-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상향 등

⋅국내 외부 감축사업
활성화
⋅해외 배출권 인정범위
구체화
- 부문별 사업발굴 촉진
⋅해외 감축활동 촉진
- 파리협정 후속조치 반영
- 국내기업 해외감축실적 ⋅외부사업 방법론 확대
국내 거래인정

배출량 ⋅검ㆍ인증체계 확립
검ㆍ인증 ⋅검증전문가 확충

⋅배출량 명세서 정교화 ⋅검증인력 전문성 제고
- BM 할당확대 대비
⋅국제 검ㆍ인증 기준
⋅국제수준 검증체계 마련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소(KRX)
발족
⋅시장안정화 조치시행

⋅주기적 경매실시
⋅시장조성자 도입검토

⋅제3자 시장참여 실시
- 시장교란 방지책 등
마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
⋅국제 협력사업 확대
국제협력 - 한ㆍEU협력사업, 한ㆍ중ㆍ - 한국형 양자협력사업
일포럼
마련

⋅거래제 국제연계 확대
- 국제 탄소시장 규정
반영

⋅할당수입의 재투자
- 친환경 투자재원으로
활용

⋅재원활용 방법 다양화
- 투자분야, 규모확대

산업지원

⋅감축설비지원 사업 등
금융ㆍ세제지원 시행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125,000CO2톤 이상인
대상기업
업체나 25,000CO2톤 이상인 사업장, 자발적 참여 신청한 업체로 2018년 7월
구분
기준 591개 업체 및 사업장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a),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요약본」, <표 Ⅰ-2>에서 인용한 기획재정부(2017),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재인
용을 토대로 산업연구원 재구성.
주: 1) GF(Grandfathering),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근거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
하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2) BM(Benchmark), 제품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
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3)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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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한다. GF 방식의 경우 사업장별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함
으로써 할당량을 산정할 수 있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도입하여 공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사업장은 이로 인
해 차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BM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산
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계획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개 업종
중 20개 업종에 대해 GF 방식을 적용했고, 시멘트, 정유, 항공 등 3개 업
종의 일부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BM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제2차 계획
기간에는 BM 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하여 기존의 3개 업종과 더불어 발
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제1차 계획 기간 내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대
비 2017년에는 총거래량은 5배,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10배 확대된 것

<그림 2-4>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거래실적 및 의무이행률
배출권 거래시장 실적
2016

2015

2017

2015~2017년 배출권 거래시장 성장 규모
총 거래량 5배 / 평균거래가격 2배 / 총 거래금액 10배

총 거래량

5.7백만 톤

11.9백만 톤

29.3백만 톤

평균 거래량

11,007원

17,179원

20,879원

총 거래금액

631억 원

2,044억 원

6,123억 원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률

2015

2016

2017

99.8%(521/522개)

100%(560/560개)

99.7%(589/591개)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a),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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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 동기간 발전 및 에너지업종 등의 전환부문 할당 비중이
전체의 46.0%에 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적극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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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증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
여 전력 도매시장을 모사하는 부분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
은 동태모형(dynamic optimization model)으로서 각 기(period)에 발전
소들이 설비투자를 통해 최적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을 결정하는 것
을 골자로 하여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다. 모형에
서는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 발전용량, 발전량,
설비투자 등의 주요 내생변수 값을 얻게 된다. 제약조건들을 수정하거
나 추가함으로써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모형의
주요 기능이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제2절에서 소개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전력시장을 모델링한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가 개발한 ReEDS 모형, 미국의
환경ㆍ에너지 경제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씽크탱크인 RFF (Resources

48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for the Future)에서 개발한 Haiku 모형, 국내 상업 모델인 M-CORE 모
형 등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이 갖는 차별성을 설명한다.
제2절에서는 국내 전력산업의 모형화 결과를 제시한다. 선형계획법(LP)
을 이용하여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설정하고,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기준균형을 구성
하는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그 뒤 실증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와 모형의
한계 및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선행연구
국내외에서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활용된 바 있는 모형 중
활용도의 측면에서 탁월한 ReEDS, Haiku, M-CORE 등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1) ReEDS Model
ReEDS(Regional Energy Deployment System) 모형은 미국의 재생에
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가 개발하여
운영 중인 모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 전력부문의 전원구
성 및 송전 용량 변화의 경로를 도출한다.
ReEDS 모형의 목적함수는 운영비용 및 자본비용 최소화 문제로 정의
되는데, 비용은 구체적으로 ① 신규 발전, 저장, 송전 용량을 추가하는
데 따르는 비용의 현재 가치, ②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의 20년간 운영비
에 대한 현재 가치. ③ 기타 저장 및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된다. 모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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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국은 총 13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1년을 17개의 시간대로 나
누어 분석을 수행한다.
제약조건으로는 크게 ① 부하, ② 예비율, ③ 송변전, ④ 자원량, ⑤ 배
출량, ⑥ RPS 등의 여섯 종류가 있다. 먼저 부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각 지역별 및 시간대별 부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시장청산조건이다.
예비율은 설비예비율과 운영예비율을 각각 고려하고, 송변전은 지역 간
송변전량에 대한 제약식이다. 자원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지역별 자
원량에 의존한다는 내용이며,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
물, 수은 등의 배출량에 대한 제약이다. 이 중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모형에서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RPS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
도를 반영하는 제약조건이다.
ReEDS 모형은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
급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였다.

(2) Haiku Model
Haiku 모형은 미국의 에너지ㆍ환경 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씽크탱크인 RFF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전력시장모형이다. 미국의 전력
시장을 모형화했다는 점에서 ReEDS 모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
은 ReEDS 모형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정책 시뮬레이션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면, Haiku 모형은 전력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ㆍ에너
지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ReEDS 모형에서는 전력수요를 외생으로 처리하지만, Haiku
모형에서는 전력 가격,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 전기 요금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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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반응하여 수요가 결정된다.
모형에서 평가하고 있는 정책도 Haiku 모형이 더 다양하다. Haiku 모
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을 고려한다.

(3) M-CORE
M-CORE 모형은 한국의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업모형이다.
ReEDS 및 Haiku 모형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ReEDS와 Haiku 모형이
장기적인 발전용량의 결정을 모형화한 용량결정모형(capacity expansion model)이라면, M-CORE 모형은 초단기적인 급전 상황을 결정하는
급전모형(dispatch model)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M-CORE 모형에 대한
설명은 조성진ㆍ박광수(2018), 조성진ㆍ박찬국(2015)으로부터 빌렸다.
“M-core 모형은 국내 전력거래제도인 변동비반영(Cost Based Pool,
CBP) 강제풀(Mandatory Pool) 시장을 반영한 엔지니어링 전산모형으로
연간 발전계획 모의를 위해 LR(Lagrangian Relaxation)법과 SUDP
(Single Unit Dynamic Programming)에 기초한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발전기별 모델링은 LR을 이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
는 시간대별 발전기 기동ㆍ정지계획(Unit Commitment) 최적화는
SUDP를 이용한다.”5)
“LR 방법은 대규모 전력계통에 대한 발전기 기동정지계획에 널리 활
용된다. 기동정지계획에서의 목적함수는 […] 발전기 기동비용(startup-cost)과 개별 발전기 발전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 목

5) 조성진ㆍ박광수(201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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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수를 최소로 할 때의 […] 발전기 기동 및 정지 계획이 [모형의 해로
도출]된다. 이때 제약조건은 시스템 제약조건(다수 발전기의 출력이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coupled constraint)인 수급균형 문제[…, 그리고]
개별 발전기 제약조건(decoupled constraint)인 각 발전기 출력제약이
[… 존재한다]. 이외에 발전기 제약조건으로 발전기 Min up/down time
(최소가동/정지), Ramp rate(증감발률) 등이 추가될 수 있다.”6)

(4) 기존 모형과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이 기존 모형과 가장 큰 차별화를 갖는 지점
은 한국의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용량 결정 모형이라는 것이다. 모
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모형
개발의 주목적인 만큼, 단기의 급전계획을 도출하는 급전모형보다는 장
기적인 발전용량 및 발전량 등을 결정하는 용량 결정 모형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
모형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은 용량 결정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용
량은 제약조건을 통해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년마
다 발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용량이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량이 묶여있는 상황
에서 모형 내의 정책변수가 달라졌을 때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6) 조성진ㆍ박찬국(2015), pp.185-186을 바탕으로 인용.

52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2. 국내 전력산업 모형화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상호작용에 대한 양
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모형(numerical model)을 개발했다.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중인
대표적인 정책이며,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두 가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모형은 매기(period) 전원별 발전량 등을 결정함으로써 발전사가 분석
기간인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13년간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동반되
는 비용의 현재 가치에 대한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형
은 선형계획법(LP, linear programming)의 형태로 구성된다.
모형에서는 단일한 전력 도매시장에 하나의 발전사업자만이 참여한
다고 가정한다. 이 발전사업자는 전원별로 다른 발전소를 보유 및 운영
하고 있고, 전원은 석탄, LNG, 원자력, 석유,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에너지,7) 양수의 여덟 가지이다. 발전사업자는 비용최소화를 이루기 위
하여 발전량, 발전용량 등의 변수를 조절하는 경제주체이며, 비용최소
화는 13년간 발생할 비용의 현재 가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력수요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발전사업자는 매기 전력수요를 충
족하기 위해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송변전 시스템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모형에서는 발전사업자가 발전
용량을 결정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맞추는데, 이를 위하여 설비예비율,
7)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9가지 전원 중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즉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소각, 부생가스, 연료전지, IGCC를 통칭한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전원 비중이 향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 부존자원량이 달라지는 등 다른 전원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바, 따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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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률, 피크기여도 등의 값들이 모형에 투입된다.

(1) LP(Linear Programming) 모형
1) 목적함수
발전사업자의 목적함수는 식 (1)과 같이 비용최소화 문제로 대표된다.

min       

 




 

   



(1)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운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따른 비용의
현재 가치를 최소화하는 식 (1)에서 발전비용은 균등화 발전원가로 구성
되어있다.  는 할인율,   는 전원  에 대해 시간 에 1MW의 전기를 생
산하는 데에 드는 균등화 발전비용을 뜻한다. 전원은 석탄, LNG, 원자
력,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중유 및 양수의 총 여덟 가지로 구성된다.
즉, 식 (1)에서는 시간당 발전량( , MW8))과 시간( , 1년이 8,760시
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8,760의 값을 갖는 상수)을 곱해 연간 총발전
량을 구하고, 여기에 단위 균등화 발전원가( , 원/MWh)를 곱하여 연
간 발전비용을 얻는다. 여기에 할인율( )을 곱해 분석 기간 발생하는 총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
침」 제2장 제52조를 따라 4.5%를 적용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요소들이
8) 발전량은 MWh가 아닌 시간당 MW의 단위를 갖는데, 이는   를 시간당 평균 발전량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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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별로 다른 현실에서 하나의 비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개
념이다. 이를테면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
준의 발전소 건설비와 긴 건설 기간이 필요하지만, 연료비용은 다른 전
원보다 적게 소요된다. 반면 LNG발전은 건설비가 낮고 짧은 기간 내에
발전소를 완공할 수 있으나 원자력과 비교해 연료비가 10배 이상 비싸
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비싸지만, 연료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건설비는 발전용량(W)에 비
례하여 커지지만, 연료비는 발전량(Wh)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전원별로 발전비용의 구성요소가 다르고 개별 요소의 비용 또
한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균등화 발전비
용이 등장한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평균비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 만들어진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든 총비용
을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전원별로 발전소의 수명이 다르고 수명 기
간 내에 비용이 발생하는 패턴 또한 상이하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다.

<표 3-1> 목적함수 구성요소의 단위
변수

설명

단위

 

시간당 평균 발전량

MW



시간

hours



균등화 발전원가

원/MWh



할인율

N/A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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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조건
비용최소화 문제는 위의 목적함수를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 아래에서
푸는 것으로 구성된다.
시간  에서의 발전용량은  보다 앞선 시점까지의 발전용량에 대한 투
자로 얻어진 용량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즉, 첫 시점에선 외생적으로 주
어지는 첫해의 발전용량(     )으로 결정되지만, 그 이후의 시점에서
는 지난시기의 발전용량(     )에 이번 시기의 설비투자(  )를 더한
값이  에서의 발전용량(   )이 된다.

    ≥   if   
       ≥   if   

(2)

일반적으로 용량 결정 모형에서 발전량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용량은 설비투자를 통해 결정되는 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
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적지만, 연료별 발전량은 하루
전에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매일 바뀌는 등 결정 구조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모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 값을 이용한다. 설비이용률은 발전소의
정격출력으로 일정 기간 발전했을 때 생산된 전기와 실제 해당 기간의
발전량과의 비율이다. 즉, 발전량은 발전용량에 설비이용률(C F )을 곱
한 것보다 클 수 없다.

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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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부하(  )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즉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부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역시
   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평균 부하로 정의되어 시간당 MW의 단위를

갖는다.

 ≥ 


(4)

전력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의 전기가 생산되어야 하므로, 매기
발전량의 총합은 부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5)

상시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첨두부하(
  )에 설비예비율( , planning reserve margin)을 적용한 것보다 발전용량에 피크기여도(C V ,
capacity value)를 곱한 값이 크거나 같아야 한다.




CV
   

≥     


(6)

전력 도매시장에 적용되는 환경 및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제약조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로 배출권거
래제로 인한 제약조건에서는, 시점  에 할당된 배출권 총량( C A T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거나 같아야 한다.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해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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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생성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배출권
의 가격은 배출권 할당량이 한 단위 늘어났을 경우에 대한 기회비용, 즉
잠재가격(shadow price)으로 구해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위 발전량
에 시간 및 온실가스 집약도( , greenhouse gas intensity, tCO2E/MWh)
를 곱하여 얻는다.

 ≥

 




 



(7)

두 번째로 발전사업자는 RPS와 관련된 제약에 직면한다. 신재생에너
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RPS 요구량,  R P S )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
어진 전기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RPS의 주요 골자이다. 모든 발전사
업자가 RPS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
운 파라미터   를 도입한다.   는 RPS 공급의무자, 즉 5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의 전원별 비중을 의미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RPS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식 8의
좌변)이 RPS 요구량( R P S )에 시간당 발전량과 시간을 곱한 값보다 크거
나 같아야 한다.



 ∊ 

    

≥ RPS




 ∉ 

    

(8)

추가로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
지 제약조건을 고려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발전 도매시
장에서 급전 1순위로 취급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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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값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치( 
   )보다
작거나 같다.


  ∊   ≥  ∊  

(9)

<표 3-2> 제약조건 내 변수들의 단위
변수

설명

단위

CF
 

설비이용률

N/A



시간당 평균 부하(내생변수)

MW




시간당 평균 부하(외생변수)

MW




첨두부하

MW



설비예비율

N/A

CV
 

피크기여도

N/A

CAT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

tCO2E



온실가스 집약도

tCO2E/MWh

RPS

RPS 요구량

N/A

 

RPS 공급의무자 비율

N/A

HEAT

열제약 대상 전원의 최소 발전비율

N/A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또한, 열병합 발전의 경우 겨울철 열 수요를 위해 전력시장과 무관한
발전량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소 발전량을 제약한다. 여
기에 해당되는 전원은 LNG와 중유(HEAT={gas, oil})로, 각각 LNG는 최
대 발전능력의 80%, 중유는 40% 이상의 발전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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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  ≥  ∊ HEAT  CF
   HEAT
HEAT 




if
if

HEAT  gas
HEAT  oil

(10)
(11)

3) 모형의 완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제약조건
LP를 풀면 모형의 내생변수인    ,    ,   ,   등의 값들이 도출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
후 15년간의 발전용량이 제시된다. 즉, 모형의 결과로 도출되는 설비투
자 및 그로 인한 발전용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값과 차이를
보인다면 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전력시장은 매
우 복잡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형으로 현실을 완벽히 모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료를 모으
는 일은 또 다른 난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최대
한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전용량을 외생변수로서
모형에 투입한다( 
   ). 즉,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발전용량을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식 (12)와 같이 모형 내 주요 내생변수 중 하나인    가 외생변수의 값
과 같게 하는 제약조건을 추가한다.

   
 

(12)

(2) 데이터
전술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중 일부는 제8차 전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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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 차용되었다. 기준균형상태에서 내생변수 중 하나인 발전
용량(   )과 설비투자(  )의 해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
전망(정격용량 기준, MW)의 값을 갖도록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대전력
(
  )은 목표수요를 기준으로 하계와 동계 중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썼는
데, 분석 기간인 2018년부터 2030년까지는 언제나 동계 최대전력이 하
계 최대전력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계 최대전력(MW)을 이용
했다. 설비예비율( )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9%, 2026년부터 2030
년까지 22%로 설정했고, 피크기여도(C V )는 정격용량과 피크기여도용
량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표 3-3> 발전용량 전망
단위: MW

석탄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석유

양수

2018

37,351

37,593

24,650

6,330

1,374

5,307

4,151

4,700

2019

36,031

39,964

26,050

7,830

2,024

5,507

3,991

4,700

2020

37,281

42,050

26,050

9,330

2,724

5,707

3,991

4,700

2021

39,911

42,050

26,050

11,130

3,474

5,847

3,991

4,700

2022

42,041

42,050

27,450

12,930

4,424

5,987

2,791

4,700

2023

42,041

40,250

28,200

14,730

5,574

6,127

2,791

4,700

2024

40,921

43,310

27,250

17,130

6,924

6,642

1,391

4,700

2025

39,921

44,310

25,350

19,530

8,474

6,757

1,391

4,700

2026

39,921

44,310

23,700

21,930

10,024

6,872

1,391

4,700

2027

39,921

46,110

22,050

24,730

11,624

6,972

1,391

4,700

2028

39,921

47,460

21,100

27,530

13,624

7,072

1,391

4,700

2029

39,921

47,460

20,400

30,330

15,624

7,172

1,391

5,500

2030

39,921

47,460

20,400

33,530

17,674

7,257

1,391

6,100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79,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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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최대전력 및 설비예비율
최대전력(MW)

설비예비율

2018

87,155

0.19

2019

88,538

0.19

2020

90,342

0.19

2021

92,104

0.19

2022

93,314

0.19

2023

94,525

0.19

2024

95,672

0.19

2025

96,670

0.19

2026

97,568

0.22

2027

98,404

0.22

2028

99,131

0.22

2029

99,839

0.22

2030

100,498

0.22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34, p.74.

<표 3-5> 피크기여도

2018

석탄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석유

양수

0.975

1.000

1.000

0.156

0.019

0.443

0.967

1.000

2019

0.974

1.000

1.000

0.156

0.019

0.444

0.965

1.000

2020

0.972

1.000

1.000

0.156

0.019

0.445

0.965

1.000

2021

0.973

1.000

1.000

0.156

0.019

0.444

0.965

1.000

2022

0.975

1.000

1.000

0.156

0.019

0.443

0.951

1.000

2023

0.975

1.045

1.000

0.156

0.019

0.443

0.951

1.000

2024

0.974

0.971

1.000

0.156

0.019

0.451

0.901

1.000

2025

0.973

0.977

1.000

0.156

0.019

0.449

0.901

1.000

2026

0.973

1.000

1.000

0.156

0.019

0.448

0.901

1.000

2027

0.973

1.000

1.000

0.156

0.019

0.446

0.901

1.000

2028

0.973

1.000

1.000

0.156

0.019

0.445

0.901

1.000

2029

0.973

1.000

1.000

0.156

0.019

0.443

0.901

1.000

2030

0.973

1.000

1.000

0.156

0.019

0.442

0.901

1.000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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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도별 전력수요
단위: MW

전력수요
2018

59,254

2019

60,543

2020

61,650

2021

62,660

2022

63,480

2023

64,121

2024

64,638

2025

65,048

2026

65,388

2027

65,665

2028

65,871

2029

66,041

2030

66,158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74.
주: 원출처에서 GWh로 표시된 전력수요를 산업연구원이 MW로 변환.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 전력부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연간 목표수요를 이용했다.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는 조성진, 박광수(2018)의 자료를 취합하여
이용했다. 조성진, 박광수(2018)에서는 국내 화석연료(석탄, LNG, 중유)
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제시하고 있다.
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은 한국전력공사(2018)의 자료를 이용했다.
한국전력공사(2018)에서는 2017년과 2030년에 대한 전원별 균등화 발
전비용을 계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CAGR를 이용하여 2018년부터
2029년까지의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하여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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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원별 온실가스 집약도
온실가스 집약도(tCO2E/kWh)
석탄

0.8136

LNG

0.3711

원자력

0.0000

태양광

0.0000

풍력

0.0000

기타 신재생에너지

0.0000

중유

0.6892

양수

0.0000

자료: 조성진ㆍ박광수(2018), p.61.

설비이용률(C F ) 자료는 전원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우선 태양광, 풍
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연도별 발전
량과 발전용량이 제시되어 있다. 발전용량에  (=8760)을 곱하면 연간 최
대 발전량이 도출되고, 발전량을 이 값으로 나누어 설비이용률을 얻는
다.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대한전기협회(2018)로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석탄, LNG, 원자력, 기타 신재생, 중유, 양수)에 대
한 2017년의 연간 평균 설비이용률 자료를 얻는다. 연간 평균 설비이용
률은 평균전력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RPS 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RP S )은 2018년
5%에서 매년 1%p씩 증가하여 2023년 이후로는 10%를 유지한다.
RPS 공급의무자들의 전원별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우선, 태
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8호」
에 제시된 의무공급량을 이용해 그룹 I(한전자회사)과 그룹 II(기타)에 속
한 업체 목록을 얻는다. 그룹 I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대한전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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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2018)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그룹 II에 대해서는 기업 홉페이지 방
문, 전화 문의, 전력거래소(2018)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자료를 모았다. 그 뒤 대한전기협회(2018)의 신재생에너지 전
원별 총 발전용량 자료를 이용해 RPS 공급의무자들의 발전용량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표 3-8>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단위: MW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2018

860

274

3,187

2019

1,079

448

3,349

2020

1,298

637

3,511

2021

1,561

837

3,620

2022

1,824

1,098

3,729

2023

2,086

1,418

3,839

2024

2,437

1,799

4,233

2025

2,787

2,239

4,318

2026

3,138

2,680

4,403

2027

3,546

3,132

4,473

2028

3,955

3,702

4,544

2029

4,364

4,276

4,613

2030

4,831

4,859

4,670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80.
주: 원출처에서 GWh로 표시된 발전량을 산업연구원이 MW로 변환.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전원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
템으로부터 얻은 전력설비 세부자료를 이용해 공급의무자의 발전용량
비중을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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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제약조건 내 주요 변수
변수

출처

단위

발전용량

MW

전력수요

MW

피크기여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예비율

%
N/A

최대수요

MW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MW

온실가스 집약도

조성진ㆍ박광수(2018)

tCO2/kWh

설비이용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한전기협회(2018)

%

균등화 발전원가

한국전력공사(2018)

원/MWh

RPS 공급의무자
전원별 비중

대한전기협회(2018) 등

%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3) 모형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
1) 모형의 한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주요한 특성을 최
대한 담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완벽히 모사하는 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과 모형의 모든 차이점
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주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위주로 서술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증감발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다. 전원별로 출력
을 증발 혹은 감발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 LNG는 증
감발률이 높고, 원자력은 낮다.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발생하여
급하게 추가적인 발전의 필요가 생겼을 시 주로 증감발률이 높은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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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모형에서는 원자
력이나 석탄 등의 기저 전원 발전량이 현실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존
재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는 전력부문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정
책이다. 섬유,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
차, 조선, 통신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물, 폐기물, 항공 등의 업종이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으로 분류된다. 즉, 발전사업자는
발전부문 외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
전부문에 할당된 배출권이 아니라 전체 배출권에 의해 배출권의 가격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부문의 전략적 행위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발전부문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할당업체가 국외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유한 경우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
성 역시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현재 국내 전력 도매부문은 완전한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지 않
는다.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에 가격을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조사된 발전사업자의 연료비(변동비)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정
해지며, 전력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전원별로 상이한 정산
조정계수가 적용된다. 또한, 급전계획을 따르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
가격을 보상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발전사업자의 전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모형에 이러한 특
성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아래에 소개하여 모형의 확장 가능성
에 대해 논한다. 제4장에서 소개하듯,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 정
책, 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RPS가 모두 없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사실상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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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정산조정의 존재 및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 유관 정
책의 존재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는 해당 시나리오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일정 부분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명백한 모형의 한계점
으로 인식된다.

2) 추후 연구를 위한 모형의 확장 가능성
위에서 개발한 LP 모형은 연산의 부담이 적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제품(전기)의 가격이 모형 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
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거래소가 정산조
정, 용량가격 등의 과정을 거쳐 변동비를 정산하는 한국 전력 도매시장
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여기에서는 LP 모
형을 MCP(Mixed Complementarity Problem)로 변환함으로써 추후 연
구를 위한 모형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라그랑지안을 식 (13)과 같이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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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13)에서 새로 등장한 7개의 잠재가격은 각 제약조건이 한 단
위 완화되었을 경우 전체 비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변수들로서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
⋅   : 설비용량의 잠재가격
⋅  : 발전량의 상한에 대한 잠재가격
⋅  : 부하의 잠재가격
⋅  : 전기의 수요가 결정되는 가격
⋅ : 설비예비율 제약조건의 한계 가격
⋅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약의 잠재가격
⋅  : 열제약의 잠재가격
일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s)을 구하기 위해 모형의 내생변수로
라그랑지안을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영의 이윤조건(zero-profit
conditions)들을 얻는다.
ℒ                C F
F
  C V     C ∊
H E A T  H E A 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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ℒ        ≥  ⊥

  ≥ 

ℒ            
S
            ∊      RP
     ∉ 

      ∊       ∊     ≥  ⊥    ≥ 

ℒ     ≥ 

⊥  ≥ 

라그랑지안을 잠재가격들로 편미분하면 시장청산조건(market clearance conditions)을 얻는데, 이는 LP 문제에서의 제약조건들과 동일하다.

ℒ                   ≥  ⊥   ≥ 
ℒ  CF
       ≥ 
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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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ℒ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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ℒ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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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RPS


ℒ   
  ∊     ∊  



 ∉ 

     ≥  ⊥ ≥ 

⊥   ≥ 

ℒ   ∊ HEAT    ∊ HEAT  CF
  HEAT ≥ ⊥  ≥ 
LP를 풀어서 얻은 변수의 값들은 MCP 모형의 기준값들로 이용된다.

 보다
특히 식 (12)의 잠재가격은 설비단가( ), 즉  에서 전원  에 
 
1MW 더 많은 발전용량을 보유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미래 비용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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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를 의미한다. 각 제약조건의 한계값들은 각 제약조건과 맺어지는
한계가격의 기준값으로 사용되어 MCP 모형의 조정에 쓰인다.
MCP 모형을 구성할 때,   가 들어갈 자리에 정산조정계수나 용량
가격 등을 추가함으로써 앞서 예로 든 한국 발전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
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뿐 아니라, ℒ   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면 전기 가격에 따라 변화하
는 내생 수요를 모형화 할 수 있다.

ℒ



 


  









 

≥

⊥  ≥ 

(14)

식 (14)에서는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인  과 기준 가격인 
  가 새
로 등장하여 전력수요가 전기 가격에 반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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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개발한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
저 제1절에서는 기준균형상태에서의 결과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치와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현실성을 입증한다. 그 뒤 제2절에서는 시
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논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기준 시나리
오를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기준균형에서 모형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원별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원자력의 감소, 태양광, 풍
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등의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
리오 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와 RPS는 한국의 발전부문에서 친환경 전
원구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두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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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
기준균형의 결과는 <그림 4-1>부터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1>은 기준균형에서의 전원별 발전용량을 나타낸다. 신재생에
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며, 반
면 원자력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NG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석탄의 비중은 다소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들
었다. 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값과 일치하며, 식 (12)
로 제약조건을 설정한 결과 얻어진 자명한 결과이다,

<그림 4-1> 전원별 설비용량: 기준균형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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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4-2>는 전원별 설비투자 결과를 나타낸다. 발전용량 값을 식
(12)에서 고정했으므로, 기준균형에서 모형의 결과로 얻어진 설비투자
역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른다. 즉,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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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의 용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다른 전원은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
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계획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는
2024년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석탄에 대한 설비투자 역시 제8차 전력수
급기본계획 상 분석 기간 내에서는 2022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2> 전원별 설비투자: 기준균형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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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전원별 발전량은 <그림 4-3>과 같다. 발전량은 발전용량과 비슷한 패
턴을 보이는데, 석탄, 원자력, 중유발전의 비중 축소,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 그리고 LNG와 양수 비중의 유지로 요약될 수
있다. 석탄발전은 2018년 42.88%에서 2020년 42.99%, 2025년 41.59%,
2030년 38.32%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든 반면, 태양광은 2018년 1.26%
에서 2030년 6.73%, 풍력과 기타 신재생은 동 기간 각각 0.42%와 4.93%
에서 6.73%와 6.50%로 그 비중이 늘었다(<표 4-1> 참조). 특히 신재생에
너지 전원 비중의 총합(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의 합)은 203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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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로, 기준균형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즉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라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 전원별 발전량: 기준균형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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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1> 전원별 발전량 비중: 기준균형
단위: %

석탄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2018

42.88

20.28

29.23

1.26

0.42

4.93

0.22

0.77

2020

42.99

15.32

32.67

1.93

0.95

5.23

0.17

0.74

2025

41.19

12.56

32.18

3.94

3.16

6.11

0.16

0.70

2030

38.32

16.84

23.89

6.73

6.73

6.50

0.16

0.83

석유

양수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전원구성이 점차 친환경화되는 영향으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 기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전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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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 온실가스 집약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그림 4-4> 참조).
하지만 발전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집약도의 증가
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폭보다 크게 관측되었다.
하지만 국내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편
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5>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세계 평균
(0.478)보다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다소 낮으나 EU(0.262)나 미
국(0.411)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림
4-5>에서 2018년 이후 온실가스 집약도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
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출처에서 가정한 SDS(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세계 발전부문의 평균 온실
가스 집약도를 0.22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
국은 기준균형에서 2030년 온실가스 집약도가 0.391로, 인도(0.337) 및
중국(0.286)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발전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연도별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균형
(1,000tCO2E/MWh)
0.50

0.45

0.40

0.35

0.30
2018

2020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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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주요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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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홈페이지(https://www.iea.org/reports/tracking-power
-2019, 2019.12.05. 접속) Tracking Power.
주: 원출처에는 2018년 이후의 자료가 2020년, 2025년, 2030년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그
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이용
하여 산업연구원 계산.

2.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및 정책 간 상호작용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표 4-2>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모형 구성 제약조건

제외되는 제약조건

BMK

식 (2) ~ 식 (10), 식 (12)

-

NOCAT

식 (2) ~ 식 (6), 식 (8) ~ 식 (10), 식 (12)

식 (7)

NORPS

식 (2) ~ 식 (7), 식 (9) ~ 식 (10), 식 (12)

식 (8)

NOPOL

식 (2) ~ 식 (6), 식 (9) ~ 식 (10), 식( 12)

식 (7) ~ 식 (8)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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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K(benchmark)는 기준 시나리오로서, 제3장 제2절에서 설명한 LP
모형으로 구성된다. 식 (1)을 목적함수로 하여 식 (2)부터 식 (12)까지의
모든 제약조건을 구성 요소로 둔다. BMK 시나리오의 결과는 제4장 제1
절에 제시되어 있다.
NOCAT 시나리오는 BMK에서 배출권거래제 제약식(식 7)을 걷어낸
상황을 상정한 것이며, 비슷하게 NORPS 시나리오는 BMK에서 RPS 제
약식(식 8)을 제외한 것이다. 즉, 현재의 정책 제약과 비교해 배출권거래
제만이 없어진 상황(NOCAT)과 RPS만이 사라진 상황(NORPS)을 각기 시
뮬레이션 하는 시나리오이다.
NOPOL 시나리오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RPS가 모두 제약조건에서
제거된다. NOPOL 시나리오의 결과로부터 에너지ㆍ환경 관련 주요 규
제들이 없어지면 발전부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선 네 개의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수행한 분석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표 4-3>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정책 간 상호작용: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시나리오

적용 정책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BMK

배출권거래제, RPS

A

E

NOCAT

RPS

B

F

NORPS

배출권거래제

C

G

NOPOL

-

D

H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3>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정책 간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연결
시킬 수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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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A):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여기
에는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개별 영향에 더해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이 합쳐져 있음.
⋅(D – C):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D – B): RPS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D – A) - [(D – C) + (D – B)]: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개별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정책의 상호작용만 남음.

같은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두 정책의 상호작용은 (H –
E) - [(H - G) - (H – F)]로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책 간 상호작용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REC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다. <표 4-4>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모형에 포함된 BMK와 NORPS 시나리오에
서만 발생한다. B가 A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이는 BMK에서 발전사업
자가 RPS를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을 맞추기 쉬워

<표 4-4>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정책 간 상호작용: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REC 가격
시나리오

적용 정책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REC 가격

BMK

배출권거래제, RPS

A

C

NOCAT

RPS

-

D

NORPS

배출권거래제

B

-

NOPOL

-

-

-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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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의미이다. 비슷한 논리로 D가 C보다 크다면 이는 배출권거래제
가 RPS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원별 설비투자 및 발전용량은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데, 이는 두 변수의 값이 식 (12)에 의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별로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제약식이 사라지면(NOCAT 시나리오) 기준균형과 비교해
석탄발전량이 증가하고, LNG와 태양광발전이 감소한다. 이는 배출권거
래제로 인해 현실에서(즉, BMK에서) 온실가스 집약도가 큰 석탄발전 대
신 LNG와 태양광발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더 높일 여력이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없는 상황에서는(즉,
NOCAT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민 없이 석탄발전을 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RPS 제약을 맞추기 위해 풍력
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RPS 제약이 사라진 NORPS 시나리오에서는 대체로 석탄발전의 비중
이 감소했으며, 기타 신재생의 비중이 특히 분석기간 초기에 크게 감소
했다. 반면 LNG의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존재하
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규모로 줄일 수는 없는 결과로 해
석된다. 또한, NOCAT 시나리오에서 분석기간 초기에 BMK와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NORPS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분석기간 초기에 BMK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RPS의 존재가 조
기에 발전산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결정적 제약조건(binding constraint)
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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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NOPOL 시나리오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RPS 제약이 모두 사라
져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크게 줄고, 이를 발
전원 중 균등화 비용이 가장 작은 석탄발전이 메운다.

<그림 4-6> 전원별 발전량: 시나리오 분석
(MW)
BMK

NOCAT

NORPS

NOPOL

60,000

40,000

20,000

0
2018

2024
석탄

2030 2018
LNG

2024
원자력

2030 2018
태양광

2024

풍력

2030 2018

기타 신재생

중유

2024

2030

양수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5>에는 각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이 제시되었다. BMK의 결과
는 <표 4-1>에 나온 바와 같다.
NOCAT 시나리오의 경우 분석기간 초반에는 BMK의 결과와 큰 차이
가 없으나, 후반에 들어가 석탄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LNG와 태
양광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RPS 시나리오에서는 LNG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BMK와
비교했을 때 LNG의 비중이 2020년에는 3.83%p, 2030년에는 2.01%p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타 신재생의 비중은 BMK보다 2020년
2.25%p, 2030년 1.17%p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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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전원별 발전량 비중: 시나리오 분석
단위: %

석탄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

석유

양수

2018

42.88

20.28

29.23

1.26

0.42

4.93

0.22

0.77

2020

42.99

15.32

32.67

1.93

0.95

5.23

0.17

0.74

2025

41.19

12.56

32.18

3.94

3.16

6.11

0.16

0.70

2030

38.32

16.84

23.89

6.73

6.73

6.50

0.16

0.83

2018

45.74

17.36

29.23

1.33

0.42

4.93

0.22

0.77

2020

42.99

15.32

32.67

1.93

0.95

5.23

0.17

0.74

2025

41.83

11.92

32.18

3.94

3.17

6.11

0.16

0.70

2030

40.05

15.08

23.89

6.72

6.77

6.50

0.16

0.83

2018

42.26

21.70

29.23

1.33

0.42

4.06

0.22

0.77

2020

41.40

19.15

32.67

1.93

0.95

2.98

0.17

0.74

2025

40.17

14.89

32.18

3.94

3.17

4.78

0.16

0.70

2030

37.44

18.85

23.89

6.73

6.77

5.33

0.16

0.83

2018

52.42

17.36

29.23

0.00

0.00

0.00

0.22

0.77

2020

51.09

15.32

32.67

0.00

0.00

0.00

0.17

0.74

2025

54.80

12.16

32.18

0.00

0.00

0.00

0.16

0.70

2030

52.66

18.85

23.89

3.61

0.00

0.00

0.16

0.83

BMK

NOCAT

NORPS

NOPOL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NOPOL 시나리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태양광, 풍력, 기타 신
재생에너지로부터의 발전량이 2030년의 태양광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RPS 등의 정책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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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균등화 발전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발전을 선
택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기간 후반에는 전력 수요의 증가
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원 중 균등화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태양광으로부
터의 발전이 일정 부분 발생했다.
원자력, 석유, 양수의 전원 비중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
다. 원자력의 경우 균등화 발전원가가 전원 중 가장 낮은데다 온실가스
를 사실상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산업에서 이용률이 허락하는 상한
에서 발전량을 결정하는 것이 그 이유이고, 석유와 양수는 열제약(식 10)
에 의해 발전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청산조건인 식 (5)의 잠재가격은 전
기의 가격을 의미한다. <그림 4-7>은 시나리오별 전기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6>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석탄발전
의 비중이 전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BMK에 비

<그림 4-7> 전기 요금: 시나리오 분석
(KRW/MWh)

1e+06

5e+05

0e+00
2018

2024
BMK

NOCAT

2030
NORPS

NOPOL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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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탄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는 NOCAT와 NOPOL 시나리오에서 전기
요금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NORPS 시나리오에서는 기준균형보다 전
기 요금이 높은 결과가 관측되는데, 이는 RPS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값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이 늘고,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량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배출권거래제의 영향이 RPS에
비해 큰 결과를 얻었다. 분석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비교하
면 NORPS 시나리오는 BMK보다 약 0.07%, NOCAT 시나리오는 약 1.77%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반면 NOPOL 시나리오에서는 25.75% 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림 4-8>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
(1,000tCO2E/MWh)
3e+0.8

2e+0.8

1e+08

0e+00
2018

2024
BMK

NOCAT

2030
NORPS

NOPOL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4-9>의 온실가스 집약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NORPS 시나리오에서는 BMK와 비슷한 온실가스 집약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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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고, NOCAT 시나리오는 BMK보다 높은 온실가스 집약도를 보였
다. 또한, NOPOL 시나리오에서는 기준균형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은 수
준에서 온실가스 집약도가 형성되었다.

<그림 4-9> 온실가스 집약도: 시나리오 분석
(1,000tCO2E/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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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배출권거래제 제약조건(식 7)의 잠재가격인 배출권 가격은 <그림
4-10>에 표시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제약조건이 제거되는 NOCAT과
NOPOL 시나리오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균형과
NORPS 시나리오의 비교만을 제시한다. 2020년과 2024년의 2년간은 배
출권거래제 제약식이 결정적 제약조건으로서 기능하지 않아 배출권 가
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의 전 기간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은 NORPS
시나리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RPS 제약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한 전기가 전체 전원구성의 탄소배출 집
약도를 낮추어 배출권거래제의 충족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85

<그림 4-10>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 분석
(KRW/t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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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그림 4-11>은 RPS 제약조건의 잠재가격인 REC 가격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제시한다. REC 가격은 BMK와 NOCAT 시나리오에서만 존재한다.

<그림 4-11> REC 가격: 시나리오 분석
(KRW/MWh)
4e+05

3e+05

2e+05

1e+05

0e+05
2018

2024
BMK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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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OCAT

앞서 살펴봤듯 2020년과 2024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제약조건이 결정적
제약조건으로 기능하지 않는 탓에 BMK와 NOCAT의 REC 가격이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반면 그 외의 모든 기간에 대해서 NOCAT 시나리오
에서 REC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두 시나리오 간의 REC 가격 차이는 크
게 약 4.7배에 달한다.
<표 4-6>은 목적함수, 즉 식 (1)의 비용함수의 해를 나타낸다. 식 (1)에
서  의 해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
량, 발전용량, 설비 투자, 부하 값들을 적용하여 얻은 발전 비용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두 가지의 정책 제약이 모두 사라진 NOPOL 시나리오
에서 가장 낮은 값을, 정책이 모두 적용된 BMK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값을 얻었다. NOCAT 시나리오와 NORPS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RPS
가 발전 산업에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RPS
는 분석 기간 약 376억 2,000만 원을, 배출권거래제는 약 364억 8,000만
원의 비용 부담으로 발전 산업에 작용한다는 결과이다.

<표 4-6> 시나리오별 발전 비용의 현재 가치
단위: 십억 원

발전 비용의 현재 가치
BMK

370.73

NOCAT

369.08

NORPS

367.93

NOPOL

331.46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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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① 온실가스 배출량,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③ 배출
권 가격, ④ REC 가격의 네 가지 기준으로 정책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각 시나리오별로 분석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한 수치는 <표 4-7>
과 같다. RPS보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정책으
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
로 해석된다.

<표 4-7> 분석 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
시나리오

적용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MMTCO2E)

BMK

배출권거래제, RPS

2,958

NOCAT

RPS

3,010

NORPS

배출권거래제

2,960

NOPOL

-

3,720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7>의 수치들을 이용하여 정책 간 상호작용이 발전부문 온실가
스 배출량에 영향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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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 3,720 = -760MMTCO2E
⋅RPS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3,010 - 3,720 = -709MMTCO2E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동시 시행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2,958 - 3,720 = -762MMTCO2E
⋅정책 간 상호작용
-762 - (-760 + -709) = 707MMTCO2E

배출권거래제와 RPS가 발전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기
760, 709MMTCO2E 만큼 줄이지만, 동시에 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분은 그 합보다 작은 762MMTCO2E이다. 다시 말해 정
책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707MMTCO2E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각 시나리오에서 분석 기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모두 합한 값은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기
타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 발전량을 모두 합하여 얻는다. 배출권 거래제
에 대한 영향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NORPS보다 NOCAT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결과는 정책의 고유 목표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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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분석 기간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시나리오

적용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

BMK

배출권거래제, RPS

104,330

NOCAT

RPS

104,553

NORPS

배출권거래제

94,466

NOPOL

-

3,783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표 4-8>의 수치들을 이용하여 정책 간 상호작용이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구한다.9)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
94,466 - 3,783 = 90,682MW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
104,553 - 3,783 = 100,770MW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동시 시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
104,330 - 3,783 = 100,547MW
⋅정책 간 상호작용
100,547 - (90,682 + 100,770) = -90,905MW

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와 RPS의 상호작용은 90,905MW의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 감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9)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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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표 4-9>에서 보듯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일관적으로 NORPS 시나
리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NORPS 시나리오
에서 평균적으로 87% 높게 관측되었으며, 이는 RPS 정책으로 인해 배출
권거래제 제약을 맞추기가 쉬워졌음을 의미한다.

<표 4-9>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BMK

NORPS

비율(NORPS/BMK)

2018

43,372

107,987

2.49

2019

41,571

98,917

2.38

2020

-

90,545

-

2021

38,212

82,820

2.17

2022

36,648

75,695

2.07

2023

35,143

69,124

1.97

2024

-

63,067

-

2025

32,062

57,486

1.79

2026

30,641

52,346

1.71

2027

29,286

47,613

1.63

2028

27,991

43,256

1.55

2029

26,757

39,249

1.47

2030

25,581

35,563

1.39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4) REC 가격
<표 4-10>에서 보듯 REC가격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지 않는
NOCAT 시나리오에서 BMK보다 평균 3.40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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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표 4-9>의 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의 전력 도매부문에서 RPS로 인
한 REC 하락분보다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배출권 가격 하락분이 더 크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0> 시나리오별 REC 가격
BMK

NOCAT

비율(NOCAT/BMK)

2018

203,005

437,188

2.15

2019

144,391

338,793

2.35

2020

269,650

269,650

1

2021

73,144

217,113

2.97

2022

50,286

176,873

3.52

2023

33,287

146,309

4.4

2024

140,030

140,030

1

2025

29,610

127,956

4.32

2026

26,806

116,323

4.34

2027

23,972

105,047

4.38

2028

21,326

94,781

4.44

2029

18,608

84,728

4.55

2030

15,836

74,931

4.73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92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환경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이 시행 중
인 상황에서 그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
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
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전력 도매부문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
이 많이 배출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환경ㆍ에너지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력 도매시장을 모사하는
부분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서는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최
적화 문제를 풀어 발전 용량, 발전량, 설비투자 등의 주요 내생변수 값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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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으로 구성된 LP에 전원별 설비투자 및 발전 용
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한국 전
력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모
형을 풀어 기준균형을 맞춘다. 그 뒤 정책 제약조건들을 하나씩 변형하
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여 정책의 변화가 발전량, 발전 용량, 발
전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REC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기준균형에서 모형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별 발전용량은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의 증가, 원자력의 감소, LNG의 소폭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전
원별 발전량의 경우 발전용량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석탄, 원자력,
중유발전의 비중 축소,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
LNG와 양수 비중의 유지로 요약된다.
기준균형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제약이 없는 NOCAT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는 반면 LNG와 태양광발전은 감소했다. RPS 제약이 사
라진 NORPS 시나리오에서는 석탄과 풍력의 비중이 다소 줄고 LNG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NOPOL
시나리오에서는 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크게
줄고, 이를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석탄발전이 메웠다. 전기요금과 온실
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원단위는 석탄발전의 비중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
과,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PS와 배출권거래제의 상호작용은 707

94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MMTCO2E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소멸이라는 형태로 분석되었다. 반
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에는 RPS가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
났는데, 상호작용은 약 91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RPS가 시행되지 않을 때 약 87%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는 RPS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
이 발전사업자가 배출권거래제를 맞추는 것에 도움을 준 것으로 설명된
다. REC 가격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았는데, 배출권거
래제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REC 가격은 BMK보다 약 3.4배가량 높게 나
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절에서는 우선 한국의 발전산업이 처한 정책적 도
전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제시하고, 더 일반적인 세 가지 에너지ㆍ
환경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발전산업의 대응
전략
1) 발전산업이 처한 정책적 도전
발전산업은 한국에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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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임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
가스의 공격적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강화가 불가피함을 보였다.
또한, 2018년 7월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는 전환(발전, 집단에너지)부문의 감축량 중 약 2,400만 톤의 감축량을
확정하였으나, 약 3,400만 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
지 않았다. 즉, 2030년까지 발전산업은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발전부문에 강한 배출량 감축 의무가 부과되는 데에는 몇 가
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일
부문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2019b)에 따르면, 공공전기 및 열 생산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
출량 대비 비중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약 36%를 차지
했다(<그림 5-1> 참조). 둘째, 다수의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다수 시장에
참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전부문은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용
량 기준으로 약 77%이다(대한전기협회, 2018). 민간 기업과 비교해 공기
업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는 데에 조금 더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발전부문에서 온실가
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 그 효과는 전기를 사용하는 부문으로 퍼져가
간접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제4장에서는
BMK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집약도가 2018년 0.443(1,000tCO2/MWh)
으로부터 2030년 0.391로 줄어드는 것을 보였다. 산업계에서 일 년에 약
300TWh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의 온실가스 집약도
에서는 약 1,329억 톤의 온실가스가, 2030년의 온실가스 집약도에서는
약 1,173억 톤의 온실가스가 산업 부문의 전력 소비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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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아질수록 발전 이외의 부문에서 같
은 양의 전기를 소비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지는 간접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다.

<그림 5-1> 발전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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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b).
주: 총배출량 및 전기ㆍ열은 왼쪽 세로축, 비중은 오른쪽 세로축.

2) 발전산업의 대응전략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발전산업이 취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온실가스
집약도가 큰 전원, 즉 석탄으로부터의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다. 전력 수
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전원으로부터의 발전량을 줄이는 것은 필
연적으로 다른 전원으로부터의 발전량 증가로 이어진다. RPS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만을 규제한다. 즉,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석탄발
전을 대체했는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을 대체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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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도 하지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전원별 온실가스 집
약도가 그대로 반영기 때문에 저탄소 전원믹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실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전원은 석탄과 원자력이다. 하지
만 원자력의 경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하여 2023년 이후로는 발전
용량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즉, 전원비중에서 유의미한 양의 석탄
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 가
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석탄으로부터 LNG로
의 연료 대체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우선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LNG가 석탄보
다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전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소위 이야기되는 청정에너지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
출시키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LNG로의 연료 대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역시 지적된다.
발전산업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응전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
접 줄이기보다는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특히 석
탄화력발전의 전원 비중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온실가스의 한계감축비
용이 높아 이 방법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
라는 신호를 시장에 일관적으로 보낸 결과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의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이월하고 있어 배출권 구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표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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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1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018년 11월 8일 2만
3,200원에서 2019년 12월 13일 4만 550원으로 약 75% 상승한 것으로부
터 나타나듯10), 배출권 구매로 인한 경영 부담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의 상승은 높은 한계감축비용을 가진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
매보다는 직접적인 감축 시도에 나설 유인을 제공한다는 기능을 수행한
다고 볼 수 있지만, 후술하듯 감축 기술의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발전산업에 큰 부담이 걸릴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1> 연도별 배출권 이월량
배출권 이월량(천 톤)
2015

17,439

2016

30,467

2017

37,018

2018

35,553

자료: 상쇄등록부시스템(https://ors.gir.go.kr/ors/, 2019.12.15. 접속) 외부사업 현황.

셋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녹색성
장 5개년계획」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ㆍ이용ㆍ저장)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
안이 현재 가장 유력한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장 발전 단계
가 앞선 CCUS 기술조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준비 중인 단계로, 단기적
으로는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감축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상쇄배출권을 확보하
는 방안도 유효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점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에 온실
10)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 2019.12.15. 접속) 시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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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쇄배출권을 확보할 기회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리협정 이후 개발도상국들도 감축 의
무를 지게 되면서 감축 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부에 대
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설명은 정책 제언 부분에서 제공한다.
종합하면, 전술한 네 가지의 대응 전략 모두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갖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발전산업은 기
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발전산업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루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지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3) 발전산업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CCUS 등의 감축기술을 위한 R&D 지원 및 정책 위험도의 감소
가 필요하다. CCUS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발전산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감축 기술들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의 정부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CCUS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데, 본 연구를 진행하며 수행한 발전산업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발전회사들이 정부가 CCUS로 인한 온
실가스 감축량을 얼마나, 언제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계에 이를 홍보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CUS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혹은 활용하는 기술을 통칭하는데, 대
규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포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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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나, 국내 실정상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포집
된 탄소의 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탄소자원화는 현재
R&D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
발굴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CCUS 외에도 발전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
술 중 하나로 열량이 높은 석탄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석탄을
소비해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열
량탄의 확보 및 고열량탄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발전산업에 유
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2> 연도별 전력소비량의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증가율
단위: %

기준수요 증가율

목표수요 증가율

2018

2.9

2.4

2019

2.8

2.2

2020

2.7

1.8

2021

2.6

1.6

2022

2.3

1.3

2023

2.2

1.0

2024

2.0

0.8

2025

1.9

0.6

2026

1.8

0.5

2027

1.7

0.4

2028

1.6

0.3

2029

1.5

0.3

2030

1.4

0.2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p.70, p.74)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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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제의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력을 수요와 공급 측면
으로 나누면 발전산업은 공급자에 해당한다. RPS나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 등을 통해 공급자인 발전산업을 규제하는 동시에, 수요관리로 전
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표 26>에 나타나
듯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량을 기
준수요보다 0.5~1.3%p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관리 수단으
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 에너지관리시스템, 효율관리 강화, 자가용 태
양광 등을 고려하고 있다. 즉, 이미 수요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만큼,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수요관리 대책
을 마련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전산업에 전가되는 부담이 덜
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외부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에서 대상기업은 단기적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전환된 상쇄배출권
을 획득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은 교토의정서상 여섯 가지 종류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수행하는 CDM 사
업 등과 이와 유사하게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외부사업으로부터 확보
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 발행 건수는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2015년에 50건이던 발행 건수가 2017년에 2건으로
줄었는데(<표 5-3> 참조), 발전회사들은 공기업으로서 해외사업이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는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파리협
정 이후 개도국들이 감축량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
사되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외부사업은 설비투자 없이 서류작업
등의 행정에만 3년가량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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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로서 온
실가스 배출량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감축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
를 늦추는 데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여, 관련 내용과 정책을 정
비하여 발전산업이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수 있게 돕
는 것이 필요하다.

<표 5-3> 연도별 상쇄배출권 발행 수량
상쇄배출권 발행 수량(천 톤)

발행 건수

2015

4,915

50

2016

1,685

5

2017

2,900

2

자료: 상쇄등록부시스템(https://ors.gir.go.kr/ors/, 2019.12.15. 접속) 외부사업 현황.

(2) 환경ㆍ에너지 정책적 시사점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PS는 발전부문에서 각기 정책의 목
적을 잘 실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장
의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크게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이 모두 시행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분석 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이 배출권거래제만이 시행되는
NORPS 시나리오에서는 760MMTCO2E였으나 RPS만이 시행되는 NOCAT
시나리오에서는 709MMTCO2E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만 시행되는 경우엔 약
91GW, RPS만 시행되는 경우 101GW의 전기가 두 정책이 모두 시행되
지 않는 경우보다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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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RPS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감축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RPS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S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
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
대에 대한 의지를 일관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
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RP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RPS의 또 다른 이점은 시장 신호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른 시기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장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RPS가 신재생에너
지 보급이 언제 얼마만큼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실성을 시장에 부여함으
로써 연관 산업이 생산량, 설비투자, 인적자본 등의 개발을 조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을 시 조정비
용을 적게 지불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조기 투자는 발전산업이 향후
더욱 도전적인 배출권거래제에 직면했을 시 대응 여력을 높여줄 수 있
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Morris et. al., 2010, Bird et. al.,
2011).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와 달리 부존 자원량보다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
보급이 기술개발과 동반된다면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전환 등의 관점에
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효과적
인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
가된다.

104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둘째, 제4장의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 결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정책
을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두 정책이 모두 시행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
만 시행되는 시나리오보다 2MMTCO2E의 추가 감축밖에 발생하지 않았
다. 각 정책이 독립적으로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다면 총 1,469MMTCO2E
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어야 하지만 실제 감축분은 762MMTCO2E에 그쳤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난다. RPS만 시행되는 경우보다 배출권거래제와 RPS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오히려 약간이지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정책만을 고려했으나, 현실에서는 더욱 많은
종류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미세먼지 저감대책(석탄발전소 상한제약) 등 여러 정책이
목적의 측면에서 교집합을 가진 채 전력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물론 각 정책은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갖기 때문에 여러 정책의 동시 추진
이 무조건 피해야 할 일이라 말하긴 어렵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RPS나 다른 관련 정책들은 온실가스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환경 외부성
을 내재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특정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이끌
어낼 수 있는 등 개별 정책이 모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Burtraw et. al., 2018). 즉, 개별 정책이 모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여러 정책의 동시 시행은 불가피한 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
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개별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소수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일반적인 문맥에서 통용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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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 사회 후생 전체의 관점에서 개별 정책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
구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하겠다.
셋째,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은 배출권거래제와 RPS가 서로에게 영향
을 미쳐 배출권 가격 및 REC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
를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만 존재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지만, 배출권거래제가 RPS와 동시
에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라는 방법을 통해 상당량의 배출
량을 감축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제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배출량
감축은 발전사업자에게 값비싼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비용은
RPS 쪽으로 전가되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
다. 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할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더라도 사회 전체 후
생은 개선될 수 있으며, 이것이 비용 효과적인 정책인지를 살펴보려면
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후생 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3. 모형의 확장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발전산업에 적용되는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용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
다. 여기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확장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한다.
첫째,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정책 통해 일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추진
하고 있는데, 모형을 이용해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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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LP 모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용량은 정부에서 결
정한 값을 따른다는 제약식을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제약 없이 철저하
게 시장의 운영 원리로 주요 내생변수들이 결정된다면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과 발전 용량이 어떻게 얻어질지를 분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전력 도매부문이 처한 특수한 제도적 운영 원리가
시장 자율화를 통해 운영되었을 시의 결과물과 어떤 사회 후생의 차이
를 불러일으키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RPS의 공급의무량을 현행보다 1%p
증가하였을 시 발전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사회 후생 증
가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원별 온실가스 집
약도가 분석기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진보하여 전원별 온실가스 집약
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출권거
래제 등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한 온실가
스 집약도 감축을 시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및 REC 가격
등이 본 모형의 결과로 도출된 것과 다르게 관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향후 발전산업에서 수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의 경제성 데
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모형에 적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책
적 시사점이 도출되어 보고서의 활용성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셋째, 제3장에서 모형의 확장을 위해 소개한 MCP 모형을 도입한다면
전력 수요를 내생화할 수 있다. 최근의 친환경 정책 트렌드는 전기요금
인상 등의 형태로 산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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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력, 석탄 등
기존에 기저부하를 담당하던 연료로부터의 발전량이 줄어들면 전기요
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조업은 주요국과 비교하
여 에너지집약도가 높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용도별 전력 판매
현황에서 산업용은 판매량의 50.4%, 판매수익의 54.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전력 수요 부문이다.11) 따라서 주요 산업의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
여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값을 얻어 모형에 이식한다면, 전력 도매부
문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환경ㆍ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다양한
환경ㆍ에너지 정책의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
용의 연구를 산업연구원에서 2020년에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초월대수함수(translog cost function)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비용점유율 방정식을 도출한 뒤 계량분석을 통해 비용함수를 추정한다.
비용함수로부터 얻어진 산업별 전력의 요소수요함수를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전력도매시장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내생화하여 제조
업과 전력 도매시장의 부분균형모형을 통합한다. 통합모형에서는 전력
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전력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대상 국내 주
요 소재산업의 대응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실태조사나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주요 소재 산업의 전력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산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는 데에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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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y Interactions between Cap-and-trade and RPS
in the South Korean Power Sector
Lee Sul-Ki* and Kim Minji
International interest in climate change is rising day by day.
Greenhouse gases that cause climate change are a representative bad
in economics. As with goods, efficient allocation of a bad is achieved
through optimization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 However, this
condition is met only on the premise that there are no external factors,
such as externalities, and in areas where externalities cause market
failure, such as climate change, the government can intervene in the
market through policies such as regulation to improve social
wellbeing.
Climate policies aim to ensure that production of greenhouse gases
is determined at the point where social marginal costs and social
marginal

benefits

meet.

In reality,

however,

environmental

* sulkilee@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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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ities occur at various levels, and policies to address individual
externalities affect each other. With policies to internalize the
environmental externalities interacting, it is difficult to maximize
social benefits if individual policies only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marginal costs of each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exact social marginal costs and benefits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policy interactions.
As one of these efforts, this study performs an policy interaction
analysis that have not been fu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Specifically, the
interaction of the cap-and-trade and RPS, which are representative
policies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pplied to the power
wholesale sector, is analyzed. The wholesale power sector is suitable
for analyzing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in
that it is not only a field in which a large amount of greenhouse gases
and environmental pollutants is emitted, but also great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policies. Although the study does not directly
estimate social marginal costs or benefi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t provides critical evidence for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ies.
This study first develops an analytical model that describes Korean
wholesale power sector. The model consists of the objective function
and the constraints. The objective function is described as minimizing
the present value of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over the period of
30 years that this study onsiders. Constraints consist of: (1) an equation
of motion; (2) a capacity factor restriction; (3) a restriction on external
loads; (4) market clearing conditions; (5) a restriction on planning
reserve margin; (6) a cap-and-trade policy; (7) a restriction on RP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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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triction o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9) thermal constraints;
and (10) a restriction on the exogenous generation capacity.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obtained through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8th Basic Plan for Power Supply and Demand.”
Although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tried to captur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wer wholesale market, it
still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and requires atten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First, in this study, the generation levels of
baseloaders such as nuclear and coal may be higher than the real
world, as the restriction on the ramping rates is not considered.
Second, the cap-and-trade is applied to the overall industry including
the power sector, but this study assumes that the cap-and-trade takes
place only with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In addition, a power
plant may convert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erformance outside of
the country into offset credits, which are not considered in the model
either. Third, the domestic power wholesale market still has some
characteristics of regulated market. It necessitates a way to model
some unique components of the market such as adjustment factor and
capacity price, but this study does not take this into account. However,
it discusses the potential of the model by introducing the strategies
necessary to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model.
The model develped in this study is based on linear programming.
But once one introduces MCP (Mixed Complementarity Problem) as we
discuss in the paper, one can easily incorporate the adjustment factor,
capacity prices, endogenous electricity demand, etc.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 reflects important aspects of the 8th
Basic Plan. In the benchmark, generation capacity is characte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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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rease in solar and wind, a decrease in nuclear and a slight
increase in LNG. For generation by technology, the pattern is similar to
the generation capacity, which is summarized as reduction of the share
of coal, nuclear, oil generation, increase in solar, wind power and
other renewable energy, and stable trends of LNG and pump.
Simulation based on four scenarios, including the standard balance,
reveals that in the NOCAT scenario, coal power generation was
increased while LNG and solar were reduced. In the NORPS scenario,
where RPS constraint is removed, the proportion of coal and wind has
decreased somewhat and the LNG has increased. And in the NOPOL
scenario, where neither policy exists, the share of solar, wind and
other renewable generation has been greatly reduced, and it has been
filled by coal power generation, the cheapest of the power sources.
Electricity pric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greenhouse gas
production uni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atio of coal power
gene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cenario analysis, we calculate the extent
to which policy interactions affect GHG emissions as well as renewable
generation. Cap-and-trad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PS and the cap-and-trade results in 755 MMTCO2E less
GHG reductions. RPS is a more effective policy when it comes to
promoting renewable generation. The policy interaction leads to a
reduction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y about 70 GW.
The price of emission permit increases about 30 percent when the
RPS was not implement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or the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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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which helped power generation businesses comply with
cap-and-trade. REC prices are more affected by cap-and-trade. In
scenarios without the cap-and-trade, REC prices are about four times
higher than BMK’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carried out in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provide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 policy challenges facing
Korea’s power generation industry.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is
facing policy challenges a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es in
South Korea. The “Revisions to Roadmap to Reduce Greenhouse
Gases” issued in July 2018 confirmed a reduction of about 24 million
tons in the transition (power generation, collective energy) sector, but
did not provide specific reduction plans for about 34 million tons. In
other words, by 2030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will have to
achieve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s.
The simulation analysis shows that cap-and-trade is more effective
than the RP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strengthen cap-and-trade for a large amount of
additional cuts of 34 million tons. To this end, the strategies that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can take includ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w-carbon generation mix in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By expanding the use of high-calorie coal,
we can expec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nsuming fewer
coal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electricity. In addition, efforts are
needed to replace coal power plants and build high-efficiency LNG
power plants in the process to protect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from an increase in fuel costs. Second, since the govern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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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ly pushing for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can also be a major strategy.
Third, securing offset emission rights by expan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is considered a valid strategy, and
finally, expanding the use of CCUS technology can be considered.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y implications from a more general
perspectiv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p-and-trade and RPS are well realized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However, since interaction analysis has shown that it is
inefficient to implement multiple policies with similar objectiv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pursue a few of the most efficient policies to
achieve the goal. Second, cap-and-trade and the RPS are affecting
each other to lower emission prices and REC prices. The drop in
emission permit prices could lower incentives for companie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innovation, so future work needs to
be done 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impact of interaction on
social wellbeing through a welfare analysi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an help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ocial welfare between regulated and deregulated Korean power
wholesale sector. It can also provide a framework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rious policies pursued for th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Further, the modeling endogenous electricity
demand will allow one to analyze the impact of various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the channel
of changes in electricity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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