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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전력산업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는 지구온난화현상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둘째
는 차세대 전력망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가 개발되어 전
력산업을 비롯한 제반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 한편, 2000년 12월에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률’은 일몰조항이 있으며 동법의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이므로 새로운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향후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논의 시 온실가스 감축 및
스마트그리드의 출현과 같이 전력산업에서의 급격한 환경 변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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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
□ 전기사업 겸업 제한
○ 전기사업법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
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전력산업 구조 현황
○ 1999년 1월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
편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4월 발전부문에서 경쟁을 실시하였
음. 그러나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한전의 배전 및
판매부문의 분할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중단되었음.
○ 따라서 한전은 송전･배전 및 판매부문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
면서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자 등을 제외한 국내 전력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판매
하고 있음.

Ⅲ.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1)：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도입
○ 스마트그리드란 현대화된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요 약 3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구현된
차세대 전력시스템 및 이의 관리체계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존재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임.
○ 현재의 전력망 체제하에서 전력산업은 공급자(전력회사) 중심
의 폐쇄적 산업구조인 반면에, 스마트그리드 체제하에서는 소비
자 중심의 개방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게 될 것임.
○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실시간 가격기능인데 실시간 가격(realtime pricing)이란 특정 시간대를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 가격이며,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맞추어
전기 사용을 가격이 낮은 시간대로 옮기거나 혹은 전체적인 소
비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에너지 비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더라도, 전력시장에서 실시간 가
격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 양방
향 정보전달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임.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산업의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가 갖
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Ⅳ.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2)：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은 시장기능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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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것이므로, 배출권거래시장에 독과점적 요소가 있거나 비대
칭 정보 등이 존재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움.
○ 한편,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미흡, 연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전기요금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가격기능을 통한 에
너지시장과 배출권시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
황임.

□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
출하는 연료로부터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임.
○ 연료전환 (저감)비용이란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할 때
탄소를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따라서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여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 아니면 석탄연료
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수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에 대해 수익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LNG
발전으로의 연료전환 비용이 실제에 비하여 과소평가될 것이므
로 배출권 수요자여야 할 발전회사가 연료전환을 통해 배출권
공급자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배출권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음.

요 약 5

○ 한 마디로,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에서의 경쟁체제 확립은 전력산
업에서의 효율성 증가를 담보하게 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효율성도 담보하
게 될 것임.

Ⅴ. 선진국의 전력산업
○ 1990년대 들어 영국,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경쟁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OECD 등 선진국들에서는 전력산
업에서의 경쟁체제가 이미 정착한 단계임.
○ 미국은 2001년 캘리포니아 전력난 이후 부분적으로 경쟁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유럽은 단일 시장을 목표로 자유화 지침에 의
거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네트워크 부문(송전･배전)과 경쟁이 가능한 부문(발
전･판매)의 분리가 확산되고 있는 등, 유럽은 송전과 배전의 법
적 분리가 완료된 상태임.
○ EU는 2007년 소매경쟁의 전면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대규모 소비자 위주로 소매경쟁을 활성화시켰
음.
○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부족 문제 해결과 투자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전력산업에
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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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전력산업 겸업금지 조항 개정
○ 전기사업에서의 겸업금지는 원천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으므로 전기사업의 사업종류별 겸업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공
공기관 선진화 논의 시 전력산업의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은 사업자 중심의 구조개편이었
으나, 전력산업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은 소비자 중
심의 구조개편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경쟁을 중
점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 성공적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판매부문에서의 경쟁 도입
○ 전력산업 자유화 중단에 따른 한전의 독점체제는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역동적 시장 창출에 필요한 신규자본의 유
입, 기술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판매부문에의 경쟁 도입은 스마트그리드 효과를 증진시킬 것이
고 또한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통한 경쟁압력을 전력회사(판매
부문)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음.

요 약 7

□ 성공적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 발전회사들이 전력공급 의무를 완수하고 동시에 배출권거래에
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에서 전력과 온실가스
배출권 모두가 매각과 구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경쟁체제 확립이 필
요함.
○ 현재와 같은 전력가격 규제는 발전회사들이 배출권 수익 극대
화를 위하여 연료전환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발전비용
이 급등하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력가격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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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
○ 첫째, 지구온난화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석탄 및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은 모
든 국가가 에너지의 수요･공급 모든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방
안을 강구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사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의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은 1990년 대비 2.5배가 증가하였는데
발전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은 1990년 대비 3.3배가 증가하
였으며
- 총 에너지 사용 중 발전부문의 점유율은 1990년의 26%에서
2007년에는 36%로 증가하였음.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화석에너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0
년에 1990년 대비 3.1배, 발전부문은 5.7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는 석탄화력 등 발전부문에서의 화석에너지 사용
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화석에너지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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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됨.1)
- 다만, 총 화석에너지 사용 중 발전부문에서의 점유율은 2010
년경에 32%로 최고를 기록한 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2020년까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에서 CO2 배출의 경우 발전부문에서의 CO2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1억 5,100만 톤이었으며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43% 증가한 2억 1,5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 CO2 총 배출량 중에서 발전부문에서의 배출 점유율은 1990년
에 11.9%, 2005년에 25.4%이었으며, 2020년에는 26.3%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현대화된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차세대 전
력망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개발하여 전력산업을 비
롯한 제반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처럼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던 시기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전력산업 관련 제반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력산업 선진화를 검
토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스마트그리드 도
입과 같은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1) 기후변화 발전산업 대책반(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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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의 일몰조항
○ 한편, 2000년 12월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률’은 일몰조항을 갖고 있음.
- 동법 부칙 <제6282호, 2000.12.23>은 “이 법은 2009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법의 유
효기간은 현재로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
○ 동법이 부칙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던 취지는 2000년 11월 법
제정 이후 9년 이내에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으
로 가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중단되었기
때문임.
○ 이처럼 동법이 제정될 당시의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
면서, 또한 유효기간의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
로 이제는 동법의 처리 문제-즉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음.
○ 따라서 본보고서는 스마트그리드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과 같
은 최근의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전력산업의 선
진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현황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 규제 및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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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의 첫 번째 이슈인 스마트그
리드 도입 및 전력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 제4장에서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의 두 번째 이슈인 배출권거
래제 도입 및 전력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 제5장에서는 선진국들의 전력산업 구조에 대하여
- 마지막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선진화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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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

1. 전기사업 겸업 제한
(1) 규제 근거
○ 전기사업법 제2조 1：‘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
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함.
○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동일인은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
가받을 수 없으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호：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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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부칙 제6283호 제2조：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2) 규제 내용 및 취지
1) 규제 내용
○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일정한 경우란
①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④ 법 부칙 제6283호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한전)
○ 다만,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전기사업으로 규정하여 특
정한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음(즉 발전과 판
매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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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취지
○ 전기사업 겸업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경우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근거에서 도입하게 되었음.
○ 전기사업은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는 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부문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사업 겸업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독
점사업과 여타 경쟁사업자 간의 교차보조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 이는 특정 사업자가 독점사업과 경쟁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독점부분에서 얻게 되는 독점이윤을 지렛대로 하여 경쟁
부문에서의 경쟁업체에 비하여 부당하게 사업상 우위를 확보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한편, 지역독점으로 남게 될 배전부문과 경쟁을 도입할 예정이
었던 판매부문과의 겸업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배전부문이 지
역독점으로 남게 될지라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배전망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2. 전력산업 구조 현황
(1)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 국내 전력시장은 크게 발전, 송전･배전, 판매의 3개 부문으로

Ⅱ.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 15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96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 부문
을 독점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한전에 의한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
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1990년대 들어
IT에 의한 계량･거래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경제전반에 걸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며
- 추진 목적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독점 공기업의 비효
율을 제거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음.
○ 당시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경우 수직 독점체제였던 전력산
업을 수직･수평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구조개편 및
발전 자회사의 매각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즉 발전 부문에서는 발전회사의 분리 및 민영화 등을 통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 배전 및 판매 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도･소매 경쟁으로 확대하
자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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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내용

발전경쟁
(1999.1～2002.12)
∙한전 발전부문 분할
∙발전경쟁시장 개설
∙발전･배전 민영화
추진

도매경쟁
(2003.1～2008.12)
∙배전/판매부문 분할
➡ ∙양방향 경쟁입찰
실시

소매경쟁
(2009.1 이후)
➡

∙배전/판매부문
개방
∙소매경쟁 실시

(2)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000년 12월,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규정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전면 개정함.
○ 2001년 4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단계인 발전부문에서 경쟁을 실시하였음.
- 발전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발전부문을 6개 자회
사(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하였음.
-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와 다수의 민자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
정되며, 결정된 가격으로 전력구매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 직
접구매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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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의 형태는 입찰을 통해 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하는 CBP(Cost- Based Pool) 운영
○ 한전은 송전･배전 및 판매부문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구역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등을 제
외한 국내 전력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림 Ⅱ-2>

전력시장 및 유통구조

1)

발전사업자

민간 발전사업자

(발전자회사)

(민간기업)
공급입찰

공급입찰

공급

전력시장

구역전기사업자2)

(전력거래소)

(민간기업)

입찰

기존 민자
3)

발전사업자

PPA(수급계약)

송전/배전, 판매사업자
(한국전력)

직접구매자
소비자

(유자격소비자)

주：1) 민간 발전사업자：GS EPS, 케이파워 등이 있음.
2) 구역전기사업자：여천NCC 등
3) 기존 민자발전사업자：포스코 파워, GS파워, 메이야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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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2>에서 ‘2) 구역전기사업자’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
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그림 Ⅱ-2>에서 ‘3) 기존의 민자발전사업자’란 전력산업 구조개
편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존속하는 회사로서 이들은 한전과 전력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 PPA)을 맺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PPA란 ‘전기사업법’ 개정 이전에 한전의 수직 독점체제하에서
허용된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일정한 가동률과 수익
을 보장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임.
-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전력시장이 도입되면서 모
든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신규 PPA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 다만, 기존 PPA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부칙 제6283호 제8조
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을 인정하는 반면에, 만약 계약기간 이
전이라도 양자 간 합의 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력시장을 통하
여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3)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 또는 보류
○ 2002년 4월 한전에서 분할된 발전회사에 대한 민영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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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립되어 우선적으로 한국남동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
나, 시장 여건으로 인해 2003년 3월 경영권 매각이 중단되고,
2004년 4월 증권거래소 상장이 유보되었음.
○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한전의 배전 및 판매부문의
분할이 중단되었고 그 대안으로 한전 내의 독립사업부제가 시
행되었는바,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중단되었음.
○ 구조개편의 중단으로 인해 전력산업의 공급부문(발전부문)에서
만 경쟁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첫째, 발전회사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효율성 개선 효과가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
약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참고로, 에너지소비량(kWh/천달러 : 2005)의 경우 한국(451),
일본(220), 미국(306), 영국(159)
○ 한편, 현재 발전부문에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는 5개 발전회
사의 경우 한전에서 분할은 되었지만 여전히 한전의 자회사이
기 때문에 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비효율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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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1)：스마트그리드 도입

1.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도입2)
(1) 스마트그리드 개념 및 특성
○ 스마트 그리드란 현대화된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구현된
차세대 전력시스템 및 이의 관리체계를 의미함.
- 이는 단순히 설비 관리의 고도화를 넘어서 통합 정보지식 플
랫폼(consolidated knowledge platform) 구축을 통해서 지금까
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임.
○ 현재의 전력망 체제하에서 전력산업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일
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의 단방향 구조였던 반면
에
- 스마트그리드는 디지털 경제를 가능케 한 양방향 통신(two
way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사업자인 공급자와
2) 본 절은 고동수(2009),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의
도입｣을 참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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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인 수요자 간에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 주는 수평
적･협력적･분산적으로 진화한 네트워크임.
- 수요자 측의 모든 전기기기, 전력저장장치 및 분산된 전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
케 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를 ‘에너지 인터넷’이라 부르기
도 함.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분산된 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의
실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발전의 경우 소비자에게 더
욱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
- 분산된 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은 부하(load)에 가까이 위
치해 있는 작은 규모의 전력 발전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
전 비용을 감소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기 누
수를 줄이고 에너지 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소비자 주택 지붕위의 태양광 전원은 분산된 전원의 좋은 사
례인데, 이처럼 발전원으로부터 소비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누수가 적고 비용이 절약되므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
인 ‘녹색전력’이 될 것임.
○ 현재의 전력망 체제하에서 전력산업은 공급자(전력회사) 중심
의 폐쇄적 산업구조인 반면에, 스마트그리드 체제하에서는 소비
자 중심의 개방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게 될 것임.
○ 스마트그리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전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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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하에서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 DR)이 확
대되고, 소비자의 전력사용 패턴을 변화시켜 총 에너지 사용량
및 peak demand를 감소시키는 등 소비자가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됨.
- 소비자에게 실시간 전력요금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
자가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게 됨.
○ 스마트그리드는 고도화된 모니터링, 제어, 통신, 및 self-healing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
- 현재의 전력망에 비하여 전력공급 측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현저히 높이고 전력 품질을 향상기킬 것임.

(2) 스마트그리드 핵심요소인 실시간 가격기능
○ 실시간 가격(real-time pricing)이란 특정한 시간대(specific time
period)를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an advance or forward
basis)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 가격임.
○ 실시간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상황, 날씨 및 전력설비의
사고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실시간 가격은 소비자들이 전기
를 소비하기 하루 전(day-ahead pricing) 혹은 한시간 전(hourahead pricing)에 통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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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맞추어 전기 사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
으며 그리고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을 가격이 낮은 시간대로
옮기거나 혹은 전체적인 소비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에너지 비
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됨.
○ 이처럼 올바른 가격 신호(price signals)와 스마트 가전기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전력계통 인
프라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킬 수 있음.
- 스마트그리드 하에서는 실시간 가격(real-time pricing) 기능으
로 인하여 소비자는 피크 수요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전력계통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실시간 가격 기능은 신재생 전원의 수용
성 제고 및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을 확대시킬 것임.
- 수요 반응이란 소비자에게 시간대별 한계비용에 근접한 전기
요금 신호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전력사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시간대별 요금제도(tariff), 또는 전력가격의 안정
성이나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의
전력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incentive program)로 정의됨.3)
- 참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기 두 제도, 즉 경제성 측면의
가격기반 수요반응(Tariffs or Price-based Demand Response)
3) 김진호(2007) 참조.

24

프로그램과 신뢰도 측면의 인센티브 기반 수요반응(Incentivebased Demand Response)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더라도, 전력시장에서 실시간 가
격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 즉 예비력이 부족한 피크 수요 시간
대의 전기가격이 시장에서의 수급상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 양방향 정보전달 체제의 구축
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임.
○ 결국,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가
격신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분산형 전원, 수요반
응, 배터리, PHEV 등과 같은 신기술 채택에 따른 경제성을 확
보하지 못하는 것임.

2.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
(1)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비전 논의
○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너지절감, CO2저
감 및 수출증대 등) 및 새로운 시장의 창출효과(전기충전소 등)
등과 관련된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비전 초안을 발표하는 등 ‘스
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음.
○ 비전 초안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란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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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정의하고 있음.
○ 비전 초안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요소로 Advanced Smart
Meter4),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산형 전원(배터리), 실시간 전기
요금제, 전력망의 자기치유(self healing) 기능, 신재생에너지 제
어기능, DC전원공급, 전력품질 선택 등을 선정하고
- 또한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산업에 한정되는 이슈가 아니라, 중
전기･통신･자동차･가전･건설･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
쳐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국정 아젠다라고 지적하고 있음.
○ 한편, 비전은 우리 기술로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스
마트그리드 구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는 에너지･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차세대 성장동
력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 차원에서는 저탄소 생활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환경)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스마
트그리드가 구축되지 않은 현재에 비하여 국가 에너지소비의
3%(전기에너지의 10%)를 감축하고, 피크부하는 6% 낮출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4) Advanced Smart Meter란 소비자에게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 제공 및 스마
트 가전제품과의 자동화된 네트워킹을 통해 전력사용을 최적화시키는 소비
자 전력관리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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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4,100만톤(2006년 배출량의 7.1%)을
감축할 수 있어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인프
라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68조원 규모의 내수시장
및 50만개(연인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세계시장 점유율
을 30%까지 높이는 등 스마트그리드가 신성장동력의 주체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저탄소생활화) 소비자들의 에너지소비 행태에 변화를 주고 소
비자에게 에너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공간 관련해서
녹색요금제 등을 도입하고, Advance smart Meter 보급을 통해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2)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을 실제 전력망에 적용하기 이전
에 안전성･내구성･호환성(interoperability) 등을 시험하고 평가
하기 위하여 실증단지(test-bed)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8월
31일 제주도 구좌읍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착공함.
- 제주 북동부의 구좌읍 실증단지는 6,0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와 풍력･태
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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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단지의 주요 구성요소
○ 실증단지는 민간주도의 해외 여타 실증단지와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기본단계, 확장단계
를 거치면서 5대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상을 보일 것임.
○ (Smart Place) 실증단지 내 가정과 업무 공간에서는 스마트 계
량기 사용을 일상화하여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의 전력사용을
저렴한 시간대로 자동 유도하여 전기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 스마트 계량기란 전기요금 정보를 가전제품에 제공하고 가전
제품은 전기요금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전력사용을 자동으로 조
절해 주는(automatic control) 기기를 말함.
○ (Smart Transportation) 실증단지 거리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운
행될 수 있도록 전기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 등을 설치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함.
○ (Smart Renewable) 신재생에너지인 풍력･태양광 발전 등이 전
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망을 통해서 다
른 지역으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Smart Power Grid) 상기 3개 분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증
단지 내 지능형전력망은 양방향 전력전송, 고장 시 조기발견 및
자동치유가 가능하며, 각종 첨단 가전기기와 통신하면서 전력수
요를 제어하는 수준까지 지능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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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Electricity Service) 전력공급 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반도체회사 등 고품질 전력사용
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전력을 제공할 것이며, 소비
자는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에 적합한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전기요금의 다양화 작업이 추진될 것임.
<표 Ⅲ-1>

실증단지 내 주요 구성요소
주요 구성요소

Smart Place

스마트계량기, 통신망, 홈･빌딩･공장용 에너지관리시스
템, 서비스 플랫폼, 가정용 신재생･전기차 충전인프라

Smart
Transportation

전기차 배터리교환소, 전기차 충전기, 통신기반 서비스
플랫폼 및 충전통신망, 모바일･네비게이터 정보제공

Smart Renewable

신재생용 전력저장장치(storage), 신재생용 마이크로그
리드 운영기기･시스템, 통신망

Smart PowerGrid

지능형 송전망, 디지털 변전소, 스마트 배전망, 통신망과
의 연계, 전력시스템 통합제어 솔루션

Smart
Elec. Service

녹색･품질별･실시간 요금제, 전력컨설팅, 수요반응(DR)
이 운영되는 신전력서비스 설계 및 운영

자료：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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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그리드와 전력시장
(1)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포함
하여 전기가 전달되는(delivery) 시스템을 향상시키게 될 것임.
○ 현재의 전력망하에서 전력산업은 생산자(전력회사)가 통제하는
생산자 중심의 폐쇄적 산업구조인 반면에, 스마트그리드하에서
는 공급자에게 덜 집중되어 있는 분산형 구조이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는 스마트그리드의 실시간 가격신
호 기능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데, 전기 소비자들은 전력회사(혹
은 전기판매회사)의 실시간 가격정보에 따라서 전력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기를 저장하거나 전기를 판매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 한 마디로, 소비자는 수요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분산된 전
원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임(customer as a
consumer and customer as a supplier).
○ 전력산업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이행이 예
상됨에 따라 세계 전력회사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자신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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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사업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대규모 소비자를 지목하
고 있음.
○ 요약하면, 스마트그리드의 실시간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전력
산업은 기존의 수직적･중앙통제 구조로부터 수요와 공급이 상
호 작용하는 수평적･협력적･분산적 네트워크로 진화하게 될 것
이며
- 수요자 측의 모든 전기기기, 전력저장장치 및 분산 전원이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

(2) 전력 판매부문에서의 경쟁 필요성 증가
○ 스마트그리드는 - 특히 EU의 경우 - 전력시장 자유화를 계기
로 태동되었으며,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
운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즉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른 거래량의 급증을 수용하기 위하여
송전계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등이 스마트그리드 태동의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분산된 전원, 수요 반응, 배터리, PHEV
등의 개발에 따라 소비자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산업의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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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더라도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가 이루
어져 있지 않으면 실시간 가격신호 기능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의 발전에서부터 소비자의 계량기에 이르
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필요한 신규
자본의 유입, 기술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도입과 병행하여 전력시장(특히 전기판매
시장)에서 진입장벽의 해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부하관리사업자, 녹색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시장진
입을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전원, 전기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의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이 필요함.

(3) 스마트그리드와 소비자의 발전회사 선택권：소비자의 발전
회사 선택이 가능한가?
○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부문에 경쟁체제
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였는바,5) 본 절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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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발전회사가 판매부문에 진입하여
판매를 겸업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때 소비자들의 발전회사 선
택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
○ 참고로, 발전회사가 판매를 겸업하는 형태로 판매경쟁을 도입한
다 하더라도 발전･판매 겸업회사는 한전의 송전망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개별 소비자들은 자
신이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발전회사가 발전한 것인지를 구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가 전기회사를 선택하는 소비자
선택권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음.
- 즉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임.
○ 따라서 본 節에서는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어 실시간 가격체제
가 이루어지고 판매부문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발전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6)

□ 송･배전망(네트워크)의 비차별적 접속 보장
○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경우, 발전부문은 다수의 사업자로 이루어
진 경쟁체제이고, 송･배전부문은(네트워크) 한전의 독점체제이
며, 판매부문은 실질적 한전의 독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음.
5)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
에 대해서는 “p.22의 (2) 스마트그리드 핵심요소인 실시간 가격기능” 및 “p.30
의 (2) 전력판매부문에서의 경쟁 필요성 증가” 참조.
6) 본 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김준한 과장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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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한편, 법적으로는 한전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임.
∙ 전기사업법 부칙 제6283호 제3조, 2004. 2. 24.
○ 송･배전망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송･배전망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
여(전기사업법 제20조제1항),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함.
<그림 Ⅲ-1>

공급자(발전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송배전망

2
A
1

B
* 주：A, B：공급자(발전회사), C, D：소비자(판매사업자)
①：기존의 송･배전망, ②：별도의 송･배전망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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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1>에서 만약 소비자 (C)가 반드시 발전사 (A)에서 생
산된 전력만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송･배전망 ① 이외
에 별도의 송･배전망 ②를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 이는 국가적으로 비용 낭비일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속을 개방하여 사업자가 송･배전망
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임.
○ 한편, 기존 송･배전망 ①을 이용할 경우에 소비자 (C)는 소비자
선택권을 활용하여 발전사 (A)를 공급자로 선택을 할 수는 있
지만 소비자 (C)가 소비한 전력이 실제로 발전사 (A)가 생산한
것인지 발전사 (B)가 생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 예를 들어, 발전사 (A)와 발전사 (B)가 각각 100MW의 전력을
생산할 때 이 전력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소
비자 (C)와 소비자 (D)에게 공급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단지
발전사 측과 소비자 측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발전사 (A), (B)
의 생산량과 소비자 (C), (D)의 소비량만을 알 수 있음.

□ 소비자의 발전회사 선택 의미
○ 판매부문에서의 경쟁 도입에 의해 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선택한
다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한 전기를 누가 생산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공급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발전사)를 선택해서 전기를 소비
하고 사용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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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전기의 품질(주파수 및 전압)은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송･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정부에서 고시하는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발전회사가 생산한 것이든지 그
품질에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생산한
전기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대신에,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공급(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발전회사)를 선택해서 전기를 소비하고 사용량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임.
- 즉 전기의 품질이 일정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적정하다
고 생각하는 요금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소비하면 되
고, 누가 생산했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 한 마디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전력,
가스)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한 에너지의 공급주체가 누
구인지를 기술적으로 구별할 방법이 없음.
- 다만, 공급자와 소비자는 각각 계량기를 설치해서 자신의 생
산량과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상호 계약한대로 사용대
금을 정산하는 것임.
○ 한편, 소비자가 선택한 공급자의 생산량과 소비자의 소비량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하고 있음.
- 다음 <표 Ⅲ-2>는 발전사 (A)와 소비자 (C)의 계약량 및 공급
단가와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른 정산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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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공급자의 생산량과 소비자의 소비량 차이에 따른 정산

차이
시장
A
C
(A
공급
가격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계약량
단가
C
(원/kWh) (kWh) (kWh)
(kWh)
(원/kWh)
소비량)
100
100
200
50
50
0
100
100
200
50
100
-50
100
100
50
50
150
-100
100
100
50
100
50
50
100
100
200
100
100
0
100
100
200
100
150
-50
100
100
200
150
50
100
100
100
50
150
100
50
100
100
200
150
150
0

계약내용(A-C)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금
A
수입
금액

C
지불금
액

5,000
0
7,500
10,000
10,000
10,000
25,000
12,500
20,000

5,000
10,000
12,500
7,500
10,000
20,000
5,000
10,000
20,000

①：C는 50kWh에 대한 대금(5,000원)을 A에게 지불
②：A는 부족분 50kWh를 전력시장에서 200원에 구매해서(10,000원) C에게 공
급, C는 100kWh에 대한 대금(10,000원)을 A에게 지불
③：A는 부족분 100kWh를 전력시장에서 50원에 구매해서(5,000원) C에게 공
급, C는 100kWh에 대한 대금(10,000원)과 추가 구매분 50kWh에 대한 대
금(50kWh*50원=2,500원)을 A에게 지불
④：A는 초과분 50kWh를 전력시장에 50원에 판매하고(2,500원), C는 50kWh
에 대한 대금(5,000원)과 계약 위반량(50kWh)에 대한 A의 손해분(50kWh*
50원=2,500원)을 A에게 지불
⑤：C는 100kWh에 대한 대금(10,000원)을 A에게 지불
⑥：A는 부족분 50kWh를 전력시장에서 200원에 구매해서(10,000원) C에게 공
급, C는 100kWh에 대한 대금(10,000원)과 초과 사용분 50kWh에 대한 대
금(50kWh*200원=10,000원)을 A에게 지불
⑦：A는 초과분 100kWh를 전력시장에 200원에 판매(20,000원), C는 50kWh에
대한 대금(5,000원)을 A에게 지불
⑧：A는 초과분 50kWh를 전력시장에 50원에 판매(2,500원), C는 100kWh에
대한 대금(10,000원)을 A에게 지불
⑨：C는 100kWh에 대한 대금(10,000원)과 초과 사용분 50kWh에 대한 대금
(50kWh*200원=10,000원)을 A에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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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요약하면, 송･배전망(네트워크)의 중복투자는 낭비이므
로 통상 단일 사업자가 소유･운영하도록 하고, 송･배전망 사용
을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전기, 가스)의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발전회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적 방법은 없으며, 구분해야 할 실익도 없음.
- 다만,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급자(발전회사)를 선택해서
공급계약을 맺고 자신이 사용한 양과 공급자가 공급한 양에
따라서 <표 Ⅲ-2>와 같은 형태로 정산하면 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발전･판매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기술적인 문
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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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2)：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금부과제도에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즉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
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
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
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배출 감소를 위하여 기술
개발에 의하든지 생산을 감축시키든지 간에 배출량을 일정 기
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개
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 이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더라도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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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이 배출량을 늘릴 수도 있고 혹은 그가 감소시킨
만큼의 배출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 - 즉, 배출권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규제에 비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있음.
- 즉 배출권은 금융거래적 성격과 기술적 의무, 담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수한 성격의 준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업체인 화력발전회사의 경우
전력 성수기에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는데 배출권 한도
로 인하여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고, 반면에 비수
기에는 전력을 적게 생산하므로 온실가스를 한도보다 적게 배
출하게 됨.
- 따라서 화력발전회사는 배출권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성수기에는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빌려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비수기에는
배출권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것임.

(2)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
○ 배출권거래제도의 궁극적 취지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오
염물질의 감축을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자는데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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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은 시장기능의 확보를 통해서 시장 효율
성을 달성하자는데 있음.
○ 시장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지 여부에
따라 크게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배출권시장에서 정태적 효율성은 기업들 간의 한계감축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오염물질이 감축되고 이 때 거래되는
배출권의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때 달성되는 것이
고
- 배출권시장에서 동태적 효율성은 기업이 오염물질 감축을 위
한 투자에 따른 편익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비
교하여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달성된다는 것임.
○ 이처럼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임.

1)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배출권시장에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로서의 역할
을 담당한다는 것임.
○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금 부과요율을 정부가 정하는 대신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따라 시장에서 정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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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음.
- 배출부과금제도는 정부가 부과금 요율을 통하여 총배출량과
각 오염원인자의 배출량을 조정하는 것이며
-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
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가격에
의해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업은 배출량을
감소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의 비
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은 선택할 것임.
- 즉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입하기보다는 배출감소에 주력
할 것이며, 반대로 배출량을 감소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배출권거래제의 단점
○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단점으로는 규제대상 산업의 조직(industrial
○ organization), 참여기업 간의 정보공유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즉 배출권거래시장에 독과점적 혹은 시장지배적 요소가 있을
경우 또는 비대칭정보 등이 존재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성
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임.

42

○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시장에서 어
느 누구도 배출권 가격결정 과정에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함.
- 이는 배출권시장에서 특정 거대 오염물질 배출기업이 배출권
을 매점매석하게 될 경우 다른 공해배출기업의 경제활동에 제
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이미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이 신규기업에
게 배출권을 매각하지 않거나 혹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
할 경우 신규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여 결국 신규기업의 진
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시장에서의 독과점적 및 시장지배적 요소를 배제하여 시
장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배출권가격이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현황
(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
○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
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각국은 2020년 중기 감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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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국가별로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선진국 중 영국은 1990년 대비 34%, 일본은 2005년 대비 15%,
미국은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 개도국 중에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 동결, 멕시코는
2012년 5,000만톤을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 정부(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중기(202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제시
하였음.7)
-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 대비하여 각각 ⅰ) 21%, ⅱ) 27%, ⅲ) 30%를
감축하자는 것이며8)
- 이를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5억 9,400만톤 CO2) 대비 절
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ⅰ) 8% 증가, ⅱ) 동결, ⅲ) 4% 감
소시키는 것에 해당함.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의 경우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 8)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정책
을 반영한 것임.
7) 녹색성장위원회 2009년 8월 4일 보도자료 참조.
8) BAU(Business As Usual)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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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의 경우는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
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
으로서,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
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시나리오 3)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서
시나리오 2 정책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를 도입하
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가능하
다는 것임.
<그림 Ⅳ-1>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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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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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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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녹색성장위원회 발표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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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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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중기(2020년) 감축 목표 시나리오는
EU가 개도국에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
간 2배나 증가(OECD 국가 중 1위)한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5년 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 수준을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임.
○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상기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치전망(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2) 외국의 배출권거래 추진 현황
1) 배출권거래제의 확대
○ 1997년 교토의정서가 발의되면서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
ET),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공
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 : JI) 및 공동삭감(bubble)의 4가지
가 논의되고 있음.
○ 2000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
이행(JI) 등과 같은 국가 간 시장메커니즘이 시행됨에 따라 온
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과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 간
의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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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래소도 많이 설립되었음.
○ EU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 배출권거래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국가 혹은 지역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왔는데,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대한 감축의무 협
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 배출권시장은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Ⅳ-1>

2006

2010
2030

국제 탄소시장 규모 전망
시장

거래액
(십억달러)

거래량
(백만톤)

거래가격
(달러/톤)

CDM

5

475

11 (6～27)

JI

<1

16

9

EU ETS

24

1,101

22 (5～40)

CDM/JI

5～25

400～600*

24 (14～34)

CDM(low)

5～25

400～600

24 (14～34)

CDM(high)

90～125

4,000～6,000

24 (14～34)

자료：UNFCCC(김용건 외(2008)에서 재인용).
주 : *는 캐나다 제외

- 참고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가 주관하는 에너지모델포럼(Energy
Modelling forum: EMF 21)에서 발표된 2030년 탄소배출권 시
장규모 전망을 위한 16개 모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30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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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부속서 I 국가가 1990년 대비 30% 감축의무를 이행한
다고 가정할 때 비부속서 I 국가로부터의 크레딧 순 구매량
(중간값)은 63억 4,500만톤/연이며, 거래가격은 16.65달러/톤으
로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참여대상, 할당량 배분, 배출량 측정･관리문제, 의무불이행에 대
한 제재 등 배출권거래 관련 사항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사안별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또한 국가 내에서는 부
문 간 또는 산업체 간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 절
감 효과는 뛰어나지만,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국간 간에, 또는 국가 내에서도 부문별, 산업별 파급효과가 달
라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2) 미국의 SO2 배출권거래시장
○ 미국은 1990년의 ‘Clean Air Act’ 수정안에 따라 1995년부터 산
성비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화력발전소 간의 SO2 배출권거래제
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배출권거래제로 평
가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SO2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2010년까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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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배출량을 1,600만톤으로 줄이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2,600만톤 SO2를 배출했던 1980년 기준으로 약 1,000만톤
SO2 (40%)를 감축시키는 것임.
○ 특히 전력의 발전부문에서는 SO2 배출삭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하였는데, 2009년까지는 948만톤으로
제한하고 2010년부터는 배출 상한을 895만톤으로 설정하였음.
- 발전부문에 대한 SO2 배출규제 대상의 경우 1단계에서는(1995～
1999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단계부
터는(2000～2027년)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음.
○ 이상과 같은 SO2 배출권규제하에서 미국의 발전회사들은 전력
수요가 증가할지라도 SO2 배출량은 그대로 유지해야만 했기 때
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하여 SO2 배출권을 구매하면서 적절
하게 대응하게 되었음.

3) 선진국 배출권거래제로부터의 시사점
○ 발전회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
발, 효율향상 등과 같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이외에 외부에서 배
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출권거래는 발전소의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옵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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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에너지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된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
하여 전력거래와 배출권거래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작동하는
것임.
-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를 도입한 유럽연합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의 자유화 및 역내 시장 구축을 완료하였음.
- 미국의 동부(RGGI) 및 서부(WCI), 호주 등 배출권거래를 도
입 예정인 국가(지역)의 경우에도 전력 및 가스시장의 자유화
가 완료되어 있음.
- 향후 배출권거래의 도입이 유력한 일본의 경우도 전력 및 가
스시장의 개발을 상당히 진전시킨 상황임.
○ 배출권의 가격 형성은 전력가격 수준은 물론 모든 산업에의 파
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배출권 가격은 독과점시장이 아닌 시장
참여자가 많은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출권거래시장에 시장참여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래제도가
유연할수록 배출권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될 것이므로, 일정 규
모 이상의 모든 발전소들의 참여(혹은 보일러별로 개별참여)
가 보장되도록 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배출권가격이 형성되도
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거래시장이 경쟁체제이어야 할 것임.
○ 한편, 상기한 해외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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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미흡, 연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전기요금 규제 등으로 인
하여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시장과 배출권시장의 효율적인 연
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가스 등 연료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격기능이 미비하고,
비용평가 등 전력시장의 가격기능도 제한되어 있어 수급안정
및 비용분담을 위한 시장 외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3.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제
(1)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주요 특징9)
□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
○ 정부는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규제할 때 발
전부문에서 저가의 기저발전기가 부족하여 전원 믹스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해서 가
격스프레드를 함으로써 규제하고 있음.
- 전력시장에서 한계시장가격은 고가의 LNG발전가격으로 결정
되는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때 이를 기준으로 지불하게 되

9) 본 절은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시장이 가격기능을 통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면서 배출권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이기 이전에,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성(독점체제이면서 가격규제가 이루
어지고 있는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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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가의 석탄화력 및 원자력발전은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석탄화력)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
매할 때는 한계시장가격으로 지불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불하
고 있음.
- 따라서 우리의 전기요금은 발전원별 원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임.

□ 한계가격(한계시장가격)
○ 전력시장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수요(예측수요)에 맞추어 공급
하는 발전기 중에서 발전원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원가
를 반영하고 있음.

□ 정부의 발전비용 심사
○ 발전회사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 공급가격(즉
공급호가)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임.
- 정부가 전력발전 비용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사
전 심사된 발전원가(변동비)에 근거하여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비용평가위원회가 연료비, 발전효율 등을 고려하여 매월 발전
원가를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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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급전
○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발전회사가 발전기의 운전 여부 및 전력
시장가격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전력의 공급 관
련 사항이 결정되고 있음.
- 중앙의 전력거래소가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기 공급능력 및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운전수준 및 전
력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의무 입찰
○ 전기사업법 제14조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고장, 유
지보수 등 기술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행위)

(2) 배출권거래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연료전환
□ 발전회사의 배출 감축수단으로서의 연료전환
○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장기적 감축방안은
발전설비 교체, 신재생 전원 확대,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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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인데, 이들은 새로운 투자가 요구됨.
○ 단기적 감축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운영 측면에 관한
것으로 발전연료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부터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전환하는 방법, 즉 저가의 고배출 석탄발전량
을 고가의 저배출 LNG발전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임.
○ 한편,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료전환비용에는 석탄 또는 중유보
일러를 LNG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과 석탄과 LNG 간의 효율
차이를 고려한 가격 등이 포함되지만
- 발전산업의 경우 메이저 발전회사는 포트폴리오 사업자로서
이미 석탄발전소(보일러 및 터빈 포함) 및 LNG발전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에는 보일러 등
을 교체하는 대신에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을 낮추고 LNG발전
소의 이용률을 높이게 될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석탄발전소는 기저전원으로 이용률이 높고
(2008년의 경우 83%), LNG발전소는 첨두전원으로 이용률이
낮으므로(2008년의 경우 50%),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에는 배
출량이 많은 석탄발전기의 이용률을 낮추고 LNG발전기의 이
용률을 높여서, 즉 석탄발전량을 LNG발전량으로 대체함으로
써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발전산업의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보다는 전원별 연료
비용 및 연료 간 효율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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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환의 가격측면 의의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연료를 전환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
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는 것임.
- 이처럼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은 막대하겠지만, LNG는
석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
스를 감축하는 방안은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연료전환 방안은 배출권시장에서 가격상한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이처럼 연료전환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감축수단
인데 반하여, 새로운 투자를 요하는 원자력발전의 건설(신규 원
전부지 확보의 어려움), 신재생전원의 보급, 탄소포집저장(CCS)
의 상용화 등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적 감축방안이므로
- 연료전환 방안은 설비투자를 통한 장기적 감축기술로 이행하
기에 앞서서 중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잠
정적 감축수단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연료전환에 따른 감축잠재량은 막대한
반면에 발전소의 연료전환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 첫째는 절대적 제약으로, LNG발전의 증가는 LNG 수급 문제
를 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발전용 LNG 도입물량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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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상대적 제약으로, 고가의 LNG발전량이 급등하게 될
경우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력시장가격 및 전기요금의 급등
을 유발하게 될 것임.

2) 연료전환 비용과 전력가격규제
□ 연료전환 (저감)비용10)
○ 연료전환 (저감)비용이란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할 때
탄소를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원/탄소ton).
○ 한편, 상기 연료전환비용은 실제비용(real cost)에 관한 것인 반
면에, 발전회사가 연료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원별 전력시
장에서의 이윤과 배출권시장을 통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을 동시에 고려한 상대적 수익성에 따라 결정할 것임. 이를 달
리 표현하면
○ 배출 규제시 석탄발전 마진：
(전력시장가격-석탄발전원가) - 배출권가격*석탄발전배출계수
······················································································ (식 1)
○ 배출 규제시 LNG발전 마진：
(전력시장가격-LNG발전원가)-배출권가격*LNG발전배출계수
··························································································· (식 2)
10) 한국전력거래소(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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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석탄발전원가 <LNG발전원가이며, 석탄발전계수> LNG
발전계수이며, (식 1) 및 (식 2)의 배출비용이 의미하는 바는,
배출권이 무상배분된 경우 확보된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에 매
각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
미하고, 배출권을 유상 매각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구입에 따
른 실제비용(real cost)을 의미하게 될 것임.
○ 즉, 배출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기 대
비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기의 경제성이 향상되므로, 발전회
사의 연료전환 한계비용은 두 전원 간 경제성이 같아지게 되는
배출권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음. 이를 달리 표현하면
○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연료전환 할 때의 한계저감비용(연료
전환을 초래하는 배출권가격) :
⇒ Green dark spread = Green spark spread ·················· (식 3)
⇒ (전력시장가격-석탄발전원가)-배출권가격*석탄발전배출계수
=(전력시장가격-LNG발전원가)-배출권가격*LNG발전배출계수
······················································································· (식 4)
○ 따라서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여 탄소를 감축할 것인
지 아니면 석탄연료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탄소 배출권가격이 어느 기준 이상이면 LNG발
전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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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에 가격규제가 없을 경우의 연료전환 비용
○ 전력시장에 가격규제가 없는 경우의 연료전환비용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배출비용을 감안한 전원별 마진이 같아지는
배출권가격이 되는 것임.
- 배출비용을 감안한 가스발전의 마진(Green Spark Spread) =
배출비용을 감안한 석탄발전의 마진(Green Dark Spread)
○ 참고로, 만약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제4차 전력수급 계획상의 발전
원가 및 전력거래소의 전원별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식 3)에
대입할 경우의 연료전환 비용은 8만 7,000원/탄소ton인데, 이는
배출권가격이 8만 7,000원보다 높으면 LNG발전으로의 연료전
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전력시장에 가격규제가 있는 경우의 연료전환 비용
○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요금규제 등 여러 사유로 발전회
사의 수익률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LNG발전
대비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과소평가되고 결과적으로 발전회사
의 연료전환 한계비용의 왜곡(과소평가)을 초래하게 됨.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력시장을 통한 마진이 규제되므로 상기 (식
3) 및 (식 4)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연료전환할 때의 한계저감비용(연료
전환을 초래하는 배출권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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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dark spread 〓 Green spark spread ················ (식 3)
⇒ (전력시장가격-석탄발전원가)-배출권가격*석탄발전배출계수
= (전력시장가격-LNG발전원가)-배출권가격*LNG발전배출계수
······················································································ (식 4)
○ 전력시장의 가격규제하에서의 연료전환 한계저감비용(연료전환
을 초래하는 배출권가격)
⇒ Regulated Green dark spread = Regulated Green spark spread
······················································································· (식 5)
⇒ (전력시장가격-석탄발전원가)*규제수익률-배출권가격*석탄
발전배출계수 = (전력시장가격-LNG발전원가)*규제수익률배출권가격*LNG발전배출계수 ····································· (식 6)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제4차 전력수급계획상의 발전원가, 전력거
래소의 전원별 배출계수, 2009년 상반기의 규제수익률 0.08924
를 적용할 경우 전력시장 규제가격하의 연료전환 비용은 7,800
원/tCO2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의 배출권가격 8만 7,000원
에 비해 약 1/10 수준임.
- 즉 전력시장에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석탄발전의 이윤이 LNG
발전보다 훨씬 높은데, 정부가 규제수익률(0.08924)을 통해 전
력가격을 규제함에 따라 석탄발전의 이윤감소폭이 LNG 발전
대비 대폭 감소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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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이 배출권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회사는
정부의 가격규제로 이익이 1/10로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
지만, 향후 배출권시장이 도입될 경우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석
탄발전의 메리트가 없어지므로 석탄발전 대신에 LNG발전을 하
게 될 것이고 잉여배출권은 규제가 없는 배출권시장에 매각하
려 할 것임.
○ 이처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가격에 대해 수익률규제
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LNG발전으로의 연료전환 비용이 실
제에 비하여 과소평가될 것이므로 배출권 수요자여야 할 발전
회사가 연료전환을 통해 배출권 공급자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이 있는 등 배출권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음.
- 즉 LNG발전 비용이 실제로는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력
가격의 규제로 인하여 LNG발전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발전회사가 배출권을 판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임.

□ 연료전환을 통한 배출권 거래수익의 극대화
○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가격에 대해 수익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지만
- 배출권시장에서는 가격규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자신의 배출권감축 목표를 초과하는 연료전환을 통해서 배출
권 거래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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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정부는 발전회사의 연료전환 잠재
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출권을 할당할 것인데, 배출권거래제 도
입 초기에는 배출권 할당량 중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무상 할
당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이며 따라서 발전회사가 잉여배출권을
매각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배출권시
장에 규제가 없을 경우 정부의 배출권 할당과 관계없이 잉여배
출권을 배출권시장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발전회사의 배출감축 가능량이 100만톤이고 연료전
환비용이 1만원이라 가정하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발
전회사에 배출권 99만 톤을 무상 할당하였다고 가정하고, 배출
권가격은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우선, 발전회사는 부족한 1만 톤에 대하여 1만 톤을 감축할
것임.
- 다음으로, 5만원(배출권가격) > 1만원(연료전환 비용) 이므로,
발전회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감축가능량 중 상당 부분을
추가로 감축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50만 톤을 추가 감축하
고 잉여배출권 49만 톤은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임.
○ 한 마디로, 전력시장에서는 규제수익률을 통한 전력가격 규제로
인하여 발전부문에서 이윤이 나지 않으므로, 발전회사는 기회비
용을 고려하여 배출권시장에서 추가이익을 얻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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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력시장에서의 수익률규제로 인하여 발전회사가 실제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매각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 우선적으로는 발전사들이 배출권을 매각하는데 대하여 최소한
의 규제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전력시장에서의 수
익률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료전환에 따른 전기요금의 급등
○ 전력가격의 규제로 인해 석탄발전기의 수익성이 거의 없으므로
발전회사는 LNG 발전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잉여배
출권을 배출권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할
것임.
- 이럴 경우 소비자는 발전비용의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하게 될 것임.
○ 현재 정부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규제를 하는 주요 이유는
석탄발전기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완화
시키려는 데 있음.
-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탄발전에서 LNG발전
으로의 연료전환은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
며, 이는 정부의 원래 전력가격 규제정책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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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현재의 전력시장 가격규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현행 전력시장 거래제도 및 가
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연료전환에 따른 LNG 수급 불안
○ 이처럼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LNG 발전으로의 연료전환을 급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LNG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 발전소가 연료를 전환함으로써 배출권감축 목표를 지키고자 할
경우에 LNG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 우리의 경우 LNG 수입 물량의 한계로 인해 LNG 가격이 급
등해서 목표대로 LNG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혹
은 LNG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구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발전소는 발전기의 운전 거부를 하지 못하므로, 결국
배출권감축 목표를 불이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3) 배출권거래제와 경쟁적 전력시장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배출권거래제 대상 산업의
선정은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서 다량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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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우리나라에서 부문별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은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전의 발전자회사
들이 통합될 경우 한전의 발전부문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며 결국 배출권거래시장
에서의 효율성이 감소하게 될 것임.
○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발전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발전회사들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에 경쟁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 마디로,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에서의 경쟁체제 확립은 전력산
업에서의 효율성 증가를 담보하게 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효율성도 담보하
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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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진국의 전력산업

1. 세계적 흐름
(1) 1990년대 이후 전력산업 경쟁 체제의 도입 및 확산
○ 1990년대 들어 영국,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경쟁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OECD 등 선진국들에서는 전력산
업에서의 경쟁체제가 이미 정착한 단계임.
○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난 이후 EU 주도의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있음.
- 유럽은 단일 시장을 목표로 자유화 지침에 의거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부분적으로 경쟁도입이 지연되
고 있음.

(2) 네트워크 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부문의 분리 확산
○ 네트워크 부문(송전･배전)과 경쟁이 가능한 부문(발전･판매)의
분리가 확산되고 있는 등, 유럽은 송전과 배전의 법적 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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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상태임.
- 송전의 경우 소유권 분리도 추진하고 있으며(2007년 제3차 자
유화지침)
- 유럽 단일 송전망(super grid)도 계획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별도의 독립기관이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음.
- 민간 기업이 송전망을 소유하지만 공정한 송전망 접속 및 이
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이 송전망을 운용하고 있음.
∙미국의 ISO/RTO, 일본의 ESCJ
<표 Ⅴ-1>

OECD 등 선진국의 송전망 개방 추이
1990

수직적
통합

회계분리

별도
독립된
송전회사

2008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
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
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
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
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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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체제 강화를 위한 소매경쟁 도입 확산
○ 2007년 EU는 소매경쟁의 전면 자유화를 실시하였음.
- 대규모 소비자의 활발한 시장 참여
- 주택용 전력의 소매경쟁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판매회사 전환
율이 증가함.
○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대규모 소비자 위주로 소매경쟁을 활성
화시켰음.
- 미국 동부지역 및 텍사스 등에서 소매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표 Ⅴ-2>

OECD 등 선진국의 소매경쟁 도입 추이
1990

소비자에게
공급자
선택권 없음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
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
페인, 스위스, 미국

2008

스위스

일부 소비자에게
영국
공급자선택권

벨기에, 일본, 미국, 캐나다

모든 소비자에게
공급자선택권 노르웨이
있음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
란드,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
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프
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
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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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요금은 여전히 각 정부가 규제하고 있음.

(4) 아시아 국가들도 전력산업 경쟁도입 추진
○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부족 문제 해결과 투자 효율성 개선을 위
해서 전력산업에 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발전소, 송전망 등 전력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으
로써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전력시장
을 통해 공급력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Ⅴ-3>

아시아 국가들의 전력산업 경쟁도입 현황
경쟁도입 현황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1995년 7개 회사로 분리하고, 2000년 소매자유화 추진
∙2003년 도매전력시장 개설 운영
∙2001년 구조개편법 발표 - 도매시장개설, 분할 및 민영화
∙2006. 7월 루손섬을 중심으로 한 도매전력시장 개설
∙2002. 12월 신전기사업법 제정
∙2007년 발전부문 경쟁, 2008년 소매경쟁 추진
∙국영전력회사(EGAT) 매각 및 단일구매자 시장 추진
∙2007년 전력시장 도입을 위한 체제정비, 전력거래소 설립
∙2009～2012년 단일구매자 시장
∙2013～2017년 도매경쟁시장
∙2018년 이후 소매경쟁시장
∙2002. 10월 전력산업구조개편법 제정
∙2002년 국가전력공사 재편 - 5개 발전, 2개 송전
∙2006년 지역별 전력시장 부분 도입
∙2010년 발전, 송전, 배전 분리 및 본격적 경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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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와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융합
○ EU 지역은 전력거래소를 통한 배출권 거래를 확산시키고 있음.
- 노드풀(Nordpool), 프랑스의 Powernext, 독일의 EEX 등 전력
거래소가 배출권거래를 주도하고 있음.
○ 전력산업에서의 경쟁체제를 통하여 저탄소 그린에너지 개발을
확산시키고 있음.
- 미국은 전력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포트폴리
오를 수립하고 있으며
- 유럽은 전력자유화와 그린에너지 개발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산시키고 있음.

2. 영국11)
○ 유럽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전력시장에서의 전면 자유화가 시
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의 전력시장을 둘러싼 전력회사 간
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11) 한국전력거래소(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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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 과정
1) 전력산업 구조개편
○ 영국의 전력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권이 추진한 주
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작업의 일환으로 1947년 국영화되었음.
- 잉글랜드&웨일즈의 CEGB, 스코틀랜드의 NSHEB 및 SSEB처
럼 수직독점체체를 유지하는 국영 전기회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과투자, 고비용 국내탄 및 원자력에 대한 의존 과
다, 낮은 생산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1990년 대처 정권은 영국의 전 산업의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를 추진하였는데, 전력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
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영국에서 전력산업 자유화가 처음 시도된 것은 1983년 에너지
법(Energy Act)이 지역보드에 대한 전력공급에 신규참여를 허
용한 것이었으나, CEGB의 압도적인 시장지위에 따라 신규참여
가 부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영국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 전
기법(Electricity Act)에 의해서 수직통합체제를 분할하고 발전
과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송･배전에 대한 규제체제를 확
립하였음.
- 1990년 3월 CEGB는 4개의 회사로 분할되었는데 송전은
National Grid Company(NGC)로 이전되었고, 발전은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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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owerGen, Nuclear Electric으로 분할되고, 12개 지역
보드는 12개의 지역배전사(REC)로 대체되어 각 관할영역에
대한 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였음.
- 발전과 판매부문이 수직분할되었지만, 발전회사 National Power
와 PowerGen은 일부 소비자에 대해 직판이 허용되었고, 또한
지역배전사(REC)들도 최대 판매량의 15%에 상응하는 수준까
지는 발전소유가 허용되었음.
- 또한 전기법(1989)에 의거하여 독립규제기관인 OFFER(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가 설립되었음.
- 한편, 스코틀랜드는 발전용량이 적고 잉글랜드와의 연계 계통이
취약하며 생산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에 따라 SSEB가 Scotish
Power로, 그리고 NSHEB가 Scotish Hydro Electric으로 대체
되었을 뿐 수직독점체제는 유지되었음.

2) 발전, 판매 부문에서의 경쟁
□ 발전부문에서의 경쟁
○ 지역배전사(REC)들이 최대 판매량의 15%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는 발전소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역배전사(REC)
의 가스복합발전기가 발전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에는 미국계 자본에 의한 신규진입이 증가하였음.

Ⅴ. 선진국의 전력산업 71

○ 1994년 비정상적 풀가격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 발전부문에서
의 경쟁 심화, 새로운 거래제도(NETA)의 도입 등이 가시화됨
에 따라 발전회사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발전용량을
매각하고, 판매부문으로의 진입을 통한 위험회피를 추구하게 되
었음.
○ 이처럼 발전회사의 발전용량에 대한 매각과 인수합병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2000년 프랑스의 EDF, 2001년 독일의 E.ON,
2002년 독일의 RWE 등 유럽계 자본의 참여가 이어지게 되는
등 발전부문에서의 경쟁이 활발하였음.

□ 판매부문에서의 경쟁
○ 영국의 판매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되었음.
- 1990년 4월부터 최대수요 1MW까지의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었고, 1994년 4월에는 최대수요 100kW까지 소비자 선
택권이 확대되었으며, 1999년 5월에는 판매시장 개방이 완료
되었음.
○ 판매부문에서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9～2000년까지
1MW 이상 소비자의 80%가, 100kW 이상 소비자의 67%가 소
비자 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주택시장에서는 2001년까지 38%
의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였음.
○ 판매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판매회사들은 요금을 인
하하거나 혹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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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간에 그리고 발전･판매회사 간에 인수합병이 이루어
졌음.

(2) 경쟁도입 성과
□ 다수의 외국계 전력회사들 간의 경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 EDP, E.ON 등 영국에 진출한 외국계 전력회사들은 발전부문에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력공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표 Ⅴ-4>

영국의 전력시장 현황
국적

시장점유율

SP

영국

13%

SSE

영국

16%

Centrica

영국

21%

RWE

독일

15%

E.ON

독일

21%

EDF Energy

프랑스

13%

○ 다수의 전력회사 참여와 경쟁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음.
-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실질가격 기준으로 주택용은 20%, 산
업용은 40% 인하되었음.
- 최근에는 연료가격이 급등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 부과금의 증가
로 요금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음(DTI(통상산업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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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기요금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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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자료：DTI 2007(한국전력거래소(2007)에서 재인용).

□ 적정 설비예비율 유지, 설비이용률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
○ 영국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도입 및 민영화 이후에
<그림 Ⅴ-2>

연도별 설비예비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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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자료：DTI 2007(한국전력거래소(2007)에서 재인용).

03/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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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스복합발전기의 증가로 20% 내외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3. 프랑스12)
(1) 전력시장 자유화
□ EU 전력자유화 지침의 충실한 이행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선호하였으며 전력은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서
국영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없었으나, 1996년 ｢EU 전력자유화 지침｣에 따라 프랑스
전력산업에서도 경쟁이 도입되었음.
○ EU는 전력시장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간
전력거래 자유화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력산
업을 수직분할하여 전력망을 공동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한 자유화정책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전력산업의 광범위한 자유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전, 송전,
배전 간의 소유권을 수직분할하는 내용을 제외한 송전망 접속
제도(Third Party Access, TPA)로 변경되었음.
12) 한국전력거래소(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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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1994년 송전망 접속제도 대신에 단일구매자(Single
Buyer)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수직통합 전력회사
가 그들이 소유한 발전회사나 신규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조
달하는 전력도매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이 모델은 향후 전력시장에서 소매사업부문의 경쟁 및 발전부
문에서의 경쟁도입을 예견하는 것이었음.
○ EU는 송전망 접속제도(TPA)와 단일구매자(Single Buyer) 모델
이 전력시장에서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97년 2월 EU
의 전력정책에 두 시스템을 동시에 채택하였음.
○ 프랑스는 이후 구조개편 법률을 통과시키고 2000년 전력규제기
관인 전력규제위원회(CRE)도 설립하였음.

□ 송･배전 네트워크의 분리 및 판매경쟁의 정착
○ 송전･배전의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법적 분리를 완료하여 프랑
스전력공사(EDF)는 발전과 판매를 담당하도록 하고, 송전과 배
전 부문은 자회사로 분리하였음.
- 2005년에 송전회사(RTE)를 분리하고, 2008년에 배전회사(ERDF)
를 법적으로 분리하였음.
○ 프랑스는 판매경쟁을 통한 소비자선택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
였는데, 2000년에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의 범위
를 연간 전력소비량 40GWh에서 16GWh 이상 고객으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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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체 고객의 30%), 2003년에는 7GWh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이후 EU 지침에 따라 2004년 7월에는 전체 비주택용 소비자
까지 확대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
매경쟁을 적용하였음.
○ 한편, ‘단일구매자(Single Buyer)’ 모델이 폐기됨에 따라 프랑스
에서도 전력시장을 개방하여 제3자 접속을 보장하고 프랑스전
력공사(EDF)의 일부 민영화를 추진함.
- SUEZ, ENEL, ENDESA 등 외국 전력회사의 프랑스 전력시
장 진입이 확대됨.

□ EU 단일 전력시장체제로의 편입 가속화
○ 2008년 초 프랑스 전력거래소 Powernext와 독일 전력거래소
EEX는 전력현물시장 통합을 완료하였음.
- 프랑스 Powernext는 프랑스･독일 전력현물거래시장을 개설하고
- 독일 EEX는 프랑스･독일 전력파생상품거래시장을 개설함.

(2) 전력시장 자유화 성과
□ 경쟁기업 및 공급자 변경 확대
○ 전력시장 자유화로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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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EDF)의 경쟁기업이 공급하는 전력량이 2001년의
1,800GWh/월에서 2004년에는 7,200GWh/월로 400%가 증가하
였음.
- 소매시장 점유율의 경우 초기에는 10%에 불과하던 것이, 2002
년에는 16%, 2003년 2/4분기에는 19%까지 증가하였음. 그러나
소매경쟁이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된 2004년
7월 이후에는 11%로 감소하였음.
<표 Ⅴ-5>

신규사업자 활동 현황(2007년 1월)

Number of Active
Alternative Suppliers

All sites

Large

Medium

Small

19

17

6

6

자료：CRE(한국전력거래소(2007)에서 재인용).

○ 소비자선택권이 모든 소비자에게로 확대된 2004년 7월부터 6개
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경쟁소비자 350만 가구 중 2만 2,000개소
가 공급자를 변경하여, 전력시장이 모든 소비자에게 확대된 이
후 초기 6개월 동안 약 0.5%의 소비자가 프랑스전력공사(EDF)
를 이탈한 것임.
○ 2005년 1월에는 7만 7,600개소가 규제요금을 포기하였고, 2006년
말 현재 규제요금 대신에 시장가격을 선택한 소비자는 74만
600개소로 경쟁시장의 15.9%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 새로운 공
급자의 시장점유율은 5.9%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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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경쟁소비자 중 시장가격 채택비율(2006년 말 현재)

자료：CRE(한국전력거래소(2007)에서 재인용).

□ 전력가격
○ 2005년에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물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2005년도의 연평균 현물가격이 2004년도에 비
하여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2006년 4월이 되어서야 2004
년 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가격상승의 요인으로는 첫째는 연료가격의 상승이었으며, 둘
째는 온실가스 배출권가격이 전력 현물가력과 선도가격에 영
향을 미쳤기 때문임.
○ 한편, 전력자유화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전기요금을 낮
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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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력회사가 현금비용을 밑도는 가격(20유로/MWh)으로
전기를 판매하자 다른 전력회사들도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프
랑스전력회사(EDF)도 산업용 소비자가격을 20～25% 인하하
여 판매하였음.

4. 미국13)
○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은 과거 민간 전력회사에 의한 지
역독점이 유지되었으나, 현재는 경쟁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 자
유화가 추진되어 9개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표 Ⅴ-6>

북미 지역에서의 9개 전력시장
개설연도 용량(MW)

관할지역

뉴잉글랜드(ISO-NE)

1999

28,000

뉴잉글랜드 6개주

뉴욕(NYISO)

1999

37,087

뉴욕주

펜실베니아(PJM)

1998

163,806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12개주

텍사스(ERCOT)

2001

75,000

텍사스주

캘리포니아(CAISO)

1998

56,663

캘리포니아주

중서부(MISO)

2005

122,000

인디애나주 등 15개주

남동부(SPP)

2007

45,950

캔자스주 등 8개주

온타리오(캐나다)

2002

30,000

온타리오주

알버타(캐나다)

2001

12,006

알버타주

13) 한국전력거래소(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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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요금이 급등한
후에도 과거의 독점규제체제로 회귀하지 않고 전력시장의 가격
안정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신규 투자촉진, 신재생 및 소비효율
촉진 등 경쟁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1) 미국 전력산업 발전 및 경쟁도입
○ 미국 전력산업의 단위는 州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력산업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국가차원에서 통
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 미국의 전력산업은 주정부 규제하에 투자자 소유 발전회사(Investor
owned Utilities : IOUs)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미국 정부는 민간소유 발전소들의 발전 및 원자력발전소의 비
용 비효율적 구조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하였는데, PURPA 및 EPA 단계를 거치면서
독립 발전회사와 기타 시장참여자가 경쟁하는 경쟁체제로 전환
되었음.
○ 첫째는, 1978년 공공유틸리티를 규제하는 PURPA(Public Utilities
○ Regulatory Policies Act)의 제정인데, PURPA는 이윤규제를 받
지 않는 QFs(Qualifying Facilities)를 설정하고 QF의 발전량을
유틸리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증
가하였으며, 전력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입찰을 통해 전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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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전력의 장기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 같은 전력 입찰시스템으로 독립 발전사업자와 EWGs(Exempt Wholesale Generator)14)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참
여자가 나타나게 되었음.
○ 둘째로, FERC는 1988년에 QF(Qualifying Facility)가 아닌 발전
사업자들도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전력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등 NOPRs((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전력산업에 경쟁적인 측면을 확대하는 계기
가 되었음.
-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이 맺어지
면서 1992년에 이르러서는 독립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사업
자의 10.7%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셋째는, 1992년 독립 발전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EPA (Energy
Policy Act)의 제정인데, EPA는 FERC로 하여금 미국 전체 송
전망에의 접근에 대해 규제하도록 허용하여 전력도매시장 체제
를 개편하였음.
- 소매시장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소매시장
참여자에 대한 송전권 이용은 배제하였는데, CPUC(California
14) EWG는 도매소비자에게 전력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이
며, 1935년에 제정된 공공유틸리티 지주회사 법안에서 명시된 의무에서 자
유로운 발전사업자임. 이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전력을 어떤 주체에게도 자
신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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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tilities Commission)은 1994년 소매시장에서의 송전
권 이용을 허가하는 경쟁정책을 결정하여 최종소비자가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
으며
- 소매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허용한 이후 캘리포니아 전기요금
이 하락하였음.
○ 1996년 미국 에너지부는 포괄적 전력산업 경쟁추진계획을 발표
하고 2003년 1월 1일까지 미국 전 지역에서 소매전력시장을 개
방하도록 규정하였음.

(2) 규제기관과 의회 및 정부 주도로 경쟁체제 도입 추진
○ PJM, CAISO, MISO, NYISO 등 다수의 광역송전기구(RTO)들
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고 있음.
- PJM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 2001년 전력 대란을 겪은 캘리포니아는 전력산업의 안정적･조
직적인 설비투자 및 이행전략 수립계획 등 경쟁체제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독립계통운영자(ISO : Independent System Operator) 및 RTO
이외의 지역에서도 송전망의 공정한 이용 및 효율적 투자를
통해 전력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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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일본의 전력산업 자유화는 전력산업에도 경쟁도입이 필요하다
는 논의와 함께 1995년 발전부문에서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민
간발전사업자(IPP)가 설립 운영되었음.
- 이후, 2000년 3월, 2004년 4월, 2005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서
판매부분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음.

(1) 전력산업 자유화
□ 9개 민간 수직통합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체제 유지
○ 일본은 전력회사의 수직분리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
업자가 수직통합된 전력회사의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9개의 대등한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계통운영을 담
당하고 있으며, 지역 간 계통운영을 조정하기 위하여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을 두고 있음.

□ 소매경쟁의 확대
○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를 통해 소매경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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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PPS : Power Producer & Supplier)는 모두 발
전･판매부문을 겸업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소매부문의 자유화 정도는 50kWh 이상 고압고객
으로 확대되어 전체 소비전력의 약 64%가 개방되었으나, 수용
가 호수 측면에서는 전체 호수 약 7,705만호 대비 75만호가 자
유화되어 1% 정도가 자유화된 것임.
- 주택용 자유화는 도매경쟁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책 등으로
2013년으로 논의를 연기하였음.
<표 Ⅴ-7>

일본의 단계별 소매 자유화(2007년 현재)
1단계
(2000년 3월)

2단계
(2004년 4월)

3단계
(2005년 4월)

4단계
(2013년 재검토)

계약전력

2,000kW 이상

500kW 이상

50kW 이상

모든 저압
소비자

주요 산업용
대상
고객 업무용

대규모 공장

중규모 공장

소규모 공장

총판매량

153kWh

약 220억kWh

약 340억kWh

-

전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27%

41%

64%

10%

전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20%

약 30%

약 50%

-

대규모 빌딩

중소규모 빌딩, 중소규모 빌딩,
할인점 등
할인점 등

소규모공장,
편의점, 상점,
가정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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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 자유화 성과

□ 소매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
○ 일본에서 경쟁이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1995～2005), 명목가격
기준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18% 인하되었음.
- 2001년 소매자유화 직후 큰 폭의 요금인하가 시현되었으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 및 수렴하는 추세임.
- 전기요금 인하폭의 60%는 이자율 하락 등 외생요인으로 추정
되는 반면에 40%는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었음.15)
- 소비자 선택권이 이용된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그렇지 않
은 소비자에 비하여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16)
○ 아래 <그림 Ⅴ-4>은 일본 전력산업 자유화 전후 약 10년 간 전
력요금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2001년 부분적인 소
매자유화 도입 직후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조금씩
인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발전용 석탄 공동구매량 대폭 감소
○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9개 회사가 발전원가 삭감 경쟁에 돌
입하였음.
15) 일본 자원에너지청 전력산업자문협의회, 구조개혁평가(2006) 참조.
16)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전력시장의 경쟁정책 이슈(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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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엔/kWh
26.00

전력산업 자유화 전후 전력요금 추이
전기요금･추이(1994～2005)

24.81

24.00
22.00

電灯

20.79

20.00

電力

18.00

19.38

16.00

17.15

電灯･
電力計
15.83

14.00
12.00

13.51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전등 24.81 24.60 24.21 24.49 23.38 23.06 23.08 22.79 21.83 21.69 21.53 20.79
전력 17.15 16.96 16.52 16.77 15.91 15.47 15.44 15.46 14.39 14.22 13.79 13.51
계

19.38 19.23 18.78 19.03 18.16 17.78 17.76 17.72 16.72 16.22 16.10 15.83

자료：한국전력거래소(2007).

- 발전용 석탄 공동구매 회사인 일본 석탄자원개발주식회사
(JCD)를 통한 구매량은 전체 발전탄의 10% 미만으로 감소 추
세인 반면에, 회사별 개별 구매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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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산업 겸업금지 조항 개정
(1) 전기사업에서의 겸업금지는 원천적 진입장벽으로 작용
○ 전력산업에 실질적인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성이
있는 망 부문과 망이 아닌 부문을 수직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
므로,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이 부족함.
- 즉 전력산업에서 발전과 판매부문은 망 부문이 아니며, 특히
발전부문은 이미 경쟁체제로 분할되어 있음.
○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역전기사업자는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 등 중소규모
특정지역에서만 공급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음.
○ 2004. 2. 24일 신규 전기판매사업 허가제한 시한이 만료됨에 따
라, 현재는 판매사업자의 신규진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전기
요금 규제 및 용도별 교차보조 그리고 전기 도매가격이 소매가
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도소매가격의 역전현상 등으로 시장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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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기요금 규제 및 도소매가격 역전현상 등 전기판매사업
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발전사업자인데, 발전사업
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해 겸업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겸업
금지 조항이 전기판매부문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개선방안
1) 겸업제한 조항의 폐지
○ 전기사업의 사업종류별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7
조제3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력산업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논의 시 전력산업의 판매부
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기 개선방안과 과거 구조개편안과의 차이점
○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은 사업자 중심의 구조개편이었
으나, 상기 개선방안은 소비자 중심의 구조개편으로서 소비자들
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경쟁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은 수직･수평분할을 통한 구조개
편 및 발전자회사 매각에 중점을 두었음.
- 즉 발전부문의 분리 및 민영화 등을 통하여 발전경쟁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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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배전 및 판매부문 분할을 통하여 도매 및 소매경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상기 구조개편 방안은 연료가격(유가)의 지속적 상승,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대외 에너지 여건의 변화 및 선진 외
국의 전력산업 자유화 추진 동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즉 전력산업의 판매부문에 신규 판매사업자들의 진입을 유도
함으로써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소매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임.
○ 소매경쟁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가 판매부문까지 연결되
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
를 개선하자는 것임.

2. 성공적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판매부문에서의 경쟁
도입
(1) 판매부문 경쟁체제 미흡으로 스마트그리드 도입 효과의
반감17)
○ 전력산업 자유화 중단으로 인한 전력산업에서의 경쟁체제 미흡
17) 본 절의 내용은 고동수(2009)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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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기의 발전(발전부문)에서부터 소비자의 계량기(판매부문)
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 이는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동적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필요한 신규자본의 유입,
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다시 말해서, 스마트그리드 도입으로 인해 향유할 수 있는 각
종 편익이 반감하게 될 것임.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전력산업에서 새로이 창출
되는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수요반응(Demand Response : DR)
프로그램, 홈 네트워크･소비자 전력관리･소비자 에너지포털서비
스, 에너지효율 컨설팅, 통합검침･계량･에너지서비스, 소형 신재
생･분산전원, 소형 전력저장장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PHEV) 운영서비스, 탄소배
출권 및 RPS 수익사업 등이 예상되고 있음.18)
○ 그러나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한전이 판매
부문을 독점체제로 유지할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은 새로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영역이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창출
된다 하더라도 한전의 독점으로 인해 경제적 후생효과는 반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8)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판매사업자(혹은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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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부문 경쟁 도입 시의 기대효과
○ 판매부문을 발전회사에 이관하여 발전･판매 겸업회사를 만들거
나 그리고 새로운 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케 하는 등 판매부문
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요 편익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함.

1) 판매부문에의 경쟁 도입은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의 안정성 제고
□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발전소 운용이 효율화되고 전기 소비
자의 수요 합리화 등이 이루어져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임.
○ 발전･판매 겸업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 의무를
갖고 있는 판매사업자가 자체 발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임.

□ 전기요금의 안정화
○ 현행 전력가격은 중앙집중적인 시장에서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
되므로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고 판매사업
자는 소매요금 규제로 도매시장의 가격리스크 부담이 매우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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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판매 겸업은 소비자의 수요패턴, 가격탄력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설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
지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함.
○ 발전･판매 겸업이 허용될 경우 당해 회사는 투자에 대한 리스
크를 해소하고 가격변동성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구조
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요금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참고로, 영국,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는 발전과 판매가 통합하
는 추세인데, 특히 영국은 6개의 주요 발전･판매회사가 발전의
51%, 판매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2) 판매회사들 간의 소매경쟁으로 소비자 편익 확대
○ 판매회사들 간의 소매경쟁이 이루어지면, 판매회사들은 수요반
응(demand response)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대별 및 설비규모
별로 다양한 요금구조를 개발하게 될 것이며
- 소비자들은 각자의 선호도 및 제시가격에 따라 적합한 요금구
조를 선택하게 되어 소비행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편
익을 제고하게 될 것임.
- 예를 들어, 통신산업에서 경쟁이 도입된 이후 SKT, KTF,
LGT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다양한 요금구조를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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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들의 요금경쟁뿐 아니라 복합상품 등이 개발되어 다양
한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 복합상품의 예로는 전기･가스 복합요금제, 장기 고정요금제
등이 있음.
○ 발전･판매 겸업회사는 적정한 전원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임.
- 영국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2003년까지 인하
되었으나, 2004년 이후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되었음.

3) 판매부분에서의 경쟁으로 전력소비 및 탄소배출의 감소
○ 판매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통한 경쟁압력을 전력회사(판매부문)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음.
○ 판매부문에서의 경쟁도입은 새로운 기술(AMI : Advance Metering
Infrastructure 포함)과 전력가격 체계(Dynamic Pricing)가 결합
된 수준 높은 전력서비스(DSM)의 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피크
부하 감축, 전력소비 및 탄소배출 감소를 가능하게 할 것임.
○ 다음의 <표 Ⅵ-1>는 판매부분에서 경쟁이 도입되어 가격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피크부하가 감소되었을 경우 발전소 건설비용이
얼마나 감소되는 지를 나타내고 있음.
- 예를 들어, 2008년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피크
부하가 5% 감소된다면 발전설비를 위한 투자가 얼마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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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를 보이고 있음.
<표 Ⅵ-1>

피크부하 감축시 발전설비 회피액

①
피크부하
감축률

②
2008년
발전설비용량

5%

71,256MW

③
④
설비용량
인천복합
감축량(①×②) 1호기 건설비
3,563MW

⑤
건설투자비
회피액(③×④)

548,838원/kW

19,555억원

○ 다음의 <표 Ⅵ-2>은 판매부분에서 경쟁이 도입되어 가격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력소비
가 감소할 경우 LNG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를 보이
고 있음.
<표 Ⅵ-2>

전력소비의 감소시 LNG 수입량 감소

①

전력소비 감축률

②

2008년 전력소비량
(주택용+상업용)

172,726GWh

③ :
①×②

LNG발전감소량

8,996GWh 17,393GWh 25,988GWh

④

2008년 LNG발전량

78,149GWh

⑤

2008년 LNG사용량

10,515천톤

⑥ :
③÷④

LNG발전 감소율

11.5%

22.3%

33.3%

⑦ :
⑤×⑥

LNG수입 감소량

1,209천톤

2,345천톤

3,501천톤

LNG수입 감소액
10,244억원
(2008년 단가：847,345원/톤)

19,870억원

29,666억원

⑧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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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적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1) 배출권시장과 전력시장이 연계되어 경쟁적이어야 가장 효율적
○ 우선 전력시장만을 고려할 경우, 발전회사들은 하절기 및 동절
기 각각의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부족분을 자사에서 발전하거나
혹은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다른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전력 공급의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과 전력시장이 경쟁시장체제하에
서 상호 연계되어 있을 경우 다음을 가정할 수 있을 것임.19)
-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이때 발전회사는 전력생산을
위하여 고비용의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대신에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함으로써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 둘째, 전력수요가 적을 때에는 발전회사는 CO2 배출량이 많은
전력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에 CO2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가동시켜 미래를 위해 배출권을 축적해 두는 등 다양한 온실
가스 감축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19) 참고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는 2001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
시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CO2 배출권 거래시장에
‘전력거래’를 추가시킨 새로운 시장거래 모델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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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발전회사들이 전력공급 의무를 완수하고 동시에 배출권거래
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에
서 전력과 온실가스 배출권 모두를 각각 매각과 구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서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시장이 경쟁체제를 갖추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현재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력가격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시장만 경쟁체
제를 갖추어 발전사들이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체제 확립 및 전력가격 수익률규
제 개선이 우선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처럼 거래시장이 경쟁체제 하에서 운영될 때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이 최소화되고 산업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도 최소화시키게 될 것임.

(2) 전력시장에서의 개선방안
□ 발전부문 감축 목표의 적정화
○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 감축방안 이외
에, 단기적 감축수단으로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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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저가의 고배출 석탄발전량을 고가의 저배출 LNG발전량으로
전환
○ 특히 최근에 정부는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2005년 대비 4% 감축) 설정하였는
데, 이처럼 중기 감축목표가 강하게 설정된 상황에서는 발전부
문의 연료전환을 통한 기여가 불가피할 것임.
○ 그러나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하게 설정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LNG발전의 원가 차이가 많이 나므로, 발
전비용이 급증하거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발전부문의 감축목표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력시장 가격규제의 개선
○ 현재와 같은 전력가격 규제는 발전회사들이 배출권 수익 극대
화를 위하여 연료전환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발전비용
이 급등하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력가격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전력시장은 발전회사가 전력공급 호가를 제출할 수 없
으므로 발전원가에 배출비용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전회사들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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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전환 허용한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또한 전력시장 및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가격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료전환에 의한 대체발전량(즉 연료
전환허용량)에 대해서는 정산가격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

□ 전력시장 운영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 전력시장 특징 중 하나는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발전
회사가 발전기의 운전 여부 및 전력시장가격 등을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중앙의 전력거래소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기 공
급능력 및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운전수
준 및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임.
○ 이같은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 시스템의 경우 현재와 같이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향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중앙급전
시스템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에는 발전회사가 중부하 및 경부
하 시기 간의 연료전환 시점을 조정하여 배출권 수급을 탄력적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 전력시장
의 중앙급전시스템을 완화하고 발전회사가 발전기 운전에 재량
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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