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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01년 4월 우리나라에 개설된 도매 력시장의 경쟁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한 여러 방법론 가운데 수치비교분석방법을 통해 경
쟁도입으로 인한 발 비용 감효과를 분석했다.

1. 서    론
 2001년 4월 한 의 발 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우리나라 
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한 이 발 회사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SK  GS그룹 등 민간사업자가 순수 도매 매를 목
으로 력시장에 진입하여 비교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한  
소유의 6개 자회사도 도매시장에서의 수입극 화를 해 운 비  연
료구입비 감, 발 기 가동율 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어 이를 통해 력
산업 경쟁도입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실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력산업 구조개편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살펴본 후, 이 가운데 수치비교 분석방법을 통해 
경쟁도입으로 인한 발 비용 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황
 독 체제인 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력공 의 효율성을 제고하
며, 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 선택권 확 를 통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1999년 1월 “ 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구조개편의 기본 인 
틀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 의 송 부문은 한 에 의한 독
체제를 유지하되, 발 부문은 5～7개의 자회사로 나 어 단계 으로 

민 화하며, 배 부문도 지역별로 분할하여 민 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 후 지속 인 의견수렴 과정  구조개편 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 12월 “ 력산업구조개편 진에 한 법률”과 “
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2000년 
12월 23일 정부 법령으로 공포되었다. 2001년 4월 마침내 한 의 발 부
문은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되었으며, 기 원회와 력거
래소가 설립되고 력시장이 출범하 다. 기의 력시장은 발 회사만 
참여하여 가격입찰 신 변동비 원가에 기 하여 경쟁하는 변동비반
력시장(CBP, Cost Based Pool)으로 시작하 으나, 2001년 6월 차기시

장 기본원칙이 양방향입찰시장(TWBP, Two-Way Bidding Pool)으로 
확정되어 차기시장 도입 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배 분할  
발 회사 민 화를 한 의견수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2003년 2월 참여정부 인수 가 력산업구조개편에 한 재검토를 표명
함에 따라 배 분할에 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노사정 는 배 분할 단을 요구하는 결의․권고안을 채택하 으며, 
2004년 7월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배 분할 단을 발표함으로써 배
분할방안이 시행이 단되었다.

2.2 현행 전력산업 구조 및 거래제도
2.2.1 전력산업 구조
 력산업은 발 , 송 , 배 , 매  구역 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 부문은 2001년 4월 력산업구조개편으
로 6개 자회사로 분할되었으며, 시장개설 이후 민간의 참여가 지속 으
로 증가하여 재 169개('08.5월기 )의 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한, 생산된 력은 기사업법에 따라 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강제  푸울에 의하여 운 되고 있다. 송   배  부
문은 한 에 의한 독 형태로 운 되고 있다. 특히 배 부문은 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배 분할을 추진하 으나, 노사정 의 
배 분할 단  독립사업부제 도입 권고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독립
사업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 부문은 한 에 의한 독 형태로 운 되
고 있으나, 2001년 1월부터 직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한  이외에도 3만
kW 이상의 규모 소비자에게는 시장에서 력의 직  구매를 허용하
고 있다. 그 외에도 력거래소(KPX, Korea Power Exchange)가 력
시장  력계통의 운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2.2 도매시장 거래구조
 재 력거래소가 운 하고 있는 도매 력시장은 강제  시장으로서 

변동비반 시장이다. 다수의 발 사업자는 푸울을 통하여 단일 매자에
게 력을 공 하게 되며, 력거래시 발 사업자는 가격입찰 신 발
원가에 기 하여 경쟁을 한다. 행 력시장의 발 원가는 크게 변동비
와 고정비로 나  수 있으며, 변동비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고정비는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계통한계가격은 실제 발 량에 따른 변동비를 지 하는 가격
으로 가격결정발 계획에 포함된 발 기  변동비가 가장 비싼 발 기
의 변동비로 결정하여 정산을 하고 있다. 다만 한 의 발 자회사간에는 
개정(‘08.4월)된 력시장운 규칙에 따라 계통한계가격보정계수를 용
하여 정산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용량가격은 입찰한 발 기에 해 지
하는데, 실제 발 여부와는 무 하게 공 가능용량에 따라 지 되고 있
다.
2.2.3 도매․소매가격 및 운영실적
 시장개설 이후 도매․소매가격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연료비 상
승으로 인하여 2006년도 도매가격은 2001년도 비 11.3% 증가한 53.26
원/kWh를 기록한 반면, 소매가격은 2001년도 비 0.8% 감소한 76.43원
/kWh를 기록하여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상이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은 력산업의 구조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것으로 요 규제로 도매가격의 증가분이 소매가격에 반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연간 력거래량은 2001년도 비 88.2% 상승한 3.75억
MWh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 다

<그림 1> 시장개설후 도소매가격, 거래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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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조개편 성과분석 방법론
 우리나라에 도입된 구조개편의 성과분석을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조개편의 성과를 분석했던 기존 해외 논문들의 
연구방법론은 크게 보아 계량경제학  모델링, 수치비교 분석, 서술  분
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1 계량경제학적 모델링
2.3.1.1 개념
 이 방법은 소매가격결정에 한 계량경제학  모델을 통해 구조개편 
이 과 이후, 는 구조개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격을 비교함으로
써 구조개편 성과를 분석한 방법이다. 즉, 과거자료로부터 가격을 결정
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 구조개편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추정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구조개편을 시행한 후의 실제가격과 비교하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3.1.2 대표적인 논문의 구체적 방법론
 몇 개의 논문에서 사용한 계량경제학  모델을 시로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먼  CERA(2005)에서 사용한 계량경제학  모델은 아래와 
같다.
․PriceRY = β0 + β1․FuelPriceRY+ B2․RateBaseRY +ε 
  여기서, Price = 지역별 소비자 기가격 지수(CPI)
       FuelPrice = CPI로 조정된, 발 연료의 평균구입비용
       RateBase = 실제 자본수익률 지수
Joskow(2006)의 논문에서 사용한 계량경제학  모델은 아래와 같다.
․Priceit = β0+β1RFCit+β2Hydroit+β3Nuclearit+β4RYieldt+
          β5Sizeit+β6PURPAit+β7EWGit+β8Retailit+μi+νt+εit

  여기서, i는 주를 나타내고 t는 연도를 나타낸다. 비용변수들은 아래와 
같다. 

       RFC = 공 된 체 력에 해 kWh당 화석연료의 실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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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조개편 이전 구조개편 이후 평균
증감
[%]‘97 ‘98 ‘99 ‘00 평균 ‘01 ‘02 ‘03 ‘04 ‘05 ‘06 ‘07 평균

원자력 87.6 90.2 88.2 90.4 89.1 93.3 92.7 94.2 91.4 95.5 92.3 88.7 92.6 3.5

유연탄 83.7 77.3 77.7 85.5 84.6 87.7 88.3 89.0 90.5 89.0 88.8 91.0 89.2 4.6

구 분
이용률
증  감
[%]

2007년
발전량
[GWh]

‘07환산
발전증가량

[GWh]

기저발전
발전단가
[원/kWh]

LNG
발전단가
[원/kWh]

발전단가
차    이
[원/kWh]

발전비용
절감효과
[억원]

원자력 3.5 142,937 5,003 3.1 82.9 79.8 3,992

유연탄 4.6 134,637 6,193 20.3 82.9 62.6 3,877

계 7,869

       RYield = 력사업자의 부채에 한 실수익률
       Hydro = 체 력에서 수력발 이 차지하는 비
       Nuclear = 체 력에서 원자력발 이 차지하는 비
       Size = 연평균 기소비량
그리고, 정책변수는 아래와 같다.
      PURPA = 1985년부터 PURPA에 의한 열병합 등 비
      EWG = 1998년부터 규제완화된 “면제 도매발 기(Exempt Wholesale 

Generators)”의 발 비  
      Retail = 1998년부터 해당년도에 소매경쟁이 도입되어 있었는지를  

나타내기 한 모조(dummy) 변수
그리고 Fagan(2006)에서 사용한 계량경제학  모델은 아래와 같다.
․Priceit = αi + βit + θ iFuelPriceit + εit 
  여기서, Priceit = t년도에 i주에서 지불된 산업용 실질가격
           t = 시간추이 
         Fuel Price = 해당지역의 천연가스 실질가격
         εit = 오차항 

2.3.2 수치비교 분석
2.3.2.1 개념
 이 방법은 구조개편이 일어난 지역에서 구조개편 이 과 이후의 가격
을 비교하거나 동일한 분석기간 에 구조개편이 일어난 지역의 가격과 
그 지 않은 지역의 가격을 비교하기 해 계량경제학  모델 신에 
회계자료나 시뮬 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수치비
교시 순수하게 구조개편으로 인한 효과를 따로 도출해내는 것이다.  

2.3.2.2 대표적인 논문의 구체적 방법론
 CAEM(2003)의 논문에서는 1997년과 2002년도의 PJM지역의 실제 주
택용, 상업용, 산업용 력요 을 비교하여 나타난 요 인하 차이에 
PJM지역의 2002년도 발 량을 곱하여 2002년도에 33억 달러의 감액
을 달성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 구조개편으로 인한 
효과와 기타 원인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기 해 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지 않은 세 개의 PJM 주변 주들과 미국 체에서 1997년과 2002
년의 력가격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 에 반 으로 력가
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PJM지역 내의 체 인하효과에서 
주변의 비구조개편 주들 - 터키,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에서 발생
한 인하효과를 차감한 결과가 러스이므로 이 차액은 PJM지역 내의 
구조개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한, Apt(2005)의 논문에서는 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20개 주들 

각각에 해 구조개편 이 과 이후에 있어 산업용 력가격의 연평균 
변화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이 값을 미국의 체 50개주  워싱턴 D.C를 
상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하고 있다. 

2.3.3 서술적 분석
2.3.3.1 개념
 서술  분석은 에서 제시한 정량  분석처럼 모델링 등을 통해 비교
분석을 한 추정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구조개편과 련
된 몇 가지 이슈들에 집 하여 그 성과에 해 서술하는 방식이다. 

2.3.3.2 대표적인 논문의 구체적 방법론
 Weaver(2005)의 논문은 구조개편된 에 지 시장에서 엔론(Enron)이 
신가이자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 다가 에 지 시장 조작에 한 책임

당사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력산업에서 구조개편을 재고하게 된 이야
기를 자세하게 논의하면서 구조개편된 에 지 시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ISO/RTO Council(2005)의 논문은 ISO  RTO의 주요 기
능을 설명하고 이러한 ISO  RTO의 운 으로 인해 얻게 된 여러 가
지 이익을 설명하기 한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뉴욕주 공공서
비스국(2006)의 보고서는 뉴욕주 경쟁시장 도입의 진척상황과 체 인 
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제시를 통해 구조개편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력산업 구조개편을 분석하는 논문들의 연
구방법으로는 계량경제학  모델링, 수치비교 분석, 서술  분석이 있다. 
이 가운데서 계량경제학  모델링은 소매요  추정치 산출을 한 계량
경제학  모델 설정이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개편 추진이 도매
시장에 한정되었을 뿐 소매요 은 여 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에 
있으므로 소매요 을 상으로 하는 가격결정 모델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한 서술  분석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분석자의 에 따
라 다양한 각도에서 근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단 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구조개편 후의 기 발 기 
가동율 “수치비교 분석”을 통해 발 비용 감효과를 심으로 우리나
라 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4 기저발전기 이용율 수치비교 분석을 통한 현 전력시장의 성과분석
 분석방법은 먼 , 발 기 운 형태 비교를 통한 력시장 도입 이 과 
이후의 기 발 기 가동률 비교분석을 통해 상승효과를 계산한 후, 발

비용이 낮은 기 발 기(원자력  유연탄)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비
용발 기(LNG복합)의 발 량 체효과를 바탕으로 발 비용 감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2.4.1 기저발전기 이용률 상승
 기 발 기 이용률은 구조개편 이 (‘97-’00년) 비 구조개편 이후
(‘01-’07년)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은 3.5%, 유연탄은 4.6%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승은 력 매수익 확 를 목 으로 각 발 기들이 보수기간 
 고장정지율을 감소시키고, 운 가능출력을 확 시키는 등 경쟁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구조개편 전후 기저발전기 이용률 상승

자료원 : 한국 력통계, 발 소건설 황
(‘98,’99년의 유연탄 이용률은 IMF 향으로 이례 으로 낮아 평균에서 제외)  

2.4.2  발전비용 절감효과
 다음으로, 이러한 기 발 기 이용률 증가에 따른 발 량 증가분을 
2007년 기 으로 환산하고, 이 기 발 량의 증가분에 하여 LNG발  
체량을 산출한 후 2007년 기 발  연료비와 가스복합 발 단가 차이

에 의한 체효과를 산출한 결과, LNG복합 발 량 체효과로 최  연 
7,869억원의 발 비용 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발전비용 절감액

3. 결    론
 우리는 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  수치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우

리나라 력산업 구조개편 이 과 이후의 기 발 기 이용률 차이를 비

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 비용 감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1년 4

월 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원자력과 석탄(유연탄) 발 기의 평균 이용

률은 각각 3.5%, 4.6% 증가하 고, 연간 최  약 7,869억원의 력생산

비용을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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