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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10년 민간 기업의 1,000 MW 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이래로 이들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RPS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REC 공급의무이다. 만약 민간
석탄 발전소들이 REC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의 전력생산 비용함수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
야 한다. 더 나아가 REC 공급의무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REC 공급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전량을 감축하여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PS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석탄 발전소의 비
용함수 변화와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메커니
즘을 분석하였다.

1. 서    론

2010년 G 社의 D 발전소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당시에만 해
도 민간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기
대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계수 및 Vesting Contract,
RPS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민간 석탄발전소의 기대수익은 악화되기 시
작했다. [1] 본 논문에서는 특히 RPS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석탄 발전
소의 비용함수 변화와 그에 따른 이윤(수익) 극대화 발전량을 분석한다.

2. 본    론

  2.1 단위 석탄 발전소의 매출함수
현재 전력시장은 CBP(Cost Based Pool) 시장으로서 가격결정 발전계
획에 포함된 발전소가 급전지시를 받고 발전하게 된다. 발전자회사들이
소유한 단위 석탄 발전기들은 기저발전기로서 거의 항상 가동되며, 전력
거래소는 이들에게 운영비와 고정비, 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전력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정투자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단위 석탄 발전
소들은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해 발전량 극대화를 선택하게 된다. [2]

단위 석탄 발전기의 전력판매 매출은 주로 전력량 정산금과 용량 정
산금으로 구성되며, 제도 수립 취지상 전력량 정산금은 변동비와 적정투
자보수를 보상하고 용량 정산금은 고정비를 보상하는 구조이다. [3]

  <수식 1> 단위 석탄 발전소의 전력판매 매출함수 [4]

 ×단   전력판매매출 
  전력량정산금 
  용량정산금 
  전력판매량 
  한계변동비 
  적정투자보수  
  고정비 

  2.2 단위 석탄 발전소의 비용함수 
발전소의 비용함수는 수식 2와 같이 발전량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비
와 불변인 고정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비용평가위원회 등) 비용함수
는 2차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출력변화를 검
토하는 관계로 3차 함수 형태의 비용함수를 가정한다.

  <수식 2> 단위 석탄 발전소의 비용함수 

 ×  


단   전력판매비용
  전력판매량 

  한계변동비 
  고정비 
  비용특성계수 

  2.3 단위 석탄 발전소의 이윤(수익) 극대화 전략 [5] 
단위 석탄 발전소의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식 3과 같이 이
윤(수익) 극대화 제1차 조건인 한계매출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
서 발전량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매출이 비용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하
여 결정되는 구조상 한계 전력매출이 항상 한계 전력판매 비용보다 
만큼 높으며, 결국 그림 1과 같이 어떠한 발전량 수준에서도 이 둘은 일
치할 수 없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전력판매 수익
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윤(수익) 극대화 발전량은 최대 발전 가능량
max가 된다.

  <수식 3> 단위 석탄 발전소의 이윤(수익) 극대화 제1차 조건

이윤극대화제조건         
 ×

′  × ′따라서  로어떠한발전량수준에서도 이될수없다단  한계전력판매수익 
  한계전력매출
  한계전력판매비용
  전력판매량 
  한계변동비 
  적정투자보수

    

<그림 1> 한계 매출(MES), 한계 비용(MEC) 곡선 Graph

          

<그림 2> 전력판매 수익(El) 곡선 Graph

  3.1 RPS 제도 도입 전 민간 석탄 발전소의 매출 및 비용함수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제도) 도입 전 민간 석탄
발전소의 매출 및 비용함수는 단위 석탄 발전소의 매출 및 비용함수와
동일하다(Vesting Contract는 세부제도가 수립 중인 관계로, 본 논의에
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민간 석탄 발전소의 이윤(수익) 극대화 전략 역
시 최대 발전 가능량 max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3.2 RPS 제도 도입이 민간 석탄발전소에 미치는 영향 
RPS 제도 도입으로 500 MW 이상의 화력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업자들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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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해야 하며, t 기(期) REC 공급 의무량은 직전년도(t -1기) 발전

량에 연도별 REC 공급의무 비율  를 곱하여 결정된다. 만약, 민간 석
탄 발전소들이 REC 공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한전은 REC 기준가격으로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주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REC 기준가격의 최
대 1.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2년 RPS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REC 공급의무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12년 237억 원, ‘13년
498억 원), 민간 석탄발전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3.3 RPS 제도 도입 후 민간 석탄발전소의 매출 및 비용함수 
RPS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 석탄 발전소들의 매출함수는 변화하지 않
지만, 비용함수는 과징금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수식 4
와 같이 민간 석탄발전소의 REC 공급의무 불이행률, REC 공급의무량,
REC 기준가격, 과징금 중과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6]

  <수식 4> REC 공급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
  × ×

 × ×
   ×

  × ×
 ×

단    기과징금
   기공급의무불이행비율

     기전력판매량  단위  
   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기기준가격

  과징금중과율 
   공급의무불이행비율함수의계수 단 ≤ 
이때, REC 공급의무 불이행률  는 발전량의 함수×

  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과 같이 직전년도 발전량 증가로 REC

공급의무량이 
에서 

으로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이 될 경

우  가



 

에서



 

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3> 공급의무 불이행률 Graph

과징금을 반영한 민간 석탄발전소의 비용함수는 수식 5와 같으며, 비
용함수를 t 기 발전량의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t + 1 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였다.

 <수식 5> 민간 석탄발전소의 비용함수

  
 ×  

   ×
 ×


 ×   

×
 ×

단    기전력판매비용

  기전력판매량  단위  

 
   기한계변동비 

   기고정비용 
   공급의무불이행률함수의계수 단 ≤
     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기기준가격
  과징금중과율 
 할인율

  3.4 RPS제도 도입 후 민간 석탄 발전소의 이윤(수익) 극대화 전략 
RPS 제도 도입 후에도 수식 6과 같이 민간 석탄 발전소는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한계비용과 한계매출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발전량을
결정한다.

  <수식 6> 민간 석탄 발전소의 이윤(수익) 극대화 제1차 조건

이윤극대화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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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    ×

  ××


일때 이윤수익극대화되며
이윤수익극대화발전량 는

×   ×
 ×

× 이다
단    기한계전력판매수익 
   기한계전력매출
   기한계전력판매비용

  기전력판매량  단위  

 
   기한계변동비 

  적정투자보수  
   기고정비용 
   공급의무불이행률함수의계수 단 ≤ 
   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기기준가격
  과징금중과율 
 

×   ×
 ×



  할인율
결국, 민간 석탄 발전소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이윤(수익)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각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한계비용 곡선이 MEC에서 MECR
로 변화하며, 전력판매 수익은 그림 5와 같이 EI 에서 EIR로 변화한다.
이때 최적 발전량은 이윤(수익) 극대화 제1 조건인 한계매출과 한계비용
이 일치하고, 이윤(수익) 극대화 제2 조건인 한계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매출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 
이며, 이는 단위 석탄 발전소의 이

윤(수익) 극대화 발전량 max보다 적다.

<그림 4> 한계 매출(Marginal ES), 한계 비용(Marginal EC)Graph

 

<그림 5> 전력판매 수익(Electricity Income) Graph

  4. 결    론

신재생에너지공급능력이 부족한 민간 석탄 발전소들이 REC 공급의무
이행에 실패하여 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면, 이들은 이윤(수익) 극

대화를 위하여 발전량을 

까지 감소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RP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게 된
다는 거시적 결론을 개별 민간 석탄 발전소의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풀
이하였으며,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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