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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08년 력시장에 참여한 정회원사수는 295개사( 회원포함 

302개사) 고, 시장참여설비용량은 7,126만kW 다. 한 력거래량은 년

동기 비  4.8% 증가한 392,323GWh 으며, 거래 액은 년동기 비 26.7% 

증가한 26조 7,999억원이 정산되었다. 평균SMP는 122.63원/kWh, 정산단가는 

68.31원/kWh 다.  

1. 서    론

 우리나라 력시장은 2001년 4월2일 개설된 이래 회원사, 정부, 
학계 등 유 기 들의 심과 조 속에 양 ,질 으로 꾸 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다. 본 논문을 통해 2008년 력시장
운  실 을 각 요소별로 분석함으로써 지난 실 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향후 력시장의 효율  개선을 한 유용한 자료가 되
길 기 한다. 2008년도에는 신재생사업자들의 회원가입 쇄도, 연
료비의 격한 상승으로 인한 SMP  정산단가의 등, 이로 인
한 정산 액의 증가, 기 상한가격제도의 폐지  한계가격보정
계수제도의 도입을 통한 발 자회사간 재정균형의 재조정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융 기로 인한 불경기의 여 로 연간 5% 정
도의 꾸 한 증가세 던 력수요가 연말에는 년동기 비 마
이 스 성장을 기록한 해이기도 했다.    

2. 시장주요동향

  2.1 회원현황
  

  <그림 1> 년도별 회원사수 현황

 2008년 12월말 기 으로 시장참여자( 회원포함)는 시장개설 기인 ‘01
년말(19개사) 비 284개사, ’07년말(104개사) 비 199개사가 증가하여 총 
302개사가 되었다. 시장참여설비는 총 7,126만kWh 시장개설당시 비
48.6%, ‘07년말 비 4.1% 증가하 다.

2.1.1 신규회원사 분류
 199개 신규회원사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그림2>와 같이 신재생(태
양 )사업자 180개사, 신재생(연료 지)사업자 5개사, 신재생(소수력)사
업자 3개사, 신재생(풍력)사업자 3개사, 자가용사업자 3개사, 신재생(폐
기물)사업자 2개사, 신재생(바이오)사업자 1개사, 신재생(LFG)사업자 1
개사, 집단에 지사업자 1개사로 분류할 수 있다.
  
2.1.2 신규발전기 분류
 <표1>과 같이 2008년에는 총 262  2,784MW의 발 기가 신규로 시장
에 진입하 으며, 그  태양 발 기는 총 232 로 총 신규발 기 수
의 88.5%, 설비용량은 227.3MW로 총 신규설비용량의 8.2%를 유하
다. 

<그림 2> 신규회원사 분류

   <표 1> 신규진입발전기 연료원별 분류

2.2 전력거래량
 2008년 총 거래량은 392,323GWh로 2007년 비 4.8% 증가하 다. 거
래량은 <그림3>과 같이 ‘02년 이후로 연평균 5.7% 수 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년  최 거래일은 일부터 강한 기온에 의해 난방수요가 
증가하 던 2월13일(수)로 1,263GWh, 최소거래일은 추석명 이었던 9월
14일(일)로 772GWh로 기록되었다.

<그림 3> 년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2.2.1 월별 평균전력 거래량 추이
 월별 일평균 력거래량이 가장 많은 달은 1월로서 1,167GWh를 기록
하 는데, 연  최 기온에 의한 난방수요에 기인한다. 평균거래량이 가
장 은 달은 5월로서 774GWh로 이는 난방수요가 고 냉방수요가 본
격 으로 증가하기 직 의 계 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2.2.2 연료원별 회사별 거래량
 연료원별로는 석탄(국내탄포함) 166,728GWh, 원자력 144,254GWh, LNG
가 65,155GWh를 유하 다. 회사별로는 한수원(주)이 145,531GWh로 
37.1%를, 5개 발 자회사를 제외한 기타회원사는 14,717GWh로 총 거래
량의 3.8%를 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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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원
거래량 정산 액 정산단가

(원/kWh)GWh 유율(%) 억원 유율(%)

원자력 144,254 36.8 56,291 21.0 39.02

석탄 160,402 40.9 82,051 30.6 51.15

국내탄 6,326 1.6 7,436 2.8 117.55

LNG 65,155 16.6 93,644 34.9 143.72

유류 8,965 2.3 17,430 6.5 194.43

수력 3,007 0.8 4,039 1.5 134.31

양수 2,480 0.6 4,880 1.8 196.78

기타 1,732 0.4 2,228 0.8 128.61

합계 392,323 100.0 267,999 100.0 68.31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SMP 47.32 50.48 55.78 61.97 79.07 83.75 122.63 

증가율

(%)
- 6.68 10.5 11.1 27.59 5.92 46.42

정산단가 47.20 48.66 49.23 51.00 53.33 56.51 68.31 

증가율

(%)
- 3.09 1.17 3.60 4.56 5.97 20.88

회사별

설비용량

(12월말기 )
거래량 정산 액 정산단가

만kW % GWh % 억원 % 원/kWh

A 사 1,826 25.6 145,531 37.1 57,956 21.6 39.82

B 사 894 12.5 48,798 12.4 30,968 11.6 63.46

C 사 950 13.3 41,067 10.5 35,926 13.4 87.48

D 사 889 12.5 45,265 11.5 36,715 13.7 81.11

E 사 827 11.6 48,662 12.4 46,298 17.3 95.14

F 사 950 13.3 48,281 12.3 38,748 14.5 80.26

기 타 790 11.1 14,717 3.8 21,388 8.0 145.34

합    계 7,126 100 392,323 100 267,999 100 68.31

구 분 원자력(πn) 석탄(πc) 국내탄(πdc) 기타(πp)

한계가격보정계수 0.2184 0.0894 0.7500 0.0894

(‘08년5∼7월 계수) 0.2745 0.1595 0.9000 0.4000

연료원
보정계수 용시

정산 액(억원)

RMP 용시

정산 액

(억원)

차액(억원)

(보정계수-RMP)

원자력 37,566 35,060 2,506

석탄 59,624 46,227 13,398

국내탄 5,931 3,243 2,689

LNG 51,197 55,522 -4,326

유 9,559 9,721 -162

등유 241 241 -

합계 164,120 150,014 14,105

  <그림 4> 월별 평균기온 및 평균 전력거래량 추이

2.3 전력거래금액
 2008년 총 력거래 액은 26조 7,999억원으로 2007년 비 26.7% 증
가하 으며, 일평균 정산 액이 가장 큰 달은 12월로 956억원을 기록하
다. 이는 높은 연료가격에 의해 평균시장가격이 167.37원/kWh을 기록

하는 등 력시장 개설이후로 가장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에 원인
이 있었다. 가장 작은 달은 4월로서 621억원이었으며 5월보다 상 으
로 높은 거래량(<그림4>참조)에도 불구하고 기 발 기 정비량(4월 440
만kW, 5월 492만kW)이 작아 평균정산 액이 하락한데 원인이 있었다.

2.3.1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

 <표 2> 연료원별 거래량 및 정산금액

2.3.2 회사별 전력거래금액

2.4 계통한계가격(SMP) 및 정산단가

 <표 3> 년도별 한계가격 및 정산단가 추이

2.4.1 계통한계가격(SMP)
 2008년 년간 평균한계가격(SMP)는 122.63원/kWh로 년 비(83.75원
/kWh) 46.4% 상승하 는데, 이는 연료가격의 격한 상승에 기인한다.
한계가격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로 167.37원/kWh, 가장 낮은 달은 1월
로 105.89원/kWh. 년  최  SMP는 9월29일 14시에 안산도시개발열병
합이 결정한 278.7원/kWh, 최소SMP는 2월7일 15시 태안7호기가 결정한 
20.55원/kWh이었음. 부하가 높은 시간 에는 주로 LNG발 기가 계통한
계가격을 결정하 고, 휴일 는 경부하시에는 유  석탄이 결정하
다.
- LNG 78.0%(6,850회), 유 11.9%(1,047회), 석탄(국내탄포함) 10.1%(887회) 순서
임 

<그림 5> 년도별 월별 SMP 추이 

2.4.2 정산단가
 2008년 평균정산단가는 68.31원/kWh로 년 비(56.51원/kWh) 20.9%
증가하 으며 이는 연료의 열량단가 상승에 기인한다.

- LNG 열량단가 약 52% 상승 (‘07년 42,584원/Gcal  ’08년 64,724원/Gcal)

- 유류 열량단가 약 69% 상승(‘07년 38,670원/Gcal  '08년 65,447원/Gcal)

- 석탄 열량단가 약 59% 상승(‘07년 9,022원/Gcal  '08년 14,341원/Gcal)

    연료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 39.02, 석탄 51.15, 유류 194.43, LNG 143.72

원/kWh이었음

<그림 6> 월별 거래량 정산단가 열량단가 추이

2.5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π)_제도개선사항

 ‘08년 5월부터 기 발 기 상한가격제도 폐지를 통한 민간자본의 

기 설비투자유인  주요 발 회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해 한
계가격보정계수를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용하 다. 연료원별 수
익률은 본래의 취지 로 조정되었으나 약 1조4천억 정도의 액증
가가 수반되었다.  

 <표 4> 연료원별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표 5> 연료원별 보정계수 적용결과

3. 결    론
 본 논문이 력시장에 한 피드백 자료로서 심 있는 분들에게 
지난 실 을 분석하고 향후 력시장을 좀 더 효율 으로 개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에도 가치있는 력시장정보
를 제공하기 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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