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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태양열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도출

2

강원도는 2011년 춘천시 붕어섬 30만m

2

부지 중 20만m 에 6MW급 태양광발전을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허가하였다. 민간사업자인 강원솔라파크는 240억원을 투자하
여 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과 동시에 강원도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전력판매 및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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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인증서를 판매하고 있다. 강원도는 붕어섬 여분의 부지 10만m 를 방치하지
않고 소득창출 및 2018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생산 약속이행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
하여 태양열발전사업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붕어섬
에 태양열발전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후 15년간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전력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설치/운영 실적 축적으로 인하여 해외의 태양열발전사업에 진
출할 수 있은 교두보를 쌓을 수 있다. 하지만 태양열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
은 투자비가 필요한 반면, 전력판매수익만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태
양열발전에 대한 발전차액/REC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붕어섬에 태양열발전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고, 강원도에서 추구
하는 붕어섬 이용계획은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태양열발전에 대한 적정한 발전
차액/REC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력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태양열발전 기술별 발전차액/REC가중치를 산정하
였다. 붕어섬에 적용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가장 좋은 태양열 집광방식을 계산하였으며,

ii

계산결과 2MW급 타워형이 가장 경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발전차액이 지원될 경우에
2MW급 태양열발전이 가장 경제적임을 산정하였지만, 태양열사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태양열사업이 유리하고, 태양열사업 지원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지원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이 태양열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측정이 불가능한 나이트의 불확실성(Knightian Uncertainty)이다.
전력가격과 같이 측정 가능한 리스크(Risk)를 이용하는 실물옵션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지원제도의 불확실성 하에서 붕어섬 태양열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위
하여 태양열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확률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태양열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확률이 60%일 때 태양광사업
을 허가하지 않고 태양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을 기다릴 경우, 강원
도에서 15년 이후에 얻게 되는 이익은 총 21.06억원으로 당장 태양광사업을 허가
했을 때의 이익인 총 22.02억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70% 이상일 경우에 태양광발
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태양열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24.57억
원으로 당장 태양광사업을 허가하는 것보다 2.55억원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태양열에 대한 지원제도 시행 시에는 태양열사업이
유리하고, 지원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태양광사업이 유리하다는 당연한 분석보다는
정교한 결과이지만, 태양열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시행확률이 70%라는 것이 측정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에서의 태양열발전은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해왔기 때문에 아직 실증단계에 도달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용플랜트급의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또한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므로 전력생산단가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REC가중치 산정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초
기에는 높은 발전차액을 지불하여 사업자를 유치하였고, 현재 보급률이 상승하고 있으
므로, 태양열발전에 대해서도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국내사업은 물론 해외사업의 진출을
도모하자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결국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발전차액/REC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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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되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확률이 70%이상일 경우 기다리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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