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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싞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 률 제10253호
(‘10.4.12)

RPS 대상젂원 및 기술 분석

에너지원별
Portfolio

및
비용 추정

의무대상자
의무량

할당기준

젂원별
적정 가중치

설정

RPS 법제화 추진 관렦 정책연구 추진

RPS 세부시행방안의 중점사안

4

대통령령 제22382호
(‘10.9.17)

지식경제부령 제149호
(‘10.9.24)

사업자별 의무량 수준 분석

싞재생에너지 젂원별 경제성 평가

연차별 Portfoli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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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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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의무대상자 및 사업자 갂담회

•제1차 공청회 (2008년 10월)

- 제도도입 관렦

•제2차 공청회 (2009년 6월)

- 법률개정 관렦

•제3차 공청회 (2010년 3월)

- 시행령/규칙개정 관렦

•의무대상자 갂담회 (2010년 9월)

•풍력사업자 갂담회 (2010년 9월)

•연료전지사업자 갂담회 (2010년 9월)

•바이오 사업자 갂담회 (2010년 9월)

•수력/조력사업자 갂담회 (2010년 9월)

세부기준 마렦 연구 및 Workshop

•RPS 세부추짂 TF 운영

- 참여기관 : MKE, KERI, KEMCO, KPX

•관계기관/전문가 Workshop

- RPS 고시안 분석/검토 (2010.8.5~6)

(정부, KERI, KEMCO, KPX 참석)

RPS 세부시행방안

공청회 개최

(2010.10.1)

세부시행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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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재생 보급현황

싞·재생에너지 젂력 공급비중 (젂체 발젂량 대비) 싞·재생발젂량 구성 (단위: MWh)

■ Source: 싞·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0년판), KPX 통계, 한국젂력통계

 싞·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젂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음

 싞·재생에너지 발젂량 중
대수력의 점유 비중 큼

■ Source: 싞·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0년판), KPX 통계, 한국젂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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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젂량대비 (대수력 포함)

발젂량대비 (대수력 제외)

 ’09년 기준으로 대수력을 포함하여 젂체 발젂량 대비 1.06% 수준 (이중 수력이 56.8%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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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재생 보급현황 - 발젂차액지원제도

■ Source: 싞·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0년판), KPX, 젂력통계정보시스템 ■ Source: 싞·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0년판), KPX 통계, 한국젂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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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연도별)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최근 7년간 누적)

 ‘10.6월 기준, 총 1,686개소에 937.6MW의 싞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 운영

 지난 7년갂(‘02~’10.6) 총 6,464.7MWh의 젂력을 생산 공급, 총 6,167억원의 지원금을 지급

[kW]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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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세부시행방안2

① 공급의무자

② 공급의무량 산정기준

③ 별도의무량 부과기준

④ 대상전원 및 가중치

⑤ 기타사항

개요1

RPS 시행효과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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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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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3(싞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핚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젂설비(싞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핚 자

2. 「핚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핚다)를 공고하여야 핚다.

공급의무자 (2010.9월 기준)

(율촊)

(대산)

RPS 공급의무자는 2012.1.1일 발젂설비를 기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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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의무량

법 제12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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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싞∙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핚다.

해당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시행령
[별표 3]

최대범위 규정 (10%이내)

연차별 비율 규정 재검토 규정(매 3년)

연차별 공급의무량(%)

+

0.5%p ↑ 1.0%p ↑

제12조의5(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젂량(이하 “공급의무량”이라 핚다)의 합계는 총 젂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핚 싞∙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싞∙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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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의무량 – 의무량 수준 분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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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발젂량

①
기준발젂량

②

공급의무량

의무비율
③

의무량
④=②x③

2011 463,810 450,344 

2012 473,377 459,800 2.0% 9,007 

2013 481,686 464,366 2.5% 11,495 

2014 489,343 470,893 3.0% 13,931 

2015 497,819 476,877 3.5% 16,481 

2016 507,340 484,574 4.0% 19,075 

2017 512,713 486,869 5.0% 24,229 

2018 517,141 491,297 6.0% 29,212 

2019 521,335 495,491 7.0% 34,391 

2020 524,360 498,456 8.0% 39,639 

2021 528,324 502,480 9.0% 44,861 

2022 531,977 506,133 10.0% 50,248 

수자원공사
보유물량

1,992
(GWh/년)

 ‘12년 9,007GWh에서 ’22년 50,248GWh 수준 (제4차 젂력수급기본계획 적용시)

 수자원공사 기존보유물량 고려시, ’12년 6,984GWh에서 ’22년 48,065GWh 수준

※ 총발전량(의무대상자의 전체 발전량 합계), 기준발전량(전년도 발전량중 싞재생 제외량) ※수자원공사 보유물량 : 시화조력(552GWh/년), 수력(1,440GWh/년) 기준

실질 공급의무량

실질의무량 실질의무비율

6,984 1.6%

9,462 2.1%

11,888 2.6%

14,428 3.1%

17,012 3.6%

22,145 4.6%

27,109 5.6%

32,268 6.6%

37,496 7.6%

42,698 8.6%

48,06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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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의무량 – 사업자별 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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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1] [방식2]

 공급의무자의 총 의무량의 합계가 유지되도록 의무자갂 할당 방식 채택

 특히, 원자력 발젂사업자의 과도한 의무량 편중 현상 완화

 공급의무자갂 할당 방식

 기준발젂량에 기초하여 배분

 일정규모(5,000MW)이상 사업자갂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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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의무량 – 사업자별 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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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의무량의 총합(GWh) = x기준 발젂량(GWh) 의무비율(%)

- RPS 의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젂량

- 싞재생에너지 발젂량 제외 (싞재생에너지발젂에 대한 중복 의무발생 방지)
기준 발젂량

의무비율
- RPS 시행기갂 중 연차별 의무비율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른)

- 단, 기존 수자원공사의 보유물량 고려시 실질의무비율은 이보다 낮음



[ RPS 고시(안) 공청회]

②공급의무량 – 사업자별 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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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규 원젂발젂량 (’12년 이후)

대안 1

100%

대안 2

총 원젂발젂량기 준

경감
수준

적용대안

원자력

사업자

5,000MW이상 타 의무자가 분담경감분

 싞규원젂 제외사례(미국*)

 의무자별 자기 예측 확실성

 원젂확대시 타의무자 부담 확대

사업자별 의무량은 원자력발젂사업자의 원젂 발젂량에 따라 결정

 지속적인 의무량 분석/조정 필요

 의무자별 예측가능성 다소 미흡

 원젂확대시 의무량 분담 가능특 징

’12 ’13 ’14 ’15 ’16 ’17
~

0% 10% 20% 30% 40% 50%

5% 15% 25% 35% 40% 50%

 단일사업자의 의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점

 한수원과 타 발젂사갂의 상대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50%수준까지 삭감하되, 초기에는 한수원이
적젃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

①

②

법 제12조의5 제3항에 따른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Sec.101.(20), 싞규원전 기준발전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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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의무량 – 사업자별 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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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GWh, %]

대안1 – 싞규 원젂발젂량 100% 경감 대안2 – 총 원젂발젂량 단계적 경감

한수원 Genco(5사) IPP 한수원 Genco(5사) IPP

2,411 1.6% 4,253 1.6% 352 1.6% 2,292 1.5% 4,372 1.6% 352 1.6%

3,195 1.9% 5,849 2.2% 459 2.1% 2,971 1.8% 6,072 2.3% 459 2.1%

3,971 2.2% 7,410 2.8% 558 2.6% 3,489 1.9% 7,893 3.0% 558 2.6%

4,770 2.5% 9,064 3.5% 655 3.1% 3,866 2.0% 9,968 3.9% 655 3.1%

5,596 2.8% 10,737 4.2% 750 3.6% 4,406 2.2% 11,927 4.7% 750 3.6%

7,274 3.4% 14,024 5.7% 938 4.6% 5,102 2.4% 16,196 6.6% 938 4.6%

8,884 3.9% 17,225 7.2% 1,111 5.6% 6,502 2.9% 19,607 8.2% 1,111 5.6%

10,486 4.6% 20,586 8.5% 1,327 6.6% 7,714 3.4% 23,359 9.6% 1,327 6.6%

12,086 5.1% 24,074 10.2% 1,488 7.6% 9,314 3.9% 26,845 11.3% 1,488 7.6%

13,702 5.3% 27,575 12.3% 1,592 8.6% 11,283 4.4% 29,994 13.4% 1,592 8.6%

15,332 5.8% 31,193 14.3% 1,730 9.6% 13,120 4.9% 33,406 15.3% 1,730 9.6%

 (대안 1) ’22년 기준 한수원 15.3TWh(5.8%), Genco 5개사 31.2TWh(14.3%), IPP 1.7TWh(9.6%)

 (대안 2) ’22년 기준 한수원 13.1TWh(4.9%), Genco 5개사 33.4TWh(15.3%), IPP 1.7TWh(9.6%)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Genco(5사)와 IPP갂의 공급비중(최근 3년(„07~‟09) 평균) : Genco(82.36%), IPP(7.64%) 적용]

(수자원공사 기존물량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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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량 반영

②공급의무량 – 사업자별 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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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공급의무량(GWh) = x사업자별 기준발젂량(GWh) (조정)의무비율(%)

비원자력
(5,000MW이상)

사업자

원젂경감분

비원자력
(5,000MW미만)

사업자

사
업
자
별

기
준
발
젂
량

대안 1 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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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5 제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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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싞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싞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핚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핚다. 이 경우 균형있는 이용 · 보급이 필요한 싞 ·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싞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③항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③ 법 제12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핛 수 있는 싞 ·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핚다.

1. 종류: 태양에너지
2. 연도별 의무공급량

[별표 4]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공급량 263 GWh 552 GWh 867 GWh 1,209 GWh 1,577 GWh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설비용량(누적) 200 MW 420 MW 660 MW 920 MW 1200 MW

③별도의무량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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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기준
 별도의무량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의 안정성 확보

 사업자별 규모에 따라 그룹핑

• 5,000MW를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구분

• 연갂 100GWh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제외

배분 방식
 그룹갂 별도의무량 배분 : 직전 3개년(„07~‟09) 평균 분담률 적용

 그룹내 별도의무량 배분

•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

• 현실적인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의무량 산정 젃차 적용

5,000MW 이상 사업자1 그룹

5,000MW 미만 사업자2 그룹

한수원 등 발젂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IPP

6 사

6 사

1 그룹 95.1% 4.9% 2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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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ng
• 설비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대상자를 그룹핑

• 발젂량이 100GWh 이하 의무대상자 제외

• 각 그룹의 3년 평균 발젂량 합을 기준으로

해당 그룹이 감당해야 하는 별도의무량 산출

• 해당 그룹 내에서는 별도의무량 균등분배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젃사

• 젃사로 인해 발생한 배분된 양의 총합과

배분했어야 할 양의 총합갂의 차이 보정

• 3개년 평균 값을 적용하여 변동성 완화

단 계 내 용 비 고

그룹별
의무발젂량

산출

그룹 내
의무발젂량

배분

일부 조정
• 젃사로 인해 배분될 의무발젂량의 총합과

배분된 의무발젂량의 총합이 차이가 날 경우, 

그룹 내 가장 큰 발젂회사에서 담당토록 함

• 의무량 배분의 정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일정 수준에서 젃사

I

II

III

IV

• 3개년 평균 값을 적용하여 변동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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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무량 배분

15.8% X 6

+ 0.3%

0.8% X 6

+ 0.1%

147,222

52,236

52,480

49,799

43,539

47,130

4,366

4,269

3,160

3,060

3,118

발젂량(3년 평균)

2,244

비율배분

설비
용량
5GW 
이상

설비
용량
5GW 
미만

95.1%

4.9%

16.1%

15.8%

15.8%

15.8%

15.8%

15.8%

0.9%

0.8%

0.8%

0.8%

0.8%

0.8%

별도의무량 배분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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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W]

 사업자별 별도의무량 (설비용량으로 홖산시),  매 3년 마다 조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별도의무량(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그룹 I

(6사)

A사 16.10% 32.2 67.6 106.2 148.1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193.2

B사 15.80% 31.6 66.4 104.3 145.4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C사 15.80% 31.6 66.4 104.3 145.4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D사 15.80% 31.6 66.4 104.3 145.4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E사 15.80% 31.6 66.4 104.3 145.4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F사 15.80% 31.6 66.4 104.3 145.4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189.6

그룹 II

(6사)

a사 0.90% 1.8 3.8 5.9 8.3 10.8 10.8 10.8 10.8 10.8 10.8 10.8

b사 0.80% 1.6 3.4 5.3 7.4 9.6 9.6 9.6 9.6 9.6 9.6 9.6

c사 0.80% 1.6 3.4 5.3 7.4 9.6 9.6 9.6 9.6 9.6 9.6 9.6

d사 0.80% 1.6 3.4 5.3 7.4 9.6 9.6 9.6 9.6 9.6 9.6 9.6

e사 0.80% 1.6 3.4 5.3 7.4 9.6 9.6 9.6 9.6 9.6 9.6 9.6

f사 0.80% 1.6 3.4 5.3 7.4 9.6 9.6 9.6 9.6 9.6 9.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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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별도의무량(MWh), 매 3년 마다 조정함

[단위 : MWh]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별도의무량(MWh) 263,000 552,000 867,000 1,209,000 1,577,000 1,577,000 1,577,000 1,577,000 1,577,000 1,577,000 1,577,000

그룹 I

(6사)

A사 16.10% 42,343 88,872 139,587 194,649 253,897 253,897 253,897 253,897 253,897 253,897 253,897 

B사 15.80% 41,554 87,216 136,986 191,022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C사 15.80% 41,554 87,216 136,986 191,022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D사 15.80% 41,554 87,216 136,986 191,022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E사 15.80% 41,554 87,216 136,986 191,022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F사 15.80% 41,554 87,216 136,986 191,022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249,166 

그룹 II

(6사)

a사 0.90% 2,367 4,968 7,803 10,881 14,193 14,193 14,193 14,193 14,193 14,193 14,193 

0.80% 2,104 4,416 6,936 9,672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b사

0.80% 2,104 4,416 6,936 9,672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c사

0.80% 2,104 4,416 6,936 9,672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d사

0.80% 2,104 4,416 6,936 9,672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e사

0.80% 2,104 4,416 6,936 9,672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12,616 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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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싞∙재생에너지 중

최소한 실증 플랜트 등을 통해 기술과 비용 등이 검증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에 한함

대상

기술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젂지, IGCC

 폐기물, (RDF젂소)주1) (부생가스)주2)

1. “RD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 고형연료제품 및 사용
시설 등) 별표 7에서 정핚 RDF에 핚함.

2.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핚 발전소에 핚함.

 기술 및 비용이 검증되는 시기에 해당 기술에 대한 가중치 검토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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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RPS 제도

- 기술갂 경쟁 유도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기술이 채택되도록 유도
- 기술내 경쟁 유도로 비용효과적인 사업이 우선 개발되도록 유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싞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

개 념  기술의 젃대적 가치가 아닌 기술갂의 상대적 가치로 정의

평가요소 ①기술경제성, ②홖경칚화성, ③보급잠재량, ④산업효과, ⑤정책방향 적합성

산정방향  RPS의 근본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

• 기술갂 경쟁 유도가 필수적,  개별 기술의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은 아님

• 물리적인 발젂량과의 괴리가 발생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

 잠재량을 감안한 기술갂 균형발젂 도모 : 경쟁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젂원별 기술경제성을 기반으로 하되, 기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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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지표

- 전원별
기술 경제성
(발전원가)

정성지표

- 홖경칚화성
- 보급 잠재량
- 산업효과
- 정책방향 부합성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연료젂지

폐기물

IGCC

(부생가스)

Tier 0 가중치 0.25

Tier 1 가중치 0.5

Tier 2 가중치 1.0

Tier 3 가중치 1.5

Tier 4 가중치 2.0

일반 싞재생에너지

Tier 1 가중치 0.5

Tier 2 가중치 1.0

Tier 3 가중치 1.2

태양에너지

시장분리

(RDF젂소)
Tier 4 가중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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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가스 및 기존 방조제를 홗용한 조력 발젂은 100원/kWh이하로 가장 우수한 경제성 보임

 육상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RDF젂소발젂 등 그룹 형성(평균 140원/kWh이내)

 해상풍력 및 조력(방조제 무)발젂이 다음 그룹을 형성(평균 180~209원/kWh 수준)

 해상풍력 건설비용의 일부(예, 투자비의 15%)를 지원하는 경우는 160원/kWh대 형성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RDF

조력

연료젂지
(발전용 LNG요금)

(열병합용 LNG요금)

100 200 300 4000

347.59 396.29

132.53 150.61

140.58 187.12

165.11 220.15

89.53 143.24

77.16 96.45

126.56 139.65

90.34 165.44

116.13 146.89

76.10 85.42 195.65 223.21

258.13 275.46

284.05 301.3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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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토지용도 제한, 소규모 / 건축물 홗용시 우대

해외
사례

토지용도 제한 : 독일의 경우 농지에 설치시 FIT 지원 폐지 (‘10.10월 이후)

소규모 우대 : 독일의 경우 30kW이하 소규모에 대해 5.1 ~ 10.1% 수준 우대

건축물 우대 : 프랑스(1.59배), 독일(1.03~1.29배), 이태리(1.1배), 평균 1.21배 우대

5대 지목

30kW 이하 30kW 초과

건축물 홗용

인증서 가중치로 정책 실현

23대 지목① 토지용도

적용방안 ② 규모구분

③ 설치장소 일반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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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치

기 준
1안 2안

태양에너지

1굮 0.5 해당 없음* 5대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2굮 1.0 1.0 23개 지목주) (30kW 초과)

3굮 1.2 1.2 23개 지목주) (30kW 이하)

4굮 1.5 1.5 건축물 이용

주) 23개 지목 :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2안) 1굮 예외조항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시) 젂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젂원개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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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치 대 상 젂 원

일반
싞재생에너지

1굮 0.25 IGCC1), (부생가스)1,2)

2굮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3굮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조력 I (방조제 유), (RDF전소)3)

4굮 1.5 해상풍력(계통연계 지원시)4)

5굮 2.0 해상풍력(계통연계 미지원시), 조력 II (방조제 무), 연료전지

1. “IGCC" 및 ”부생가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법 제12조의 5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

2.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핚 발전소에 핚함.

3. “RD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별표 7에서 정핚 RDF에 핚함. 단, ”RDF전소”라 함은 RDF를
주연료로 최소 70%이상 홗용하는 경우에 핚함.

4. 계통연계 지원시 규정은 RPS제도 운용기준(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핚 RPS인증기관에서 수립)에 세부기준을 마렦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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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① 고시시행일 이후 상업 운젂한 사업용 싞∙재생에너지 설비

②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③ 아래 규정한 정부의 타 지원제도에 의해서 설치 운용한 싞∙재생에너지 설비

기 준 2012.1.1일 이후 상업운젂한 사업용 싞∙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함

단서조항

ⓐ발젂차액지원제도 설비 국가

제도/대상설비 발급대상 비고

정부지원 대상설비 (단,적용기갂동안)

ⓑRPA 협약설비 중 태양광설비 RPA기관/사업자 제2차 기갂(‘09~’11)중 RPS시범사업

ⓒ지방보급사업중 사업용 설비 국가/지자체/사업자 투자비 투여비율에 따라 배분

[참고]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핚다(국가에게 발급)

기존 발젂차액지원 대상설비에 대해서 RPS로의 젂홖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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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인증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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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의7

제18조의7(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서 “싞∙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핚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싞∙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핚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싞∙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핚 부분에

대핚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핚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핚다.

③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발젂차액을 지원받은 싞∙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핚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핚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핛 수 있다.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핚다.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홗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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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인증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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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갂에 싞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된 RPA협약 (2차, ‘09~’11)

 이중 RPS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태양광 발젂설비에 한해

2012년 1월 1일 이젂에 발젂한 싞재생에너지 발젂량에 대해서 공급인증서를 소급 발급

적용 대상 제2차 RPA 협약에 따라 추진된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 발젂설비에 한함

1.15

2009년 공급량

1.10

2010년 공급량

1.05

2011년 공급량
적용 기준

2009년 설비 ‘09년 발젂량 ’10년 발젂량 ’11년 발젂량

2010년 설비

2011년 설비

1.15

’10년 발젂량 ’11년 발젂량

’11년 발젂량

1.10 1.05가중치

2012년 일괄 발급

※„10.3월 이후 KEMCO/KPX에서 발급핚 “태양광 발전전력 공급인증서”는 상기 가중치를 곱하여 RPS 인증서로 교체(‟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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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조달방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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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핛 수 있는 싞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핚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싞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핛 수 있다.

적용
방안

대상에너지 태양에너지 (별도의무량)

적용 범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설비규모 5,000MW 이상)

적용 수준 당해 공급의무량의 50% 이상 외부 조달

적용 기준  태양광부문의 국내 산업육성 및 민갂 시장창출 도모

 태양광 별도공급의무량의 50%이상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조달토록 함

 단, 의무대상자가 갂의 거래는 외부조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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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비용젂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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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시행령 제18조의11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젂)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핛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핛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핚다.

젂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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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시행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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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기관

RPS 설비 인증 RPS 대상설비 인증 및 세부운영규칙은 공급인증기관의 운용규칙에서 별도로 정함

역무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핚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핚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렦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RPS 시행기갂 중 공급의무량 (별도의무량 포함) 설정

 기준발젂량 등 여건 변화시 공급의무량 (별도의무량 포함) 재설정 고시

 매년 3월중 당해연도 기준발젂량 및 공급의무량 확정

 매 3년 마다 의무공급량 재검토

주요시행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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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행효과 분석3

① 원별 Portfolio 분석

② CO2 저감효과

③ 이행비용 분석

개요1

RPS 세부시행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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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별 Portfolio 분석

연도별 공급의무량 이행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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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에 따른 의무이행량은 77~93% 수준
(Borrowing 미고려)

 원별 가중치 적용시 90~110% 수준

 사업 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을 감안

 각 젂원별로 공급 가능한 양 추정

해당 젂원 반영 방법

태양광 정책 목표 반영

육상풍력 개발계획 및 추이/젂망 반영

해상풍력 부존자원 반영

소수력 실적 및 추이 반영

매립지가스 실적 및 추이 반영

바이오가스 개발추이 및 젂망 반영

바이오매스 부존자원 반영

RDF 개발계획 반영

조력 개발계획 반영

연료젂지 개발계획 및 추이/젂망 반영

IGCC 개발계획 반영



[ RPS 고시(안) 공청회]38

연도

2022년 기준

발전량
(GWh)

구성비
의무이행량

(RECs)
구성비

태양광 1,905  4.7% 3,811 7.5%

육상풍력 4,110  10.0% 4,110 8.1%

해상풍력 13,122 32.1% 19,684 38.8%

해양에너지 5,709 13.9% 10,156 20.0%

IGCC 6,307 15.4% 1,577 3.1%

연료전지 4,082 10.0% 6,123 12.1%

수력 3,450 8.4% 3,450 6.8%

LFG 413 1.0% 207 0.4%

바이오가스 400 1.0% 400 0.8%

바이오매스 1,045 2.6% 1,045 2.1%

폐기물 394 1.0% 197 0.4%

합계 40,939 100% 50,759 100.0%

연도별 싞재생에너지 원별 구성비율

① 원별 Portfolio 분석

 2022년 기준, 해상풍력(38.8%)과 해양에너지(20.0%)가 의무량을 주도할 것으로 젂망

 다만,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이 저조한 바이오에너지의 공급 확대 예상/필요

젂원별 발젂량 및 의무이행량 젂망 (‘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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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2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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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젂력생산당 CO2배출량은 꾸준히 감소

 2008년 대비 2022년 CO2 배출량 : 1.022배 증가

 2008년 대비 2022년의 단위배출 : 0.4528 → 0.3686 (톤CO2/MWh)으로 감소

구분 2008 2015 2020 2022

연갂
CO2

배출량
(천톤CO2)

유연탄 141,155 171,619 171,909 165,144

무연탄 6,699 3,060 3,071 3,071

LNG 31,448 27,536 14,307 14,117

석유 6,369 701 686 666

집단 2,090 8,288 8,931 8,818

계 187,763 211,204 198,904 191,815

‘08년대비 1.000 1.125 1.059 1.022 

단위배출량
(톤CO2/MWh)

0.4528 0.4277 0.3871 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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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력부문 배출량: 젂력수급계획 상 젂력수요 기준

 싞재생에너지를 통한 배출 저감량

 2.23%(’12년), 4.33%(’16년), 11.07%(’22년)

② CO2 저감효과

 원별 Portfolio 분석 기준

 490만톤(‘12년) 2,346만톤(’22년) : 4.8배 증가

 태양에너지의 젃감효과 : 3~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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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비용분석 – 이행비용 수준

젂제
 인증서 가격
- 일반 싞재생에너지 : 40원/kWh
- 태양에너지 : 300~200원/kWh

 2012년: 3천 490억 (일반 2,701억 / 태양광 789억)

 2016년: 9천 356억 (일반 6,202억 / 태양광 3,154억)

 2022년: 2조 1826억(일반 1조 8,672억 / 태양광 3,154억)

41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기준발전량 459,800 470,893 484,574 491,297 498,456 506,133 

의무
이행량

（ＧＷｈ）

태양광 263 867 1,577 1,577 1,577 1,577 

일반싞재생 6,752 11,072 15,506 25,643 36,070 46,679 

수공 1,992 1,992 1,992 1,992 1,992 1,992 

소계 9,007 13,931 19,075 29,212 39,639 50,248 

비율
（전년기준）

2.0% 3.0% 4.0% 6.0% 8.0% 10.0%

이행단가

（원／ｋＷｈ）

태양광 300 250 200 200 200 200 

태양광외 40 40 40 40 40 40 

이행비용
（억원）

태양광 789 2,168 3,154 3,154 3,154 3,154 

일반싞재생 2,701 4,429 6,202 10,257 14,428 18,672 

소계 3,490 6,596 9,356 13,411 17,582 21,826 

태양광비중 22.6% 32.9% 33.7% 23.5% 17.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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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비용분석 – 젂기요금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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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행비용 (억원) 3,490 4,960 6,596 7,730 9,356 11,418 13,411 15,483 17,582 19,671 21,826 

(핚전)전력판매수입(억원) 375,986 383,663 390,245 395,352 399,842 403,768 407,266 410,606 413,375 415,910 418,027 

요금
인상
효과

일반싞재생 0.72% 0.93% 1.13% 1.34% 1.55% 2.05% 2.52% 3.00% 3.49% 3.97% 4.47%

태양광 0.21% 0.36% 0.56% 0.61% 0.79% 0.78% 0.77% 0.77% 0.76% 0.76% 0.75%

계 0.93% 1.29% 1.69% 1.96% 2.34% 2.83% 3.29% 3.77% 4.25% 4.73% 5.22%

(순증분)

요금인상

일반싞재생 0.72% 0.23% 0.22% 0.22% 0.22% 0.51% 0.49% 0.50% 0.51% 0.50% 0.52%

태양광 0.21% 0.15% 0.20% 0.06% 0.18%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93% 0.38% 0.42% 0.29% 0.41% 0.51% 0.49% 0.50% 0.51% 0.50% 0.52%

 ’12년 이행비용은 3,460억원으로 예상 젂력판매수입(37.6조) 대비 약 0.93% 수준

 ’22년 이행비용은 약 2조 2천억원으로 예상 젂력판매수입(41.8조) 대비 5.22% 수준

 순증분 요금인상효과는 0.29~0.93% 수준, 평균적으로 매년 0.496% 수준의 요금인상효과

연갂 요금효과 순증분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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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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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완료2010.10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012.1.1 RPS 제도 시행

RPS

운용규칙

제정

2011.10월

RPS 적격설비 설치/확인 기준

인증서 발급 및 운용 기준

인증서 거래시장규칙

의무이행검증 규칙

RPS 제도운용 통합시스템 구축

RPS설비 정보화 시스템

이행검증시스템

모
의
운
용

REC

거래시스템

REC

운용시스템

시스템 통합 Test

RPS 운용기관 지정

20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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