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소 증가로 인한 REC 가격 하락!

년도 발전소 개수 발전량

2012년 3,280개 690MW

2013년 4,962개 1,079MW

2014년 9,201개 1,791MW

2015년 13,734개 2,537MW

2016년 21,808개 3,716MW

2017년 28,253개 5,062MW

2018년 38,703개 7,129MW

2019년 47,558개 8,629MW

2017년

126,976원

97,766원

65,016원

114,083원

70,750원

33,463원

2018년

REC 가격 동향

2019년

※ 태양광발전의 평균 시장가격 기준

※ 매년8월기준, 올해는 1~15일(잠정치) (출처: 전력거래소)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개수가 2012년에서 2019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REC 가격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육지

제주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믿었는데…빚더미 올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

전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태양광 

관련 협회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

사에서 긴급 모임을 했다. ‘신재생에너지공

급인증서(REC)’ 가격이 2년 만에 반토막 났

기 때문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

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일종

의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태양광 전력의 시장가격이 급락해 무더기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 앞 항의집회

를 예고해왔다. 

‘태양광 과속’의 그늘

REC 시장가격, 2년새 반토막

2019. 08. 15자 지면 A13

[기자수첩] ‘과유불급’으로 치닫는 태양광발전

[에너지신문]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의 보급 목표치는 1.63GW를 이미 지난달 돌파했으며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태양광은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비교해 건설기간이 짧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설치된 물량의 약 92%가 1MW 이하 중소형 설비다.

2019. 08. 19 권준범 기자



IBCT가 제안하는 사업모델

③ IBCT는 KPX(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REC 판매

④ KPX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 송금

⑤ 입금된 판매대금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계좌에서 

IBCT 계좌로 자동이체

⑥ IBCT는 입금 확인 후 토큰 매입가를 토큰 보유자에게 공지 

• 토큰 보유자로부터 공지한 가격으로 IBCT가 매입

(REC 토큰 매입가 결정 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배당금과

영업비용 등을 계상하여 매입가 공지)

※ 본 사업의 수익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REC 판매 전에도 자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REC 토큰 액면가격과 REC 판매가격의 차액을 REC 토큰 발행자, 

투자자, IBCT가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① 발전 사업자가 IBCT와 전력 중개사업 계약 체결

② IBCT는 토큰 발행기술지원, REC 소유주인 발전 사업자는 

REC 토큰 발행 및 판매 

•발전 사업자는 IBCT에게 토큰발행 및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리스비로 월정액 지급

•토큰 발행 액면 가격은 협의 후 책정

ex)평균적으로 전 거래일 최저 거래가의 70% 로 책정  

•발전 사업자는 발행된 토큰을 액면가로 투자자에게 판매

(REC 판매 전 자금확보 가능) 

IBCT는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REC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REC 판매 전

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블록체인 사업모델을 제안합니다.

*REC 토큰: REC 매각가와 연동되어 있는 선할인 개념의 디지털 자산

•IBCT가 제안하는 에너지 블록체인 모델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이란?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이란 1MW 이하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신 REC 판매를 대행하는 것을 합니

다. IBCT는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편의와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③ REC 판매

(토큰 매입가 공지)

④ 판매액 

입금

① REC 중개

사업계약체결 후

기술지원 요청

② REC토큰 

발행 및 노드 구축 

기술지원

⑤ REC 판매대금 

정산(판매액 입금 후

 자동이체)

태양광

발전 사업자

토큰 P2P2거

래

(전용거래소)

토큰 보유자

⑥ IBCT는 입금확인 후 

토큰 보유자에게 

토큰 매입가 공지

 <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REC 거래 시스템 >



회사명: ㈜블록체인기술연구소

대표이사: 이정륜

사업자등록번호: 476-81-01205

홈페이지: www.ibct.kr /  ledgis.io  /  ledx.io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25, KAIST DELTA RESEARCH CENTER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311, IBCT B/D

IBCT ENERGY 사업본부  

전화: 070-4367-7381  

이메일: contact@ibct.kr

회사 연혁

2018년 2월		 			 IBCT 법인 설립

2018년 3월		 			 싱가폴 FX 토큰 개발 주도(OMEX 토큰) 정산 컨트랙트 플랫폼 개발

2018년 5월		 			 한인부동산협회 블록체인 컨설팅 

2018년 6월		 			 중국 X-netclean(중국 중견기업) 블록체인 컨설팅 진행	

2018년 7월		 			 반려동물 관련 블록체인 설계 및 ICO 참여 및 개발 수주

2018년 8월		 			 EOS Chrome 런칭 및 상장

2019년 1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2019110395호)

2019년 2월		 			 방위사업청(블록체인기반) 입찰제안심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 

2019년 3월		 			 백석대학교,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중앙일보 MOU 체결 

2019년 4월		 			 TCB 우수기술기업인증 획득(블록체인 기술부문) 

2019년 5월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ActnerLab 투자 유치

2019년 6월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술보증기금)

2019년 7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전기신사업) 등록

2019년 9월		 			 EOS Chrome 테스트넷 운영 시작 및 시스템 보완, KAIST 블록체인 공동연구 협약

2019년 10월	 			 LEDGIS 메인넷 출시(EOS Chrome » LEDGIS로 토큰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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