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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

□ 공고용량 : 2,000,000 kW (설비용량 기준)

□ 접수결과

ㅇ (접수용량) 1,380,716kW (3,999개소)

ㅇ (경쟁률) 약 0.69 : 1

<`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결과> 

구분
배분용량

(kW)

기존설비시장 신규설비시장 소  계

경쟁률
발전소
(개소)

용량
(kW)

발전소
(개소)

용량
(kW)

발전소
(개소)

용량
(kW)

100kW미만 350,250 191 16,446 2,482 225,284 2,673 241,731 0.69:1

500kW미만

1,160,250

393 131,077 479 173,054 872 304,130

0.69:1

3MW미만 99 97,309 350 399,791 449 497,100

합 계 1,510,500 683 244,832 3,311 798,129 3,994 1,042,961 0.69:1

구분

통합설비시장

배분용량
(kW)

발전소
(개소)

용량
(kW)

경쟁률

3MW이상 489,500 5 337,755 0.69:1

  * 구간별 접수용량이 미달됨에 따라, 각 구간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배분용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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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ㅇ 선정용량 : 1,354,873kW (3,883개소)

<`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 

구분
기존설비시장 신규설비시장

발전소
(개소)

용량
(kW)

낙찰평균가
(원, SMP+1REC)

발전소
(개소)

용량
(kW)

낙찰평균가
(원, SMP+1REC)

100kW미만 129 11,788 158,353 2,495 226,210 157,407

500kW미만 328 111,178 157,719 484 176,189 154,563

3MW미만 88 89,319 156,821 354 402,433 154,209

합 계 545 212,285 157,378 3,333 804,833 155,255

구분
통합설비시장

발전소
(개소)

용량
(kW)

낙찰평균가
(원, SMP+1REC)

3MW이상 5 337,755 153,604

<지역별 낙찰평균가> 

구분 전체 육지 제주

낙찰평균가
(원, SMP+1REC)

155,270 155,211 159,103

※ ‘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경우, 접수용량이 미달됨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사업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업내역서 평가 없이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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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별 선정 결과 확인 방법

ㅇ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https://rps.energy.or.kr/login_fst.do)’에서

사업자번호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별 발전소별로 선정결과 확인

□ 참고사항

ㅇ 선정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선정 통보 공문 및 유의사항’을 입찰 신청시 

등록된 이메일로 추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 전력거래소의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https://onerec.kmos.kr)’에서 사전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발전소 정보 

이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대상기관의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계약 대상 공급의무자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수력원자력(주) 재생에너지처 054-704-2623

한국남동발전(주) 신재생전략실 1670-8814

한국중부발전(주) 신재생기획실 1661-5582

한국서부발전(주) 신재생총괄실 1670-3450

한국남부발전(주) 그린뉴딜부 070-7713-8326

한국동서발전(주) 재생에너지처
070-5000-1000(대표)

070-5000-1781(담당)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정책부 031-8018-6028(6027)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에너지처 042-629-3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