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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에너지와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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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 철기시대 산업혁명 
대량생산,

소비 

금속을 제련할 수 
있는 고온 발생 
청동기, 철기문명 
태동 

땅 속에 대량으로 
매장 
에너지 대량소비
로 산업혁명 촉발 

내연기관 발전 
운송산업 발달로
대량소비, 생산이 
가능 

에너지와 문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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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생산양식의 전환 

화석에너지 대량 사용 

노예생산양식 기계적 생산양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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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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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와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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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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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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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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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셰일에너지로 가장 주목받는 미국 콜로라도의 그린리버 지층에는 약 3조배럴의 석유량에 상
당하는 셰일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다고 분석(미국회계감사원) 
※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소비한 석유량: 1조 배럴 

셰일에너지:막대한 부존량 “전세계가 60년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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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말, 말 ··· 

“ 우리에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스가 있다.” 
   - 2012 연두교서 -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셰일가스의 중요성을 가미해 전략을 짜야 한다.”        
   - 셰일가스 전문가회의 -  

“ 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Fracking party has just begun.”  

“ Low-cost natural gas is the Viagra that’s turning the U.S.    
  back into an industrial power.”  

“This rock could power the world.” 

셰일 혁명에 흥분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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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혁명과 미국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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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현황 – 저유가 기조 
 

14 대덕이노폴리스포럼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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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노력 

Who i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2nd Commitment Period 

전 지구적 의제 설정에는 성공했으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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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post-2020 climate regime 
- Paris Agreement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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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le to all countries!!! 

Countries submitting INDC 

A new post-2020 climate regime 
- Paris Agreement 

Party Type Target 
Target  

Year 

Base 

Year 

EU Absolute -40% 2030 1990 

US Absolute -26 ~ -28% 2025 2005 

Mexico BAU 
-25% 

(unconditional) 
-40% (conditional) 

2030 N.A. 

Russia Absolute -25 ~ -30% 2030 1990 

China Intensity -60 ~ -65% 2030 2005 

Korea BAU -37% 2030 N.A. 

Singapore Intensity -36% 2030 2005 

Japan Absolute -26% 20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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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Future Economy? 

셰일혁명:  
화석에너지시대 

연장 

기후변화:  
화석에너지시대 

종말 

예상보다 빠른 저탄소경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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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경제의 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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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에너지 시장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4년  Energy  Balance  Flow 

수 입 공급 (1차 에너지) 전환·손실 소비 (최종에너지) 

중동(84.0%)  
 

•사우디(31.5%) 
•UAE(11.7%) 
•쿠웨이트(14.7%) 
 

아시아(9.6%) 
아프리카(2.7%)   

카타르·오만·인니 

호주·중국·인니 

러시아·캐나다 

중국·호주·베트남 

국  내        4.8% 

2.0% 

4.5% 

11.7% 

27.9% 

16.9% 

석   유 

L N 
G 

유연탄 

무 연 탄 

수력·신재생 

927.5 백만 bbl 

37.1 백만 ton 

117.9 백만 ton 

721.1 ton U 

우라늄 

8.3 백만 ton 

3.0 백만 b/d 

 18.2백만 ton 

도시가스 

열에너지 

  1,566.6천 toe 

전  력 

원자력 

유연탄 

L  N  G 

석   유 

무연탄 

수   력 

신재생 등 

30.0% 

38.0% 

22.0% 

4.8% 

0.9% 

1.5% 

2.8% 

산 업 
63.6% 

납사 등 

산업원료 

22.7% 

가정상업 
16.6% 

수 송 
17.6% 

공공 2.2% 

에너지 수입의존도 95.2% 
(1,741.4억$) 

282.9 백만 toe 
(100.0%) 

69.1 백만 toe 
[24.4%) 

213.9 백만 toe 
(75.6%) 

원자력 

정  유 

37.0% 

산 업 

 

55.5% 

가 정 

상 업 

38.2% 

공공 

 

5.9% 

수송 

 

0.4% 

전  력 

원  유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5,219.7억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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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소비동향 및 전망 

총에너지 소비 동향 

1) 2014년 총에너지 소비(282.9Mtoe)는 1990년(93.2Mtoe) 대비 세 배 이상 증가 

  ▪ 90년대 에너지 소비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며 GDP 보다 

빠르게 증가  

  ▪ IMF이후 산업구조 재편,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 등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 

   *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증가율: 7.5%(90~00) →3.2%(00~10)→1.8%(10~14) 

2)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대 이후 개선세 지속 

  ▪ 에너지소비가 GDP보다 느리게 증가하며 에너지원단위 개선 지속 

1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IMF시기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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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너지 GDP 에너지원단위

원단위(toe/백만원)증가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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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에너지원별 소비구조 

1) 우리나라 제1의 에너지원은 석유, 그러나 그 비중은 지속 하락 중 

  ▪ 산업∙건물 등 최종 소비부문에서의 탈석유화 지속으로 석유의존도는 지속 하락 

  ▪ 가스 소비는 석유를 대체하며 제3의 에너지원으로 부상 

2)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여전히 80% 대를 지속 

  ▪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수력 포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총에너지의 

기여도는 낮은 수준 

2 

26.2

53.8

3.2

14.2
2.6

1990년 (93백만toe)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

29.9

37.1

16.9

11.7

4.5

2014년 (283백만toe)

[일차에너지원별(원료 포함) 비중 변화] 

에너지 소비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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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1) 산업 부문이 1990년 이후 최종 에너지소비 증가분의 72.0%를 차지  

  ▪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에너지다소비산업(석유화학∙철강)의 고도 성장으로  

    석유∙석탄 소비를 중심으로 최종 소비부문에서 가장 크게 증가 

2) 건물 부문에서는 석유∙석탄 소비는 감소, 전력∙가스 소비는 빠르게 증가 

  ▪ 가정 부문은 도시가스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력 소비 증가가 두드러짐 

3 

- 20  0  20  40  60  80  100  120

산업

수송

가정

서비스

백만 toe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기타

[1990년과 2014년 사이 최종소비 부문별∙에너지원별 수요 변화] 

에너지 소비동향 및 전망 

26 대덕이노폴리스포럼 



56.0  55.2  59.8  62.3  

20.6  20.8  18.9  17.7  

14.3  13.2  10.8  9.9  

7.3  8.4  8.2  7.8  
1.7  2.4  2.3  2.2  

0%

20%

40%

60%

80%

100%

2000 2005 2010 2013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13.2  13.0  14.9  15.6  

62.4  56.6  51.3  48.4  

8.4  
10.4  11.0  12.0  

13.7  16.7  19.1  19.4  

0.7  0.9  0.9  0.8  

0%

20%

40%

60%

80%

100%

2000 2005 2010 2013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 

부문별/원별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2000~2013 

총에너지/GDP 일인당 에너지소비 전력소비/GDP 일인당전력소비 

(TOE/천달러,PPP) (TOE) (kWh/달러) (kWh) 

프랑스 0.12 3.84 0.21 7,382 

독일 0.11 3.87 0.18 7,022 

일본 0.11 3.57 0.21 7,836 

한국 0.17 5.25 0.44 10,428 

영국 0.09 2.98 0.13 5,409 

미국 0.15 6.92 0.28 12,987 

OECD 0.13 4.20 0.25 8,072 
자료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지표 비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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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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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2,188 

775 731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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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브라질 한국 프랑스 캐나다

[총에너지소비]

2008

2013

백만 toe

주요 에너지 소비 지표의 국제 비교 

총에너지 소비  

1) 2013년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는 세계 8위(2008년 10위)를 기록  

  ▪ 2008~2013년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 한국(3.1), 세계(2.0), OECD(-0.5) 

  ▪ 철강·석유화학 설비증설과 중국석유화학산업의 호조로 인한 원료용 석탄과 

납사 소비 증가가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 

2) 2013년 1인당 에너지 소비는 5.25 toe로 세계 18위(2008년 24위)를 기록 

  ▪ 2008~2013년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유지 

1 

8위 1.90

4.20

6.92

5.25

3.84 3.87
3.57

2.98
2.56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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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세계평균 OECD평균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1인당 소비]

2008

2013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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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원단위 및 전력 소비  

1) 2013년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는 0.22(toe/$1,000)로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

히 높음 

  ▪ 2008~2013년 주요 선진국의 원단위는 개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09~2011년 에너지원 단위는 납사, 원료탄 등 원료용 소비의 증가로 악화 

  ▪ 에너지 다소비 산업(석유화학, 철강 등) 중심의 산업 구조가 주요 요인  

2) 2013년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524TWh로 세계 8위(2008년 10위)를 기록 

  ▪ 주요 선진국의 전력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유지 

  ▪ 전력다소비업종의 성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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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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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독일 캐나다 한국 브라질 프랑스

[전력소비]

2008

2013

TWh

주요 에너지 소비 지표의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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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전력 소비  

1) 2013년 1인당 전력 소비는 10.4MWh로 세계 13위(2008년 15위)를 기록 

  ▪ 2008~2013년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유지 

  ▪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음. 

  ▪ 2010년 철강 설비 증설, 고유가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에 기인 

2) 2013년 가정 부문 1인당 전력 소비는 1.3MWh로 세계 46위(2008년 47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가정 부문 1인당 전력 소비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음 

  ▪ 201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등으로 전력 소비 증가율 둔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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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문 일인당전력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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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전력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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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h 

주요 에너지 소비 지표의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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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지표 변화, 1990~2013 

구  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1990 대비 
증감율 (%) 

2012 대비 
증감율 (%) 

총배출량 
(백만톤CO2) 

292.3 498.8 653.1 680.6 684.3 694.5 137.6 1.5 

GDP 
(천억원) 

3,690 6,946 10,437 10,821 11,042 11,349 207.6 2.8 

추계인구 
(천명) 

42,869 47,008 49,410 49,779 50,004 50,220 17.1 0.4 

1인당 총배출량 
(톤CO2/명) 

6.8 10.6 13.2 13.7 13.7 13.8 102.9 1.1 

배출원단위 
(톤CO2/10억) 

792.1 718.1 625.7 629.0 619.7 612.0 -22.7 -1.2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201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13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201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694.5 

87.3% 

7.6% 

5.1%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폐기물 

(단위: 백만톤CO2) 

2013년 

606.2 

발전 
45.3% 

산업 
30.0% 

수송 
14.6% 

가정상업 
9.3% 

기타 
0.8%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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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구성비 

산업부문 총배출량: 124 (42%,1990) → 374 mil. tCO2eq. (54%,2012)  

• 연평균 5.2%의 빠른 증가세.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  

간접배출이 연평균 8.3%로 빠르게 증가: 16%(1990) → 30%(2012)   

• 전기/전자, 자동차 등 조립금속업의 빠른 성장에 따른 전력소비의 증가 

※ 직접배출(연평균 4.3% 증가), 산업공정배출(연평균 4.3% 증가)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온실가스 배출 현황_산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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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비중(31%,2012)이 높으며, 특히 높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 부가가치 비중 7%대에서 계속 
유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세계 최고수준 에너지효율  → 저렴한 
비용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2012) 

(단위: %) 

석유화학의 지역별 에너지효율 수준 

(핵심공정인 NCC공정의 에너지 사용 기준) 

Source: Solomon Studies (2009)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산업부문의 감축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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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6 (12%,1990) → 243 mil. tCO2eq. (35%,2012)  

• 연평균 9.1%의 빠른 증가세: 낮은 전기요금, 편의성 등의 요인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17 (48%,1990) → 188 mil. tCO2eq. (77%,2012)   

• 연평균 11.5% 증가: 전력수요 증가 충당 

•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7% 차지 → 석탄발전 분야의 감축노력 필수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온실가스 배출 현황_발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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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력수급계획 상, 석탄발전의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을 전망 

• 석탄발전 비중은 약간 감소하지만,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상 

•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적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필요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신산업 확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 

• 가격에 의한 전력시장 기능 정상화로 전력수요 합리화 추구 

•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민간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 모색  

연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집단 계 

2014년 22.2  27.0  1.2  28.7  4.1  5.0  6.7  5.0  100.0  

2029년 23.4  26.4  0.4  20.6  0.7  2.9  20.1  5.5  100.0  

<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원 구성 전망 > 
(단위: %) 

대덕이노폴리스포럼 

발전부문의 감축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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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  온실가스감축목표 
- 에너지신산업 
- 원자력산업 

36 



당사국 감축형태 감축목표 기준년도 

스위스 절대량 
50% 

(2025년까지 35%감축) 
1990 

EU 절대량 40% 1990 

노르웨이 절대량 40% 1990 

일본(잠정) 절대량 26% 2013 

미국 절대량 26%~28% 2005 

러시아 절대량 25%~30% 1990 

중국 원단위 60%~65% 2005 

싱가포르  원단위 36% 2005 

멕시코 BAU 25%(무조건부) / 40%(조건부)  - 

 INDC 제출현황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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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축 
 

목 
 

표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나머지(11.3%)는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부문 BAU 대비 12% 수준 이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과 제도 개선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 

• (가칭)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보다 시장 및 기술을 통해 자발적 감축 유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감축목표 달성 추진 

발전, 수송, 건물 등에서의 현실적인 추가 감축여력 확보 (제2안 +)  

• 제조혁신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건물/수송/농업의 정책 강화, CCS 도입 등 

• 원전 추가 등의 수단 고려(현실적 어려움 인정) 

국제적 책임과 국가여건의 조화를 고려 

한국의 Post-2020 감축목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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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EU 미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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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감축목표는 '20년 감축목표 대비 다소 강화  

 BAU 대비 상당히 감축해야 하는 매우 의욕적(Ambitious) 목표  

 배출원단위 개선추세를 보다 가속화해야 하는 부담 존재  

 철강, 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통계 사용,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추이 및 감축목표 
                                                           

 (단위: tCO2eq./ 2005 백만USD)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및 감축목표 
  

(단위:백만톤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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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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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2010년) 방식 적용 배출원단위(배출량/GDP) 방식 적용 

기준전망(BAU) 방식 적용 * 

* BNEF의 자체 모형의 활용한 BAU 설정 및 2012년~2030년 동안의 

누적배출량 전망 대비 누적 감축률 비교 

“Significant abatement and reduction in 

emissions intensity will be required to 2030, 
if it (South Korea) wishes to hit the target. 
This will, however, likely prove difficult, as 
there are few cheap abatement option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efficiency of 
its industrial sectors are among the best in 
the OECD.” 
 

Source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OW AMBITIOUS 

ARE THE POST-2020 TARGETS? Assessing the INDCs: 

Comparing Apples with Oranges, 2015.10 

 

주요국 감축목표 비교_B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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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에너지 기술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육성 

43 대덕이노폴리스포럼 

기술에너지 시대의 도래 



에너지신산업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산업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新 비즈니스군 

1.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과는 다른 것이며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등)  
2. 온실가스 감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3. ICT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4.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 미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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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답이 있지 않을까? 

45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46 대덕이노폴리스포럼 

기후변화 대응개발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저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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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24% 기여 전망 

1) 효율개선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24%)가 높을 것으로 기대 

   

1 

Source : IEA (2015) 

<기술별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신재생 신규 투자는 최근 12년 동안 5배 이상 증가 

1) 2014년 약 400조원 투자 

▪ 태양광과 풍력 투자 급증, 대수력 투자는 감소세 

▪ 한국의 내수, 수출 규모 약 10조원으로 2.5% market share 차지 

2 

Source : BNEF (2015) 

<신재생에너지원 별 투자 동향> 

Unit : Billion dollars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세계 신재생 투자 동향 

49 



국내 신재생에너지 동향 

공급량 11,537천TOE, 공급비중 4.08%(2014년) 

1)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4.92% 

  ▪ 폐기물, 수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 바이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3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2015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원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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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재생 비교 

국내 신재생 발전설비도 빠르게 증가 

1) 가동 중인 발전설비용량 연평균증가율 (2004-2013) 

▪ 세계 신재생 : 6.7%, 국내 신재생 : 10.7% 

4 

<세계 및 국내 원별 발전설비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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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가격 전망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대폭 개선 중 

[미국 LCOE 전망($/MWh NOMINAL)] [유럽 LCOE 전망($/MWh NOMINAL)] 

[중국 LCOE 전망($/MWh NOMINAL)] [인도 LCOE 전망($/MWh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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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BNEF(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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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망 

세계 발전 믹스 현황 및 전망 

1) 신재생에너지가 중심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2013년  2040년 : 태양광 1%  4%, 풍력 4%  9% 

6 

Source : IEA (2015) 

<에너지원 별 발전량 비중의 변화> 

<2013년> <2040년> 

석탄 

34% 

석유 

3% 

천연가스 

24% 

원자력 

18% 

수력 

13%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신재생에너지 

21% 

태양광 1% 
석탄 

29% 

석유 

1% 

천연가스 

23% 

원자력 

12% 
수력 

16% 

바이오에너지   4% 

풍력   9% 

태양광  4% 지열 1% 

CSP 1% 

신재생에너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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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너지 변화는 장기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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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의 중심 - 전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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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정책방향: 시장개방, 요금자유화, 정보개방 

① 경쟁적 시장: 에너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② 에너지가격 개편: 환경비용 반영, 요금자유화를 통한 다양한 소매요금제, 서비스 개발, 

소비자 후생증대 

③ 정보 공유: 에너지 정보개발 및 공유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제고 

경쟁적 시장 
체계 구축 

에너지가격  
개편, 다양한 에
너지요금 및 서

비스개발 

에너지정보의 
개방 및 공유 

소비자 후생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민간부문의 투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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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의 기본적 정책 방향 



독점구조 

• 도매시장/소매시장 

monopsony 

/monopoly 

시장개입 

• 가격규제 

• 감시, 감독 

문제점 야기 

• 전력과소비 

• 재무구조 악화 

• 수요관리의 애로 

 전력시장 한계 및 문제점 

 경쟁도입 정책 의지 약화와 전력시장 참여자의 성과동기 부족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가격신호부재로 인한 수요-공급의 비효율성 증가 

 판매경쟁 지연으로 공급자 중심 구조 지속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차단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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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구조와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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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2 ‘09 

1단계 : 발전경쟁 2단계 : 배전/도매경쟁 3단계 : 소매경쟁 전단계 :일부 민자 
참여 

발전 

송전 

배전 

Energy flows in same 
company 

소비자 

민자발전 
사업자 

Energy Sales 

전력입찰시장 

송전회사 

배전회사 

민자발전 
사업자 

Bidding 

소비자 

배전/독립사업부 배전/독립사업부 

민자발전 
사업자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발전 
회사 

전력입찰시장 

송전회사 

소비자 소비자 

배전/판매회사 배전/판매회사 

민자발전 
사업자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발전 
회사 

전력입찰시장 

송전회사 

소비자 소비자 

한전 
영역 

변화 
특징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 발전/송배전/
판매까지 
한전이 담당 

• 일부 민자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기 
공급 

• 발전 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 

• 발전사간 경쟁 (6개 발전자회사) 

• 전력입찰시장 설립 

• 송전/배전 및 판매기능은 한전이 
독점구매자로서 시장에 참여 

• 한수원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 

• 배전부분을 한전에 완전분리, 
경쟁체제 도입 

• 송전망 개망을 통해 배전회사의 자유 
로운 사용 보장 

•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 

• 배전망 개방 
- 일반소비자가 배전회사 선택 

• 구조개편 완료 후, 한전은 송전만 
담당하며, 배전/판매는 경쟁체제 
및 민영화  

 

개편 진행 개편  중단 / 미완성  

Time Frame 
진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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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구조개편 추진사례 



정책추진 과제 
① 시장 진입장벽 철폐 – 경쟁적 시장체계 구축 

1)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중심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부가서비스 개발 및 전력소비 효율화에 주력  

  ▪ 다양한 에너지사업자가 에너지 판매, 관련 서비스, 컨설팅 등 사업영역 확대     

2) 일본의 전력 소매시장 개방 

  ▪ 일본은 2016년 4월 전기 소매업에 대한 참여 전면 자유화  

  ▪ 소매시장 참여 자유화에 따라 전력서비스 결합서비스 결합 판매, 소매전력  원스

톱서비스, 소매전력 포인트서비스 등의 신규 사업 활성화 전망 

  ▪ 소프트뱅크, 도쿄가스 등 전기+휴대폰+인터넷+가스 등 복합상품 출시 가능  

3)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발표(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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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편익 증가 

• 다수의 판매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요금경쟁 환경 조성 

• 소비자 부하패턴 고려한 맞춤형 요금 가능. 타사업자와의 요금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통한 계통안정성 확보 및 이에 따른 공급비용 감소 

• 판매사업자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 증가 : 발전부문의 경쟁 및 원가절감 
유도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 

• 독점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성(X-inefficiency) 제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이종상품간의 결합 및 수요관리와 같은 신규서비스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신규사업기회 증대 

•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사업자와 통신·건설·유통 등 이종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입으로 
결합상품 출시 등 다양한 신산업의 등장 및 활성화 기대 가능 

• 전력수요관리 및 컨설팅 등 신규서비스 사업의 창출 가능 

• ICT 기술과 융·복합으로 에너지신산업 촉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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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시장체계 구축의 효과 



 한전의 판매마진 증가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 확보 

• 유가하락과 기저발전의 증가로 SMP 하락  

• 160.8원/kWh (’12년) → 101.7원/kWh (’15년) 

• 도매가격 하락에 따라 정산단가는 6.7% 인하. 판매단가는 19% 인상 

• 송·배전망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전의 판매마진은 상당히 높은 편임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 ‘14년 1.2조원 → ’15년 2.2조원 → ’16년 3.6조원 

• 소비자는 한전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는 신규사업자 선택하므로 요
금 상승 가능성 없으며, 한전은 일반전기사업자로서의 기능(last resort) 

• 판매시장 개방은 사업자에게 특정지역 공급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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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시장체계 구축의 효과 



1)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제고 및 신산업 활성화  

  ▪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적정한 자원배분 형성 구조 구축 

  ▪ 규제요금 체계 개편,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수익모델 개발이 가능한 요금제의 자율성 강화 방향 

2) 수익모델 개발 : 동태적 요금제로 전환 

  ▪ 시간대별 에너지 요금차이 활용 : 소비자 행동변화 유도 가능한 요금제 

  ▪ 소비자도 일정부분 위험을 분담, 소비자 선택권 활용 구조로 변화 

  ▪ 소비자 선택권으로 공급자들 간 요금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 방식 

3) 요금체계의 개선 사항 : 지역적 공급비용의 차이, 외부적 환경요인 등 반영 

  ▪ 가격신호 체계의 정비 시급 

  ▪ 세제개편을 통한 환경 및 위험 요인 등 사회적 외부비용 반영 → 에너지세제개편 

  ▪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망이용료에 대한 규정 등 : 송전제약, 환경적 문제 등 반영  

  ▪ 주택용 누진요금제 개선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파생적 문제 

  ▪ 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 개선 : 시장개방 시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 가능 

  

            

정책추진 과제 
②가격기능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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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의 국제비교 

가정용 

구 분 

2012년 2013년 

총괄원가 

(원/kWh) 

판매단가 

(원/kWh) 

원가회수율 

(%) 

총괄원가 

(원/kWh) 

판매단가 

(원/kWh) 

원가회수율 

(%) 

주 택 용 143.64 123.69 86.1 141.70  127.02  89.6  

일 반 용 121.04 112.43 92.9 122.28  121.89  99.7  

교 육 용 124.99 108.84 87.1 123.07  115.99  94.2  

산 업 용 103.78 92.83 89.5 102.89  100.70  97.9  

농 사 용 132.93  42.90 32.3  129.79  45.51  35.1  

가 로 등 119.67  98.89 82.6  122.25  107.33  87.8  

심야전력 92.45  58.65 63.4  86.48  63.52  73.5  

종 합  113.94 100.67 88.4 113.13  107.64  95.1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 

자료 : 한전 영업처 요금제도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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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기능의 통합적 재정립  

  ▪ 에너지원별 관리 정책의 변화 필요 

  ▪ 에너지원의 통합적 형태로 새로운 규제정립 필요       

  ▪ 에너지원별 관리를 시장기능의 강화로 전환할 필요 

  ▪ 정부 담당부서의 기능조정 등 변화 가능 여부 

  ▪ 규제기관의 독립성 검토 

 

2) 에너지 소비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합적 관리 

  ▪ 에너지 사용정보 공유와 정보의 객관적 분석을 위한 관리센터의 설치여부 

  ▪ 개인의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별도의 조치 

  ▪ 정보사용에 대한 지침 및 활용범위 구분 등에 대한 관리 필요  

정책추진 과제 
③ 통합적 관리 및 정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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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  온실가스감축목표 
- 에너지신산업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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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 (NERC) and the 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 Corporation (CaISO), 2016 

간헐성 

소요면적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신재생 전원의 현실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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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IEA/NEA, 2015 

경제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열위에 있음.  
7% 할인율 하에서 원자력, 석탄, 가스발전의 LCOE는 중위수(Median) 기준 
USD80~110/MWh에 분포하나 신재생의 LCOE는 USD90~210/MWh까지 분포함. 

대덕이노폴리스포럼 

LCO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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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수단 한계 

수요절감 부문별 수요전망에 이미 반영, 발전부문 반영 시 중복 계산 

신재생 
목표 대비 많은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움 

* RPS 의무이행량이 ’12년 64.7%, ’13년 67.2%, ’14년 80% 수준으로 목표 대비 많은 발전량

을 기대하기는 무리 

CCS 가장 빠른 도입시기가 2023년 이후, 급속한 보급 어려움 

송배전손실 2010~2014년간 매년 4%이하로 추가 개선여력 부족 

발전부문 신기술 
신규 발전소들이 USC(Ultra Super Critical)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지

만, USC는 BAU에 이미 포함 

발전구성 변화 

(석탄 축소, 가스 

확대)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

원 구성을 기본방향으로 적시(원전확대 (38.3GW), 6차 전력수급계획

에서 반영했던 4기 석탄화력 제외) 

☞ 발전부문에서 확대가 가능하고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원자력 

대덕이노폴리스포럼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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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원자력, 신재생,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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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체발전비용(조원)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① 전량 LNG로 대체 20 60 

② 전량 유연탄으로 대체 11 136 

③ 현재의 화력발전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체 
15 111 

④ 전량 신재생으로 대체 47 - 

  타 전원으로 원전 대체 시 연간 발전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15년 원전발전량 기준) 

• 원전 발전량(’15년): 164,763 GWh 

• 화력발전 비율(‘15년) = 유연탄 : LNG : 중유 = 6 : 3 : 1 

• 비용상승분 계산식 (2015년 기준): 원전발전량 × (대체발전 정산단가 – 원전 정산단가 + 원전 고정비) 

   (* 정산단가를 발전단가로 전제하였으나, 신재생은 정산단가와 REC 비용을 합산하여 발전단가로 전제) 

•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g-CO2/kWh): 석탄 823.0, 석유 701.8, LNG 362.5, 원전과 신재생 0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원전 대체 시 발전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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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5년 8월 기준 WN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출처 : atomstroy(atomstory.or.kr), “세계 주요국 신규 원전 현황”, 검색일 : 2015.8.16 

 현재 원전은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추진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국가별 건설, 계획, 제안 중인 원전 현황 >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수출산업으로서의 원자력발전 

72 



 정부와 한전-한수원은 UAE 이후 원전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자료 : KPMG(2016) 

< 한국의 원전수출 추진 현황 > 

대덕이노폴리스포럼 

한국의 원전수출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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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  

 경쟁력 있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 기술 보유 

 외국에 원전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표준 원전 기술 보유 

 원전의 신규 수입에서 기술 자립까지의 단계적인 사업 경험을 확보 

 전략적 경제 협력의 요소로서 우리나라만의 경제 개발 경험을 확보 

 

 단점 

 표준 원전 기술 수출 시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켜야 하는 한계 

 원천 기술사와 계약 시 가격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원전 비리) 

 지속적인 원전 건설 및 운전 경험에 비하여 원전 수출 경험이 부족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열악한 파이낸싱: 국가 재정과 민간 금융의 한계, 정부 규제로 인한 대규모 파이낸싱 조달 제약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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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는 대세, 저탄소경제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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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 
 화석에너지시대에서 저탄소경제로 나가는 에너지전환시대 초입 
(Paris Agreement) 

 에너지전환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까? – 현실을 직시할 필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무탄소)에너지의 
기술 개발 속도에 달려 있음 

 아마도, 수 십 년 이상은 걸릴 듯… 현실의 정
확한 인식이 필요 

 저탄소경제에 걸 맞는 시장구조와 제도 개혁(구조조정)에 착수할 시점 
 저유가시대는 구조조정의 적기 (고유가 시대에 구조조정은 더 큰 부담을 야기) 
 저유가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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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에너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 
 천연가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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