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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요약문

SK E&S 차태병 전력사업부문장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전체 배출량에서 발전부문이 약 

35%를 차지하고 발전부문 배출량의 77%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음.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30년에는 전체 배출량에서 발전부문이 약 40%를 

차지하게 되고 석탄발전에서 전력부문의 9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

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석탄발전 분야의 감축노력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표2 참조)

   석탄발전 감축은 결국 에너지 믹스의 문제로 석탄발전을 어떤 에너지

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가가 관건인데 저는“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가스발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

○ 먼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CO2 제로인 태양광, 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생가스, 연료전지와 같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약 70%에 육박하고, 

이들 전원의 균등화 원가도 매우 높아 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크게 

비효율적인 상황임 (표3 참조)

   이와 같이 현재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

지를‘개발 전원’과‘보급 전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함. 연료전지, IGCC와 같이 불완전한 기술에 대해서는 

R&D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태양광, 풍력은 

Grid Parity에 근접해 있는 만큼 보급 확대에 RPS 예산을 집중해야 함

<Shale Gas 저유가 시대의 친환경 가스발전 활용>

○ 원장님께서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의 동력을“Shale Revolution and 

Climate Change”로 뽑아 주셨는데 매우 날카로운 시각이며, 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에너지원이 천연가스(LNG)라고 

생각함. 제가 LNG발전에 몸담고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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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e Gas로 촉발된 저유가 환경변화로 인해 발전사업에 지각변동이 

발생하였음. 특히 국제 LNG 시장의 경우 장기간 유지되어온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옮겨옴에 따라 LNG 가격이 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불과 2년 前 $15/mmbtu 하던 LNG가격이 

현재는 $5/mmbtu 수준으로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임. 이로 인해 

50~60원 수준이던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연료단가 격차도 크게 감소

하여 최근 8월 전력거래소 발전단가 기준 kWh당 20원 이내로 크게 

좁혀졌음. 여기에 발전소 건설비용과 송전비용, 외부비용을 감안할 때 

"at the moment" 가스발전단가가 석탄발전단가보다 저렴한 상황임. 

따라서 굳이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이유가 없어졌고, 기존 발전기 

중에서도 LNG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수단으로 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대비 

40%, 미세먼지 배출량은 1/1,760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Bridging 전원으로서 LNG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4 참조)

<에너지신산업은 AMI를 통해 육성>

○ 앞서 설명드린“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가스발전 활용”전략은 공급측 

대안이며 끝으로 소비측 대안을 원장님 발표내용 중 에너지신산업 

부분과 연계하여 제안 드리고자 함

   원장님께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 시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한전의 판매마진 증가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저는 여기에 덧붙여 

AMI를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경쟁적 시장체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스마트미터라고도 불리는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활용한다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 정보의 파악이 가

능하여 효율적인 요금제 설계가 가능해짐.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가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AMI를 통해 시간대별 전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요금으로 책정된다면 정상적인 가격신호가 가능하게 

되어 적절한 소비가 가능해 지고 수급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소매시장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임

   제가 조사한 바로는 AMI의 단가가 현재 7만5천원 수준이며, 전국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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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기준 1조5천억원 규모임. 이 수준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큰 부

담없이 보급이 가능할 것임. 이를 통해 소매사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생겨나는 기폭제가 되어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발전소 증설도 막을 수 있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기대됨. 

에너지신산업은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해야 되고, 소비자는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AMI를 통해 에

너지신산업과 합리적 소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 내야 함.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 CO2 절감의 국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Bridging 전원

으로 저탄소 가스발전 적극 활용, AMI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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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표1. 1차에너지 수급 현황 >

                                                          (단위 : 천toe)

(2014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공급 84,612 104,944 47,773 1,650 33,002 10,956 282,938
(100%)

소비 
(전환-발전) 49,201 1,728 20,707 1,650 33,002 1,490 107,778

(38%)
소비 

(전환-발전外) - 259 26,712 - - - 26,971
(10%)

소비
(최종에너지) 35,412 102,957 354 - - 9,466 148,189

(52%)

                                                           <출처 : 2015 에너지통계 연보>

< 표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전망 >

                                                                                        (단위 : 백만toe)

분야 1990 2000 2011 2012 2013 '90 대비
증감률(%)

2030
(추정)

에너지 241.3 410.4 594.1 597.3 606.2 151.2 738.9

발전 47.8
(16%)

134.9
(27%)

264.0
(39%)

268.5
(39%)

274.7
(40%) 474.7 333.1

(39%)
석탄 17.1

(6%)
86.4

(17%)
192.1
(28%)

187.6
(27%)

195.7
(28%) 1,044 237.3

(28%)
비에너지 51.0 88.4 86.6 87.0 88.3 73.1 111.7

산업공정 20.4 49.8 51.8 51.5 52.6 158.2 75.6
농업 20.8 20.8 20.2 20.7 20.7 ▲0.2 20.7

LULUCF ▲34.2 ▲58.9 ▲48.7 ▲44.8 ▲42.9 25.3 -
폐기물 9.8 17.8 14.6 14.8 15.0 52.2 15.5

총배출량
(LULUCF제외)

292.3 498.8 680.6 684.3 694.5 137.6 850.6

순배출량
(LULUCF포함) 258.1 439.9 632.0 639.5 651.7 152.5 -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 : 토지이용에 따른 배출량 자연 증감 

                                                 (출처 :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G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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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신재생에너지 원별 Data >

(2014년) 부생가스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소각 해양E 기타
(Bio 등) IGCC 합계

설비용량
(MW)

1,373
(30.7%)

1,791
(40.0%)

166
(3.7%)

604
(13.5%)

152
(3.4%)

255
(5.7%)

132
(2.9%)

380
(‘16 가동) 4,474

발전량
(MWh)

8,261,438
(56.2%)

2,140,501
(14.6%)

1,588,077
(10.8%)

1,134,593
(7.7%)

507,726
(3.5%)

492,172
(3.3%)

571,187
(3.9%)

2,663,040
(‘16 가동)

14,695,694

CO2

배출계수
2.0

(KPX) 0 0.5
(KPX)

0 - 0 - 0.7
(KPX) -

LCOE
(원/kWh) 213(美) 173 240 154 73(美) 314(美)

471(EU)
247(美)
157(EU) 269(美) -

‘11~’15
투자비(억원) 5,950 37,347 - 12,521 - - - 13,000

(‘16 가동)
70,000

+ α
‘15년 REC
정산금(억원) 2,087 1,354 1,886 1,176 263 877 2,778* 0 10,420

                                                * 대수력(1,333억원), 소수력(528억원), 바이오(917억원)

                                               ( 출처 : 전력통계시스템(EPSIS), 직접 탐문, 내부 추정)

< 표4. 전원별 발전비용 비교 >

원 원자력 유연탄 LNG 비  고
발전원가 4 35 63  ’16년 8월 기준
고정비 43 22 14  김광인 교수 (‘15.11)송전비용 4 4 0
소  계 51 61 77

연료수입부과금 0 0 -3.2   24.242원/kg
환경/외부비용 3 50 23 EU CASES 결과 적용

발전비용 54 111 97
주 : 발전원가는 전원별 최소비용 / 고정비, 송전비용은 평균값 사용

(단위 : 원/k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