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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용최적화 전산모형인 MESS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

하여 국가 에너지 구성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안’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반한 ‘신에너지1안’, 그리고 이 두 

안을 절충한 ‘신에너지 2안’에 대해 2030년까지 발전원별 총 발전량 및 설비용량을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총 시스템 비용을 추산하였다. 특히, 전력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모형을 개발하

기 위해 ‘부하구간(144개)’을 구분하여 시간대별 전기의 수요 패턴을 묘사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의 공급 특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총 발전량 전망에 있어 BAU는 654 TWh, NEP-1은 636 TWh, NEP-2는 647 TWh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총 설비용량은 신에너지1안 및 2안 모두 기준안에 비해 20 GW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030년 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기준안이 38GW인데 반해 신에너지 안들은 60 GW에 달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의 경우 지리적 제한 등으로 인해 

충분한 용량 증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기준안과 신에너지 1안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2030년까지 기준안의 경우 2016년 기준 19.4%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에너지 

1안  또한 17.8%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에너지 2안의 경우는 2016년 

대비 33.4%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의 동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체적인 

시스템 소요 비용은 기준안이 506조원, 신에너지 1안이 683조원, 신에너지 2안이 60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색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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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비용 최적화 전산 모형을 이용한 에너지 모델 구축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동안 정책연구센터는 에너지 전망분야의 정책분석에 있어 국제기구 및 국내 전문 기관들

의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이를 응용하는 자료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원자력정책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우리만의 고유한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과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능

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최근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최근 들어 국내외 에너지 및 전력정책은 안전과 친환경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정책 방향

의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내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사고 등으로 야기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국내외적으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공약들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에너지 수급문제, 비용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폭넓고 싶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에너지 구성을 위해 비용

최적화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첵연구센터의 정책 자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발생 가능한 에너지 구성 전망에 대한 논쟁에 도움이 되는 자료

를 생산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비용최적화 모형인 MESSAGE(Model for Energy Supply System 

Alternatives and their General Environmental Impac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 모

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MESSAGE는 예측된 미래 수

요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전원 구성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에너지모델링, 기후변화, 환경영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MESSAGE는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에서 1970년대

에 개발되었고 이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개선되어 회원국에 보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의 수급 특성 및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특성을 정확히 모사코자 ‘Load Region’을 세밀히 분류하여 이에 따른 수요공급 패턴을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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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수요전망 뿐만 아니라 각 전원별 추가 건설 및 폐쇄 계획을 조사에 따른 공급 특성 

또한 모형 구축에 반영하였다. 특히 각 전원의 기술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자료 데이터를 구

축하고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여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안(BAU case)’과 에너지 전환 정책

에 기반하는 ‘신에너지 1안(New Energy Policy case-1)’, 이들 두 안을 절충한 ‘신에너지 2

안’에 대해 2030년까지 발전원별 총 발전량 및 설비용량을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전체적인 시스템 소요 비용을 예측하였다.

총 발전량 전망에 있어 BAU는 654 TWh, NEP-1은 636 TWh, NEP-2는 647 TWh로 추

정되었다. 이에 따른 총 설비용량은 신에너지1안 및 2안 모두 기준안에 비해 20 GW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030년 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기준안이 38GW인데 반해 신

에너지 안들은 60 GW에 달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

는데 이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의 경우 지리적 제한 등으로 인해 충분한 용량 증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기준안과 신에너지 1안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2030년까지 기준안

의 경우 2016년 기준 19.4%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에너지 1안  

또한 17.8%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에너지 2안의 경우는 

2016년 대비 33.4%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

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의 동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체적인 시스템 소요 비용은 기준안이 506조원, 신에너지 1안이 

683조원, 신에너지 2안이 60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비용최적화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연구센터 고유의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원자력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비록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배치되지만 전력 정책 수립에 있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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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Building an Energy Model by Using MESSAGE Progra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the meantime, the Policy Research Center of KAERI has produced date that 

cites or applies data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domestic specialized 

agencies. However, as a leading institution in the nuclear energy policy field, we 

need our own energy model and ability to produce high quality data as soon as 

possible. This is considered to be more necessary that the recent environment 

changes.

In recent years, domestic and overseas energy policies have been shifting in 

direction as safety and environment friendly issues are emerging. In particular, 

we are shifting the energy policy paradigm in order to achieve domestic and 

overs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nd reduction of dust, and to relieve the anxiety about nuclear safety caused by 

nuclear accident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energy supply 

&demand problems and cost problems aris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an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broad discussion. 

This study look into for future electricity supply in Korea and evaluate 

alternative policy options in term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AEA’s energy planning model MESSAGE is used for constructing and analyzing 

alternative scenarios. The MESSAGE model allows determining the least-cost 

expansion plan that fulfills the future electricity demand with an optimal mix of 

genera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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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In this study, we carefully classify the 'Load Region', which accurately simulates 

the supply & demand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o the demand forecast, supply characteristics were also reflected in 

model construction. In particular, we used a large amount of data to construc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characteristic data of each power 

source and used it as input data of the model.

Ⅳ. Result of Project

There are three scenarios in this study. One is BAU case based on 7th national 

electricity plan and another is NEP-1 case based on energy conversion policy, 

last is NEP-2 case based on hybrid two case.

It is evaluated that new energy policy brings significant changes of energy mix 

in electricity sector in 2030. Even though total installed capacity of NEP-1 is 

more than in BAU case by 20 GW, total power generation is less than BAU case. 

This is because the increasing renewable which is inefficient electricity 

generation technology in the energy mix in NEP-1 case.

Also, When it comes to carbon footprint, there are almost no difference in 

spite of significant changes of energy mix in electricity sector between BAU and 

NEP-1 case. But CO2 emission of NEP-2 case is superior than other two cases. 

We can conclude that nuclear energy plays a critical role in providing 

emission-free electricity in Korea in the future. The estimated total system cost 

of BAU scenario is to be around 506 trillion KRW, NEP-1 is 683 trillion KRW 

and NEP-2 is 608 trillion KRW.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energy model specific to the 

Policy Research Center using the cost optimization model and to analyze the 

major issues of the recent nuclear energy. Al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energy conversion policy, we hope that it can be 

used as an objective reference for the issues that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formulation of national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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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그 동안 정책연구센터는 에너지 전망분야의 정책분석에 있어 국제기구 및 국내 전문 기관들

의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자료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기관의 정책연구센터로서 우리만의 고유한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과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더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에너지 및 전력정책은 안전과 친환경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정책 방향의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내외 지속 가능한 발전 목

표를 달성하고 원전사고 등으로 야기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국내외적으로 에

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공약들을 이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7년 12월

에 국가 전력부문의 기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되었다. 본 계획은 정부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 및 수요관리, 발전설비 확충계획, 송변전 설치계획,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정책적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에너지 수급문제, 비용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폭넓고 싶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IAEA가 보

급하고 있는 MESS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MESSAGE는 예측된 미래 수요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전원 구성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에너지모델링, 기후변화, 환경영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MESSAGE는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에서 1970년대에 개발되었고 이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개선되어 회원국에 보급되고 있다. MESSAGE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장점에 비해 모델링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만 하는 등 연구자의 능

력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전력 부문에 있어서

는 시간별로 변화는 수요 패턴을 묘사하기 위해 ‘부하영역(Load Region)’을 적절히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원과 같은 간헐성 전원의 경우 시간/계절에 따른 발전 패턴을 반

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MESSAGE 프로그램은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아이디어 및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AEA 

PESS(Planni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1) 와 공동연구를 통해 MESSAGE 프로그

1) IAEA의 MESSAGE 관련 주 업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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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운영 및 분석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전력부문의 

특색을 반영하고 모델링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책연구센터 고유

의 에너지 모델을 확립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국

내외 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 및 전망을 정리하였다. 전력 부문 현황은 IEA보고서나 국내 

전문기관들의 보고서, 전력통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력 부문 전

망은 국가 전력 분야 중장기 계획인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협약 현황 및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

여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MESSAGE 프로그램의 특징 및 

전력부분 모델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MESSAGE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델링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2030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전력구성, 이산화탄소 감

축, 소요 비용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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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 분석

제1절 국내/외 에너지부문 현황 및 전망

1. 국제 현황 및 전망

가. 1차 에너지 수요 현황 및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세계에너지수요전망(World 

Energyj Outlook(WEO)-2017)’ 보고서에 의하면, 2016~2040년 기간 중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 규모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00 Mtoe에 이를 전망이다(표 2-1). 특

히 1차 에너지 수요 중 석탄 및 석유의 증가율은 연평균 0.2% 및 0.4%에 그치는 반면, 가스,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 수요는 연평균 1.6% 증가

하여, 2040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며 원자력도 연평균 1.6% 증가하여 

2040년 총 수요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은 2016년 2% 수준

에서 2040년 6%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청정에너지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

고 2040년 총 1차 에너지 수요 중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2-1).

그림 2-1. 에너지원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비중 추이 비교(2016년, 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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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현황 및 전망(신정책 시나리오)(1)

(단위: Mtoe)

구 분 ‘16e ‘25 ‘30 ‘35 ‘40
증가율

(‘16~’40, %)

석 탄 3755 3842 3896 3909 3929 0.2

석 유 4388 4633 4715 4764 4830 0.4

가 스 3007 3436 3737 4068 4356 1.6

원자력 681 839 897 949 1002 1.6

수 력 350 413 459 499 533 1.8

바이오 1354 1530 1630 1721 1801 1.2

기타신재생 225 490 676 896 1153 7.0

합계 13,760 15,182 16,011 16,806 17,584 1.0

출처: IEA(2017.11), World Energy Outlook 2017 
(1) WEO-2017에서는 CPS(현정책 시나리오), NPS(신정책 시나리오), SDS(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의 3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신정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서술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가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2-2). 우선 2016년 이후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2016~204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 증가하여 2040년 총 1차 수요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수

요에서 화석에너지 비중은 2016년 90% 수준에서 2040년 70%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원자력 수요는 연평균 7% 이상 증가하여 2040년에 1차 에

너지 수요의 8%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2016~2040년 기간 동안 연평균 3% 이상 증가하여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1차 에너지 수요에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은 2016년 75%에서 2040년 

77%로 국제적인 화석에너지 감축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을 보일 전망이며 원자력의 수요는 연

평균 9% 수준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인도의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원

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에서 2040년 4%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 및 EU 등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의 1차 에너지 수요는 기간 중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16~2040년 기간 중 연평균 0.1% 감소하고 EU

의 경우는 연평균 0.8% 감소하여 2040년 총 에너지 수요 비중에서 각각 12% 및 7% 수준으

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의 수요는 미국의 경우 연평균 0.7% 감소하여 2016

년 10%에서 2040년 9% 대로 축소될 전망이며, 유럽의 경우 연평균 1.4% 감소하여 2040년 

비중은 1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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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국 1차 에너지 수요 현황 및 전망(신정책 시나리오)

(단위: Mtoe, %)

국 가 ‘16e ‘25 ‘30 ‘35 ‘40
증가율

(‘16~’40, %)

미 국 2154(16%) 2188 2162 2132 2122(12%) -0.1

(원자력) (10.1%) (9.2%) (9.1%) (8.8%) (8.8%) (-0.7)

E U 1594(12%) 1485 1414 1350 1312(7%) -0.8

(원자력) (13.7%) (12.8%) (11.8%) (11.6%) (11.8%) (-1.4)

중 국 3006(22%) 3439 3631 3742 3797(22%) 1.0

(원자력) (1.8%) (4.8%) (6.0%) (7.0%) (7.6%) (7.1)

인 도 897(7%) 1228 1466 1694 1901(11%) 3.2

(원자력) (1.1%) (2.3%) (3.0%) (3.4%) (3.8%) (8.7)

세 계 13,760 15,182 16,011 16,806 17,584 1.0

(원자력) (5%) (6%) (6%) (6%) (6%) (1.6)

출처: IEA(2017.11), World Energy Outlook 2017 

나. 발전부문 현황 및 전망

전력 소비는 소득의 증가와 전기제품 보급의 확대, 이용 편리성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EA의 전망

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40년까지의 세계 발전량 연평균 증가율은 2% 수준으로 24,770 

TWh에서 39,290 TWh로 증가할 전망이다(표 2-3). 

동 기간에서 가장 빠른 발전량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은 태양광(10.3%), 기타 

신재생(7.8%), 풍력(6.3%), 바이오(3.9%), 가스(1.9%) 순이다. 201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 37%, 가스 24%, 수력 16%, 원자력 및 신재생이 11%를 차지하였다. 이중 신

재생 전원이 크게 증가하고 석탄이 감소하여 2040년에는 석탄 26%, 신재생 25%, 가스 23%, 

수력 16%, 원자력 10% 순서로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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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계 발전량 현황 및 전망(신정책 시나리오)

(단위: TWh)

구 분 ‘16e ‘25 ‘30 ‘35 ‘40
증가율

(‘16~’40, %)

석 탄 9282 9675 9880 9968 10086 0.3

석 유 1006 719 621 549 491 -2.9

가 스 5850 6730 7581 8443 9181 1.9

원자력 2611 3217 3440 3642 3884 1.6

수 력 4070 4804 5344 5801 6193 1.8

바이오 570 867 1036 1225 1424 3.9

풍력 981 2192 2837 3547 4270 6.3

태양광 303 1264 1827 2471 3162 10.3

기타신재생 97 188 298 451 639 7.8

합계 24,770 29,657 32,864 36,097 39,290 1.9

출처: IEA(2017.11), World Energy Outlook 2017 

그림 2-2. 에너지원별 세계 발전량 비중 추이 비교(2016년, 2040년)

(표 2-4)는 세계 전원별 발전설비 구성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발전설비 용량은 2016

년 약 6,700 GW에서 2040년 12,000 GW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기간 중 가장 빠른 설비용량 증가율을 보인 전원은 발전량과 비슷하게 태양광(8.4%), 풍력

(5.4%), 기타신재생(5.4%), 바이오(3.2%) 등 대부분 신재생 관련 전원들로 예측되고 있다. 

2016년 전원별 설비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 30%, 가스 25%, 수력 19%, 신재생 14%,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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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6%를 차지하였다. 발전량 전망과 동일하게 신재생 발전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석탄이 감

소하여 2040년에는 신재생 34%, 가스 23%, 석탄 20% 수력 15%, 원자력이 4%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그림 2-3). 

표 2-4. 세계 발전설비 구성 현황 및 전망(신정책 시나리오)

(단위: GW)

구 분 ‘16e ‘25 ‘30 ‘35 ‘40
증가율

(‘16~’40, %)

석 탄 2020 2228 2296 2360 2434 0.8

석 유 443 334 287 259 233 -2.6

가 스 1650 2087 2325 2571 2800 2.2

원자력 413 448 468 492 516 0.9

수 력 1241 1460 1606 1729 1830 1.6

바이오 127 180 210 241 273 3.2

풍력 466 932 1174 1424 1664 5.5

태양광 299 939 1295 1682 2067 8.4

기타신재생 39 39 64 100 144 5.4

합계 6,677 8,647 9,725 10,857 11,960 2.5

출처: IEA(2017.11), World Energy Outlook 2017 

그림 2-3. 에너지원별 세계 설비용량 비중 추이(2016년, 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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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발전부문 현황 및 전망

가. 전력 수급 현황

2017년 말 기준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약 508,000 GWh로 2000~2017년 동안 연평균 

4.3% 증가하였다. 한편,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1년 순환단전 이후 낮아져 2014년 저점을 기

록한 이래 2%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최대전력과 설비용량의 연평균 증가율

은 각각 4.1%와 5.1%를 기록하였다. 2017년의 최대전력은 85,130 MW로 2000년에 비해 

2.1배 증가하였고 설비용량은 116,660 MW로 2000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 공급예비율

은 10% 이상을 유지하다 2005년 이후부터 하락하였는데, 이는 예측치보다 높은 전력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순환정전이 발생한 2011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는 공급예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3%를 기록하였다. (표 2-5)에

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전력수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2-5. 국내 전력수급 현황(2000~2017년)

구 분 ‘00 ‘05 ‘10 ‘15 ‘16 ‘17
증가율

(‘00~’17, %)

전력소비량
(GWh)

239,535 332,413 434,160 483,655 497,039 507,746 4.3

최대전력
(MW)

41,010 54,630 71,310 78,790 85,180 85,130 4.1

설비용량
(MW)

47,880 61,740 76,080 94,100 100,180 116,660 5.1

공급예비율
(%)

12 11 6 12 9 13

출처: 한국전력공사(2018),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   

(표 2-6)에서는 2008년과 2017년의 국내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설비를 나타내었다. 2017

년 말 기준 국내 발전량은 553,000 GWh로 2008년의 422,000 GWh에 비해 1.3배 증가하

였다. 전원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이 27.4배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가스 1.6배, 석탄 1.4배, 

원자력 1.0배 순이다. 마찬가지로 2017년 말 기준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117,000 MW로 

2008년의 72,500 MW에 비해 1.6배 증가하였으며, 전원별로는 신재생이 12.6배, 가스 2.1

배, 석탄 1.5배, 원자력 1.3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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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내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설비 추이(2008년, 2017년)

구 분 석탄 가스 원자력 신재생 기타 합계

‘08년

발전량

(GWh)
173,508 75,809 150,958 1,090 20,990 422,355

설비 용량

(MW)
23,705 17,969 17,716 728 12,373 72,491

‘17년

발전량

(GWh)
238,205 120,487 148,427 29,819 16,431 553,369

설비 용량

(MW)
36,709 37,838 22,529 9,187 10,645 116,908

출처: 한국전력공사(2018)

제시된 (그림 2-4)와 같이 2017년 말 기준 국내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32%, 석탄 31%, 원자력 19%, 신재생 8% 이었다. 이러한 설비 비중은 2008년과 비교했을 

시, 신재생 및 가스의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원자력 및 석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신재생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3배나 증가하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원

별 발전량 비중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석탄 43%, 원자력 27%, 가스 22%, 신재생 5% 순으

로 2008년과 비교했을 시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원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석탄, 가스, 신재

생 에너지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그림 2-5).

그림 2-4. 전원별 국내 설비용량 비중 추이(200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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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원별 국내 발전량 비중 추이(2008년, 2017년)

나. 전력 수급 전망(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근 정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2) 기존 수급계획이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

주로 수립된 데에 반해,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ㆍ안전

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8차 수급계획의 목표수요 전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31년까지의 전력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507.0 TWh에서 579.5 TWh(2030년 기준)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 기간 최

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85.2 GW에서 100.5 GW(2030년 기준)로의 증가가 예상

된다. 이는 2030년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3.2%, 최대전력은 11.4% 감소된 수준이다. 

이러한 수요관리 수단으로 8차 계획에서는 자가용 태양광 증설, 수요자원(DR) 시장 활용, 수

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 ICT 기술 활용 등을 들고 있다.

8차 수급계획의 목표 수요 전망은 이전의 6차 및 7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전의 7차 수

급계획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8차 계획보다 1% 이상 높았다. 이와 

더불어 최대전력 연평균 증가율도 7차 계획의 경우 2.2%로 8차 계획보다 0.9% 높았다. 즉 8

차 계획에서는 이전의 계획보다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을 낮게 하였다. 그러나 8차 계획 수립 

이후 실측된 2017년 동계 및 2018년 하계 최대전력은 8차 계획의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7년 동계의 경우 총 11차례의 수요자원(DR) 시장 활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대전력

2)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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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8.2 GW를 기록하여 목표치 보다 4% 가량 초과하였다. 또한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 속

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하계 최대전력은 약 92 GW로, 8차 계획의 예측치 86.1 GW는 

물론 7차 계획의 예측치 91.0 GW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그림 2-6).

그림 2-6. 국내 전력 시스템의 최대 전력 전망(7, 8차 계획)과 실적치 비교

(그림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원구성과 관련하여 8차 수급계획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석

탄 화력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였다. 원전에 대해서는 6기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10기의 수명연장 불허,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등을 반영하였고, 노후석탄발전소의 경우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를 비롯

한 석탄 6기는 LNG발전소로 연료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태

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47.2 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2030년까지 설비용량을 58.5 GW

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

비세 인상3)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

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 시 지역 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

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3) ‘18.4월부터 석탄 개별소비세 6원/kg 인상 시행 예정 (’17.12.1 개소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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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4)과 환경개선 효과5)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공급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원자력발전은 이번 8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단계적인 감축이 계획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신한울 1ㆍ

2호기, 신고리 4ㆍ5호기 등 4기(5.6 GW)가 준공될 예정이지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종료되는 10기(8.5 GW)의 수명연장 불허 및 신규건설 예정인 6기6)의 건설이 백지화

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반영 시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은 2017년에 22.5 GW에

서 2030년에는 20.4 GW로 감소될 전망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7)

그림 2-7. 제8차 전력수급계획 전원구성 전망

4) 8차 수급계획에서는 ‘26년까지는 설비예비율 22%이상을 유지하며,’27년 이후 신규설비 약 5 GW 건설(LNG 
3.2GW, 양수 2GW)을 통해 22% 설비예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5) 미세먼지는 ’22년 44%, ’30년 62%씩 감축하고, ’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 
3,700만톤 수준으로 전망함.

6)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신규원전 1ㆍ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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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新기후체제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1. 신 기후체제와 국가 감축기여(NDC) 결정

가. 신 기후체제 발족

2015년 12월, 19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에서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신기후체제는 1997년 열린 제3차 교토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이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

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7)과 같이 파리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에게 감축의무 기여 방안을 매 5년마다 강화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축방식의 경우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

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

와 더불어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

으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였다.

표 2-7. 파리협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

합의 분야 주요 내용

감 축
◼ 5년 주기 이전 제출된 목표보다 강화된 목표 제시 필요

◼ 모든 국가는 2020년까지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제출

재 원
◼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 규정, 선진국 이외는 자발적 참여

  - 공공기금(GCF) 등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 규정

이행 점검
◼ 5년 단위로 이행 점검 실시(2023년 최초 점검 실시)

◼ 감축목표 이행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무적 보고

기 술
◼ 개도국의 동참은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

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명시



- 30 -

파리협정과 기존의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 전부를 포함한다는 점이다.7) 이러한 변화는 중

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2011년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2013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국가별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2015년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NDC 작성에 있어 제출정보, 기여원칙, 

감축목표, 제출절차 등의 지침을 구체화하였다. 아래 (그림 2-8)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NDC

의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였다.

 

그림 2-8. 국가 감축기여(NDC)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

 
나. 우리나라 NDC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매우 커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0 이후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TF’ 산하에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감축기여(NDC) 목표를 수립하였다. 목표 수립을 위

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협의체와 온실

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동 

작업 결과 인구,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예측 등을 바탕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BAU, 851백

만톤-CO2eq)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315백만톤-CO2eq)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감축기

여(NDC)를 확정하여 2015년 6월 UN에 제출하였다.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 제출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기여의 이행방안은 

크게 국내 감축(25.7%)과 해외 감축분(11.3%)으로 구성되어 있다.

7)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38개국에 대하여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기준년도(19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의무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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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우리나라 Post-2020 감축기여 이행방안 (2015년 안)

감축 목표 이행 방안

11.3 %

(해 외)
◼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25.7 %

(국 내)

◼ 석탄화력 축소 및 원전 확대

◼ 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 자동차 평균연비도입 및 그린카 보급

◼ 탄소포집 및 저장(CCS: Cabon Capture & Storage) 도입

◼ 건물단열 강화 등

우리나라의 부문별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산업부문은 부문 BAU 대비 12% 수준 이내로 감

축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시

장 및 기술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칭)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에너지 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여 발전,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해외 감축을 위해서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을 활용한 감축목표 달성

을 제시하였다. 

2. 국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최근(2018. 7. 24)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8) 

금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315백만톤-CO2eq)의 30%(96백만톤-CO2eq)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즉, (그림 2-9)과 같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은 이전 로드맵보다 58(백만톤-CO2eq)이 추가되어 약 277(백만톤-CO2eq)을 줄이는 

것으로 보완되었다.9)

8) 환경부 보도자료(2018)
9) (기존: BAU 대비 25.7% 감축) ⇒ (수정: BAU 대비 32.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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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톤-CO2eq)

출처 : 환경부(2018) 

그림 2-9.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전, 후) 비교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

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수행할 예정이다.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

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하여 약 24백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

백만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하여 

2020년 UN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문

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99백만톤을 감축하고 건물부

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65백만톤을 줄일 계

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

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31백만톤을 줄여 나가고 그 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백만톤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을 활용하여 10백만 톤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

운 38.3백만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

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표 2-9)에서는 상기 설명한 감

축로드맵상의 부문별 감축 목표량 및 주요 감축수단을, (표 2-10)에서는 2016년 로드맵과 비

교하여 개정된 온실가스 로드맵 상의 배출전망치와 감축 후 배출량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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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내 감축로드맵상의 부문별 감축 목표량 및 감축수단(국내 감축)

부문
감축 목표량

(단위: 백만톤
-CO2eq)

주요 감축수단

합계 276.5 

전환 57.8

o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 

및 RE 3020 이행계획 등 현 정부 기후·대기·에너지정책 반영

(23.7백만톤)

o 에너지세제 개편 및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34.1백만톤 추가감

축 추진(’20년까지 확정)

산업 98.5
o 스마트공장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 생산공

정 개선, 제품 고부가 가치화 등

건물 64.5
o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수송 30.8
o 전기차 보급 확대(100만대 → 300만대),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자동차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

폐기물 4.5
o 폐기물발생 全부문에서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 메탄

가스 포집자원화 등

공공 5.3
o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강화, LED 조명가로등 보급 확대, 재생에너

지 시설 확충 등

농축산 1.6 o 논물관리 감축기술, 양질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 등

CCUS 10.3
o 기존 로드맵 감축량 10.3백만톤을 반영하되, 관계부처 합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 

기타 3.1 o 탈루부문 배출량 감소 반영 

 

출처 : 환경부(2018)



- 34 -

표 2-10. 국내 로드맵상의 배출전망치와 감축 후 배출량 및 감축률 비교

(단위: 백만톤, %)

부문
배출
전망

(BAU)

2016년 로드맵  2018년 로드맵 

감축후 배출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BAU 대비 
감축률

배

출

원

감

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농축산 20.7 19.7 4.8% 19.0 7.9%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

축

수

단

활

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 23.7

(추가감축잠재량) 

(-)34.1(2) 

에너지

신산업/

탄소포집·활용·

저장

(-) 28.2 (-) 10.3

산림흡수원
(-) 38.3 4.5%

국외감축 등 (-) 95.9 11.3%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출처 : 환경부(2018)
비고 : (1) 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톤)은 부문별 전기/열 사용에 할당, 전체 합계에서 제외
      (2) 전환부문 감축량 23.7백만톤은 확정, 추가감축 잠재량은 2020년 NDC 제출전까지 확정 

특히 기존 로드맵(2016)이 2030년 단일 목표만을 제시한데 반하여 금번에 수정된 로드맵은 

(그림 2-10)와 같이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제시하여 단계별 이행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이후에는 선진국처럼 경

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De-Coupling 추구의 정책적 의지도 담고 있

다.



- 35 -

출처 : 환경부(2018)

그림 2-1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상의 감축경로

3.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부문의 역할 및 전망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증가율이 둔화

되고 있다. UNEP(2016)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BAU 시나리오)은 2014년 53 

GtCO2에서 2020년 59 GtCO2, 2030년 65 GtCO2, 2050년 87 GtCO2에 이를 전망이다. 

2030년의 배출량은 1990년(37 GtCO2)과 2010년(49 GtCO2) 배출량 대비 각각 76%, 33% 

높은 수준이며, 2050년의 배출량은 각각 140%, 80% 높은 수준이다.

이산화탄소(CO2)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32 GtCO2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에 

의하면 2016~204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0.4% 증가에 그쳐 정체가 예상된

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발전부문은 2016년 기준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

에는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발전부문 중 석탄 화력이 이산화탄소의 

70%(2016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량은 정체되는 이른바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의 탈동조(decoupling)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에너지효율개선, 청정에너지(신재생 및 원자력)의 확대, 연료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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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신정책 시나리오)

구 분 ‘00 ‘15 ‘16e ‘25 ‘30 ‘35 ‘40

총 배출량 
(Gt-CO2)

23.0 32.1 32.1 33.4 34.3 35.0 35.7

발전부문 배출량
(Gt-CO2)

9.2 13.4 13.4 13.3 13.6 13.7 13.9

석 탄 6.5 9.7 9.5 9.5 9.6 9.5 9.5

오 일 1.0 0.9 0.9 0.6 0.5 0.5 0.4

가 스 1.8 2.8 3.0 3.2 3.4 3.7 4.0

출처: IEA(2017.11), World Energy Outlook 2017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하로 제한하되 1.5℃ 상승을 

달성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UNEP(2016)에 의하면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 53 GtCO2에서 2030년 42 GtCO2, 2050년 23 

GtCO2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BAU 시나리오에서 2030년, 205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치에 비해 각각 35%, 74% 감축된 수치이다. 이에 더하여 1.5℃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에 39 GtCO2로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BAU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40% 감축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2-11)에서는 시나리오별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

한 필요 감축량을 설명하고 있다.10)

 

출처 : UNEP(2016)

그림 2-11. 지구온난화 시나리오(2℃, 1.5℃)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감축량

10) UNEP(2016), The Emission Gap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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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205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기여도는 발전부문

(39%), 산업부문(23%), 수송부문(18%), 건물부문(14%), 기타(6%) 순으로 발전부문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IEA, 2016). 한편, 발전부문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신재생에

너지확대(45%)11), 전력소비절약(28%), 원자력확대(13%), CCS(12%), 연료전환 및 효율 증대

(2%)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

출처 : IEA ETP2016(2016)

그림 2-12. 발전부문에서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2016~2050년)

나. 국내 발전부문의 전원구성과 온실가스 감축

국내 발전부문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에서 약 36%(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

문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 특히 석탄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발전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0년 12%에서 2013년 36%로 약 3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신 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에

서의 감축 성과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온실가스배출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증가의 원인은 전력수요의 측면과 공급

구성원의 관점에서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전력수요 부문은 경제성장 및 국민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파생수요

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적인 문제, 생활패턴의 변화 등 주어진 

11) 신재생에너지원 기술별 감축 잠재량은 태양광(16%), 풍력(15%), 바이오매스(6%), 수력(5%), 기타 신재생(3%)
로 전망되었음.

12) IEA(2016),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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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반영시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전력 공급측면에서는 전력 공급원들의 경제성 및 기술

자립, 국내 부존자원의 현황(화석 연료원, 토지이용 등),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고 경제적, 물리

적 한계 요인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전력공급원의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분석 전망을 보면,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개략적으로 

에너지/전력생산 효율의 개선, 원자력 및 신재생발전의 확대, 수요관리 등의 정책수단 활용 등

이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2-12)과 같이 우리나라 전력부문의 온실가스배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비중(량)은 1차 에너지수요에서 전력생산에 활용된 에너지의 비중(전력화율)과 전

력공급부문 내에서의 전원별 구성 형태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변동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수요 및 소비행태 관점에서의 전력화율과 공급관점의 발전원 구성(mix) 요인을 의미하고 있

다. 

첫째, 전력화율은 산업의 구조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청정성과 편리성을 갖춘 전

력에너지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

력화율이 ‘90년 28.2%에서 ’10년 이후 약 40%에 근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기간에 걸친 높은 경제성장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에너지다소비 산업 성장에 

의해 견인되었다는 점은 에너지 전력소비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공급 발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력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

유, LNG 복합화력 발전의 구성 비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할지라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원(풍력, 태양광 등)의 비중에 따라 오히려 감소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전원구성에 대한 정책방향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배출 규모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과거 실적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석탄, 석유, LNG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1990년 45%에서 2013년 66.5%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석탄화력 발전

비중의 급격한 증가(1990년:18.5% ⇒ 2013년: 38.8%)는 온실가스배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990년 49%에서 

2013년 26.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 및 비중의 증

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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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국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3년)와 영향 요인

구 분 ‘90 ‘95 ‘00 ‘05 ‘10 ‘12 ‘13

국가 총 배출량 
(백만톤-CO2eq)

295.5 436.6 503.1 559.6 657.1 688.3 696.5

발전부문의 배출량
(백만톤-CO2eq)

36.0 78.0 116.9 158.1 235.4 243.3 249.5

전력화율
(%)

28.2 28.5 32.9 37.6 39.6 38.8 38.8

석탄/석유/LNG 발전량 
비중 (%)

45.0 60.7 57.0 57.5 64.8 64.4 66.5

원자력발전량 비중 
(%)

49.1 36.3 40.9 40.3 31.3 29.5 26.8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 (%)

12.2 17.9 23.2 28.2 35.8 35.3 35.8

온실가스배출의 핵심요소인 발전연료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표 2-13)와 같다. 

발전과정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의 온실가스배출(톤-CO2eq/GWh)은 ‘0’으로 가정하였다. 

배출계수만 보면 LNG복합발전에 비해 중유와 석탄화력 발전은 약 2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부터 지속된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 및 

비중의 증가는 배출계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발전부문 온실가스배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

표 2-13.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

구 분 유연탄 무연탄 중유 LNG 복합

투입에너지기준 배출계수
(톤-CO2eq/GWh)(1) 295.5 503.1 657.1 696.5

발전 효율(%)(2) 36.0 116.9 235.4 249.5

전력생산기준 배출계수
(톤-CO2eq/GWh)

28.2 32.9 39.6 38.8

(1) IPCC의 연료원별 배출계수를 적용함.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력 자료를 참조함. 

그러나 이와 같은 전원구성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존자원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전원구성 즉, 전력수급계획의 결정은 주

어진 전력수요 하에서 전력공급원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최소화의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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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과정이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 등의 환경적 특성과 정책비용, 안전성 고려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을 위한 1차 에너지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에너지 자원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공급원의 다양화 및 적정비중은 전원구성의 최종결정과정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따라서 기술 집약 발전원인 원자력발전과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전력 안보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래의 전원구성계획 및 정책방향은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오염, 

에너지안보,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력요금(산업경쟁력, 국민복지, 경제적 파급효과) 등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원구성은 발전부문 온실가스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대응 및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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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발전부문 최적 구성 모형 개발

제1절 프로그램 설명 및 모델링 과정

1. MESSAGE 프로그램의 특성

가. 프로그램 개요

발전부문의 최적 구성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변동비가 저렴한 순으로 급전순위

(Merit order)가 결정되는 현재의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장 체계를 모형화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비용최적화 모형인 MESSAGE(Model for Energy 

Supply System Alternatives and their General Environmental Impacts)를 이용하였다.

MESSAGE 프로그램은 예측된 미래 수요에 따라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 조건들을 만

족시키는 최적의 전원 구성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에너지모델링, 기후변화, 환경영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MESSAGE의 개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4년 제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부

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당시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의 Wolf Hafele와 Alan S.Manne이 주도하여 에너지 구성 전망을 위한 상향식 모

형인 Hafele-Manne Model을 개발하였다. 동 모형을 개선하여 1978년에 MESSAGE 

Version 1이 개발되었고, Version 4까지 IIASA가 모형개선을 주도하였다. 이후 IAEA는 동 

모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회원국을 상대로 동 모형의 활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개설함으로써 MESSAGE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국의 에너지계획 수행 능

력 제고에 기여하여 오고 있다. MESSAGE 프로그램은 응용분야 및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경제모형과 결합된 MESSAGE-MACRO, 환경모형과 결합된 

MESSAGE-MAGICC, 저개발국 에너지선택모형인 MESSAGE-Access, stochastic 모형인 

Robust MESSAGE 모형 등이 있다.

나. 기준 에너지 시스템(Reference Energy System: RES)

MESSAGE 프로그램은 에너지 구성 전망의 도구로써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에 의한 

최적화 모형(Optimization Model)과 물리적 흐름 모형(Physical Flow Model)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MESS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전 부문을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전 시

스템의 에너지 연결(Energy chain) 구조도인 기준 에너지 시스템(RES)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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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esource(자원), Primary Energy(1차 에너지), Gross Second Energy(2차 

총에너지), Net Second Energy(2차 순에너지), Final Energy(최종에너지)의 5개 Energy 

Level로 기준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그림 3-1).

그림 3-1. 연구모형의 기준 에너지 시스템

각각의 Energy Level은 Energy Form으로 구성된다. Resource는 국내 자원을 의미하므로 

국내탄(Domestic Coal; A-Coal)이 유일한 Energy Form이다. 1차 에너지는 석탄(국내탄, 

수입탄; B-Coal)과 가스(Gas), 석유(Oil), 핵연료(Nuclear Fuel; PWR, Candu)로 구성되어 

있는데 ‘A-Coal’을 제외한 모든 Energy Form은 수입되고 있다. 2차 에너지는 총에너지와 

순에너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력통계가 발전소 자체 소비를 포함하는 발전

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단과 송전단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 

발전소내 전력 소비율은 3.98% 수준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각각의 2차에너지 및 최종에너

지 Level의 Energy Form은 전기(Electricity)가 유일하다. 

각각의 기술(Technology)들은 Energy Level을 거치면서 특정 기술들에 의해 연관된 

Energy Form으로 변환되며 송배전 기술인 ‘TDE’을 통해 최종적으로 Final Energy Level의 

‘Elec’ 에너지 Form으로 변환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은 3.54% 수준이다. 예

를 들어 원자력 발전은 ‘PWR-import’이라는 기술에 의해 1차 에너지 Level의 ‘PWR-Fuel’

이라는 에너지 Form으로 변환된다. ‘PWR-ex’와 ‘PWR-new’ 기술은 1차 에너지 Level의 

‘PWR-Fuel’에서 2차 총에너지 Level의 ‘Elec’이라는 에너지 Form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술



- 45 -

이다. ‘Net Nuclear’라는 기술을 통해 2차 총에너지 Level의 ‘Elec’이라는 에너지 Form에서 

2차 순에너지 Level의 ‘Elec’으로 변환되며 ‘TDE’ 기술을 통해 최종 에너지 Level의 ‘Elec’로 

변환된다. 최종 에너지 Level에서 전력 수요가 계획기간 동안 외생적으로 주어지면 다양한 제

약조건 하에서 이를 최소의 비용으로 충족시켜주는 최적의 발전원을 구성하는 것이 모형의 기

본 구조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 자가발전,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적절히 묘사하기 

위해 그리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인 Small-PV와 Small-Wind를 최종 

에너지 Level의 ‘Elec’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로 독립적으로 묘사하였다.

다. 부하 구간(Load Region)의 설정

전력 수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전기는 생산과 동시

에 소비가 이뤄지며 현재까지 전력 저장 기술(Energy Storage System) 개발이 제한되어 있

고 전력저장에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전력원의 최적 구성

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력 수요 전망과 더불어 계절 시간별 전력 수요 패턴(Peak, Base 등) 

및 발전원별 전력 생산 패턴(특히 간헐적 전원인 태양광 및 풍력)을 적절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MESSAGE 프로그램에서의 Load Region 개념

(그림 3-2)와 같이 MESSAGE 프로그램은 단위 분석 기간을 계절별, 시간별로 구분할 수 있

다. MESSAGE에서의 Load region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유형별 구분이며 그 수는 연도별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연도에서 정의할 수 있는 Load region은 하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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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간 전력 수요의 부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시간대별 전력 

수요 실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3-2)와 같이 국내 실제 전력 수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

며 계절별 수요의 차이가 크다. 특히, 혹한  혹서 기간인 8~9월과 1~2월의 전력 수요량이 

많고 설날과 추석과 같은 특정 연휴 기간의 전력 수요는 1년 중 가장 낮다. 2016년 국내 평

균 전력 수요는 61,058 MW이며 최대 전력 수요는 85,183 MW, 최저 전력 수요는 39,640 

MW이다.

출처 : 전력거래소

그림 3-3. 2016년 국내 전력 수요 패턴

한편 신재생전원의 경우 기후  환경  지형에 영향을 받는 간헐적 발전원이므로 전력 생산 

패턴의 묘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 밤이나 흐린 날에는 전력을 

거의 생산할 수 없으며 풍력발전은 풍속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13) 한편, 신재생 전원의 

부지별 전력 생산 특성은 서로 상이하므로 신재생 전원의 발전 패턴 묘사 시, 국내 신재생 전

원의 평균적인 발전 특성 보다는 특정한 부지의 개개의 발전소에 대한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생산 패턴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은 영암 1호기, 풍력은 한경 1호기의 2015년 시간대별 실적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3-1. 분석대상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개요

구 분 발전소 명 평균 이용률 설비용량(MW) 피크기여도(%)

태 양 광 영암 1호기 0.158 1.5 13.0

풍 력 한경 1호기 0.278 1.5 2.2

13) 대형 풍력발전은 풍속이 12 m/s에서 최대 발전량이 가능(풍속 3~4 m/s에서 운전시작, 25 m/s 이상이면 안
전성과 기기보호를 위해 운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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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분석 대상 태양광(상, 영암) 및 풍력(하, 한경)발전의 전력 생산 패턴

(그림 3-4)의 태양광 분석 결과를 보면 낮과 밤의 전력 생산 패턴 차이를 알 수 있으며 풍

력발전의 경우 겨울의 발전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국내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패턴을 고

려하여 1년을 총 140개의 Load region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총 16개(1~12월, Peak 2개, 

Base 2개)의 계절로 구분(Seasonal type)하였으며 이를 주중(Working day)과 주말

(Saturday & Sunday)로 다시 세분화(day type)하였다. 다만 요일별 구분에서 base와 peak

는 제외하였다. 끝으로 하루를 5개의 영역(Part type)으로 구분하였는데 계절별로 일반적인 

날을 랜덤으로 선정하여 전력수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패턴을 분석하여 Load region을 

나누었다(그림 3-5).

 그림 3-5. Load region 설정방법 및 분석 모형의 부하 구간(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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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간대별 실적 전력수요와 Load region별로 재조정된 부하곡선(Load Curve)의 

비교 결과는 (그림 3-6)과 같으며 재조정된 부하곡선이 실제 관측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실적 전력수요와 재조정된 부하곡선의 평균 오차율은 0.43%로 

나타났다.

 그림 3-6. 2016년 실제 전력수요 패턴(Blue)과 모형상의 전력수요(Red)와의 비교

이와 더불어 신재생의 시간대별 실적 발전패턴과 Load region별로 재조정된 발전 패턴을 

비교하였다(그림 3-7). 분석결과 태양광의 경우 정의된 부하영역에서 모형상의 전력 생산 수치

가 실적치를 잘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 모형상의 패턴이 실적 

패턴을 잘 묘사하지 못했다. 다만 겨울에 보다 많은 양을 발전하는 전체적인 경향은 묘사가 

가능하였다. 이는 풍력의 경우 전력 생산이 불규칙하여 140개의 Load region으로는 제대로 

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하영역을 좀 더 세

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프로그램 자체에 걸리는 데이터 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신재생의 발전 패턴을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단기(1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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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신재생에너지의 실제 전력생산 패턴과 모형상의 전력생산 패턴 비교

2. 주요 입력 자료

가. 전력수요 및 최대전력

전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여러 변수들

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부문의 에너지 모델링이라는 연구의 주 목적을 

달성하고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직접 예측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신

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전력수요 및 최대전력을 예측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수급계획 작성 시 전력수요 및 최대전력을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 및 이전 계획인 7차 전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예측하였다.

최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전력 수요 예측은 7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

정되었다. 이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1% 이었으

나 8차에서는 7차보다 대략 1% 낮은 1.0%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대전력의 연간 증가율을 7

차에서는 2.2%로 예측하였으나, 8차에서는 1.3%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최근의 전력수요 증가 정체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전력수요를 과다 예측

하였다는 의견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다소 지나칠 정도로 전력수요 증가율을 낮게 설정하

였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1%, 최대전력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설정하였다(그림 3-8,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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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연구모형의 전력수요 예측 방법

표 3-2. 연구모형의 전력수요 및 최대전력 예측값

연도
전력수요
(GWh)

최대전력
(MW)

Load Factor

2016 495,680 85,183 0.7233

2017 501,133 86,197 0.7227

2018 506,645 87,222 0.7221

2019 512,218 88,260 0.7214

2020 517,853 89,311 0.7208

2021 523,549 90,373 0.7202

2022 529,308 91,449 0.7195

2023 535,131 92,537 0.7189

2024 541,017 93,638 0.7183

2025 546,968 94,753 0.7177

2026 552,985 95,880 0.7170

2027 559,068 97,021 0.7164

2028 565,218 98,176 0.7158

2029 571,435 99,344 0.7152

2030 577,721 100,526 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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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 특성 입력 자료

MESSAGE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입력 자료에는 수명기간(Life times), 이용률

(Capacity Factor) 등이 있다. 연구 모형에 채택된 기술은 크게 석탄, 가스, 석유 등의 화석

전원과 원자력, 신재생전원 및 기타 전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 크게 기존 발전설비와 신규 발전설비로 나누어 정의하

였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기존 발전설비의 경우 분석기간 내에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수

명연장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기술로 묘사하였으며 이외의 발전 원들에 대해서도 기술선택 과

정에서 기술성의 차이 및 경제성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로 묘사하였다(표 3-3).

표 3-3. 연구 모형의 주요 기술들

기  술 기존 기술 신 기술

원 자 력
경수로(12기), 고리 2/3/4, 한빛 

1/2, 한울1/2
월성 1/2/3/4

New-1400

화 력 발 전 원 석탄, 국내탄, LNG, OCGT, 석유
Coal(New-500, New-700)

LNG(New-500, New-1000)

신 재 생 원
태양광, 풍력(Onshore, Offshore), Off-gas, LFG, Fuel-cell, Tidal, 

소수력

기 타 발 전 원 수력, 양수(PPS), CHP, IGCC PPS

주) 기존 원전의 경우 분석기간 내의 수명 종료 원전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기술로 묘사함

주요 발전원의 수명(life time) 및 설비 이용률(CF: Capacity Factors)은 국내외 문헌조사

를 통해 그 값을 반영하였으며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는 실제 발전소의 연평균 설비 이용률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표 3-4. 주요 기술들의 기술적 특성

기  술 수 명(년) 이용률(%) 건설기간(년)

원 자 력 40 85 6

석 탄 30 80 4

LNG 30 85 3

PV & Wind 25
PV(15.8), 

Wind(27.8)
2

수 력 8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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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 관련 입력 자료

국내 주요 전력원들의 비용 관련 자료는 공개된 데이터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데

이터 또한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해외자료 및 일부 기술의 최근 국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확보가 어려운 자

료에 대해서는 과거 데이터에서 국내 물가지수 등을 이용한 외삽법으로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데이터를 수정하였다(표 3-5).

표 3-5. 주요 기술들의 비용관련 입력 자료

기  술
건설비

(천원/kWe)
운전유지비

(천원/kW-yr)
연료비

(원/kWh)

원 자 력주) 2,378 125.8 5.8

석 탄 (1,000MW) 1,449 38.8 37.1

LNG (700MW) 904 33.4 48.9

PV (large ground) 1,659 24.9 -

PV (Roof top) 1,843 27.7 -

육상 풍력 2,433 60.8 -

해상 풍력 5,379 194.7 -

주)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의 경우 수명연장 비용을 고려함

모델 내 각 기술들의 비용관련 입력 자료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비 및 운전유지비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입력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운전유지비

(Operation & Maintenance cost)는 고정비(Fixed cost) 및 변동비(Variable cost)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모형에서는 운전유지비를 고정비의 형태로만 인식하였다. 

연료비 또한 7차 전력수급계획의 입력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연구

개발 기금인 1.2원/kWh를 편의상 연료비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LNG의 경우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입력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용된 LNG 가

격은 현재의 가격과 큰 차이가 있어 비용 자료로 적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다. 2014년 당시의 LNG 가격은 약 15$/MMBTU(71,372원/Gcal)이었다. 이에 최근의 

LNG 시세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LNG 도입단가에 대하여 국제 시세(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와 국내 시세(에너지경제연구원)를 과거 일정기간(2011~2016년) 비

교해 본 결과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제 가격을 참고하여 국내 LNG 연료의 

도입단가를 추정하였다. BP,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등의 국제기구가 제시한 LNG 가격의 비교를 통해서, 2016년(기준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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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세는 6.94~7.5$/MBTU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IEA의 2016년도 LNG 연료비(7$/MBTU)데이터를 차용하였다.

신재생발전의 비용 자료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추정 건설비는 ‘균

등화 발전 비용 공개토론회(2017.12, 한전 주관)’를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PV 

Rooftop)과 해상풍력(Wind Offshore)에 대한 자료는 균등화 발전 비용 공개토론회 자료에 

없어 에너지경제연구원(2015)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에경연(2015)에 의하

면 소규모 태양광(PV Rooftop)의 건설비는 대규모 태양광(PV Ground) 대비 1.11배인 것으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비율을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토론회자료의 대규모(PV 

Ground) 건설비에 적용하여 소규모 태양광(PV Rooftop)의 건설비를 비례적으로 추정하였다. 

해상 풍력의 건설비 또한 적절한 국내 자료가 없어 ‘Projected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NEA)’를 참고하여 해상풍력(Offshore Wind)의 건설비가 육상풍력

(Onshore Wind)에 비해 2.21배 더 높은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표 3-6).

표 3-6. 주요 국내외 기관들의 추정 신재생 발전원 건설비 

(단위: 천원/kWe)

기  술 OECD/NEA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개 토론회

PV (large ground) 1965 1800 1659

PV (Roof top) 2633 2000 -

육상 풍력 2677 2500 2433

해상 풍력 5918 - -

 

미래 발전원의 운전유지비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건설비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였다. 운전

유지비의 경우,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 토론회’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각각 건설비의 1.5%, 

2.5%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에경연(2015)과 OECD/NEA(2015) 자료와도 일관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해상 풍력의 경우 운전유지비에 대한 

자료가 국내에 없어 OECD/NEA(2015)의 건설비 대비 운전유지비 비율인 3.62%를 적용하였

다(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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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요 국내외 기관들의 추정 신재생 발전원 운전유지비

(단위: 천원/kWe/yr)

기  술

OECD/NEA 에너지경제연구원

FOM
건설비 대비 비

중(%)
FOM

건설비 대비 비
중(%)

PV (large ground) 25.48 1.30 30.00 1.67

PV (Roof top) 34.44 1.31 33.00 1.65

육상 풍력 63.69 2.38 47.50 1.90

해상 풍력 214.20 3.62 - -

라. 제약 조건

미래 발전부문의 구성 전망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제약조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주요 발전 원들의 향후 건설 및 폐쇄 계획을 들 수 있다. 국

내와 같이 정부의 계획 하에 운영되는 전력 시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발전설비 건설 및 폐쇄 

관련 정보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만 미래 에너지원 구성 전망을 적절히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기준안(BAU)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발전설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신에너지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최근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서 변경된 발전설비 건설 및 폐쇄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7차 계획과 8차 계획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월)에 따른 큰 차이가 있다. 원자력 발전

의 경우 우선 월성 1호기의 폐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8차 계획에서는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 5 6호기 등이 준공 예정이지만 신규 6기(신한울 1

2호기, 천지 1 2호기, 신규원전 1 2호기)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노후원전 10기(8.5GW)가 수명

연장 없이 중단될 계획이다. 이러한 건설 및 폐쇄 계획에 의해 원자력 발전은 2017년에 

22.5GW에서 2030년에 20.4GW로 축소될 예정이다. 

8차 계획에서 석탄 발전의 경우 2017~2022년 기간 동안 노후 7기(2.8GW)가 폐지되고 공

정률이 낮은 신규석탄 9기 중 2기가 건설 취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3~2030년 기간에는 

당진에코 1 2호기, 태안 1 2호기, 삼천포 3 4호기가 LNG로 연료가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

라 2017년 36.9GW인 석탄발전은 2030년에는 39.9GW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LNG 및 신재생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거하여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2030년 기준 58.5GW까지 확충될 계획이다. 이는 

설비 기준으로 2030년에 33.7%에 이르며 발전량 기준으로 20%에 달한다. 특히 다양한 신재

생 발전원 중 태양광(33.5GW) 및 풍력(17.7%)을 대폭 확대해 신재생 전체의 88%수준까지 

비중을 증대할 계획이다. LNG 발전은 제주도 전력수급 대응을 위해서 2020년까지 0.125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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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 37.4GW

의 LNG 발전원은 2030년에 443 GW까지 증대될 예정이다.

표 3-8. 7차 전력수급계획 상의 발전설비 건설 계획

구 분 원 전 석 탄 LNG
신재생집

단
계

기
계획
설비

확정
반영

신고리#3 (‘16) 1400
      #4 (‘17) 1400
      #5 (‘21) 1400
      #6 (‘22) 1400
천 지* #1 (‘26) 1500
      #2 (‘27) 1500
신한울#1 (‘17) 1400
      #2 (‘18) 1400
      #3 (‘22) 1400
      #4 (‘23) 1400
신월성#2 (‘15) 1000

당    진  #9 (‘15) 1020
          #10(‘16) 1020
삼척그린  #1 (‘16) 1022
          #2 (‘16) 1022
북    평  #1 (‘16)  595
          #2 (‘16)  595
태    안  #9 (‘16) 1050
          #10(‘16) 1050
신 보 령  #1 (‘16) 1000
          #2 (‘17) 1000
여    수  #1 (‘16)  350
당진에코  #1 (‘21)  580
          #2 (‘22)  580
신 서 천  #1 (19) 1000
고성하이  #1 (‘20) 1040
          #2 (‘21) 1040
강릉안인 *#1 (‘19) 1040
          #2 (‘20) 1040
삼척화력* #1 (‘21) 1050
          #2 (‘21) 1050

포스코복합#9* (‘15)  376
동두천복합#1 (‘15)  858

          #2 (‘15)  858
서울복합 #1 (‘19)  400
        #2 (‘19)  400
장문복합 #1 (‘17)  900
        #2 (‘17)  900

GS당진복합 #4 (‘17)  950
영남복합     (‘17)  470
대우포천  #1 (‘17)  960
여주복합     (‘20) 1000
신평택복합#1 (‘19)  951
통영복합  #1 (‘18)  920
제주신규     (‘18)  200

신재생  
26,649
집  단   
4,276

폐지  
-6,760

15,200 (11기)
9,400(7기)

18,144 (20기)
16,984(18기)

10,143 (14기) 30,925
74,412

(67,652)

반영
제외

영    흥  #7 (‘23)  870
          #8 (‘23)  870
동부하슬라#1 (‘21) 1000

          #2 (‘21) 1000

3,740 (4기) 3,740

신규
의향
설비

신규#1 (‘28) 1500
    #2 (‘29) 1500

3,000 (2기)
0(0기)

3,000 

반영 합계
18,200 (13기)

9,400(7기)
18,144 (20기)
16,984(18기)

10,143 (14기) 30,925
77,412

(70.652)

주) 적색의 경우 8차 계획에서 취소된 발전소이며 청색은 연료전환(석탄⇒LNG) 대상 발전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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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전원개발 정책을 반영하여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총 신재생 발전

량의 80%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총 태양광설비의 20%를 차

지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에 대한 연간 최대 투입 제약을 각각 대규모 태양광 

1600MW, 소규모 태양광 400MW, 육상 풍력 200MW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해상 풍력에 

대한 최대 투입 제약은 고려하지 않았다. 열병합발전(CHP), 무연탄 발전, 신재생발전 등은 정

책 전원이므로 이들 발전기술의 발전량에는 연간 최소 일정량 이상이 투입되도록 하였다. 

발전시스템의 공급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예비율에 관한 설정에 있어 본 모형에서는 

전력설비 총량이 최대전력수요의 최소 22% 초과하도록 설정하였다14). 이와 더불어 (표 3-9)

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크 기여도를 고려하였다.

표 3-9. 신재생발전원의 피크 기여도

기  술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부생가스 연료전지

기여도(%) 13.0 2.2 28.0 1.1 23.3 10.2 68.6 70.1

3.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는 미래 최적의 발전원을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기

준 시나리오(BAU)에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발전원별 가정을 반영하였으며, 신에너지 

시나리오(New Energy Policy 1)은 8차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에너지 정책 안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에너지 시나리오 2에서는 원자력의 경우는 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따르며, 신재생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표 3-10).

표 3-10. 연구모형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전원별 가정

기 술 BAU NEP-1 NEP-2

원자력

- 2030년까지 15.8 GW 
추가 증설

- 고리 1호기를 제외한 수
명 연장 허용

- 2030년까지 7 GW 추
가 도입

- 모든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 불허

BAU 시나리오와 동일

석탄
- 2030년까지 11 GW 추

가 도입
- 2030년까지 2.6 GW 

추가 도입
- 2030년까지 7.7 GW 

추가 도입

LNG
- 2020년까지 8GW 추가 

도입
- 2020년 이후 제안 없음

- 도입제한 없음 - 도입제한 없음

신재생
-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량의 11.7% 차지
-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량의 20.0% 차지
-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량의 20.0% 차지

1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려한 설비예비율과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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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형의 분석 결과

1. 전력구성 전망

가. 첫해 발전량 검토

에너지 모형을 구축할 때 분석 기간의 모델 상의 첫해(본 연구에서는 2016년)의 발전 설비

를 현실의 발전 설비 용량에 일치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비 부족은 분

석 첫해에서 대부분 발생하므로 이의 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분석 첫해에는 추가 설비 

없이 기존의 발전소로만 전원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형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반복적인 수

정 작업이 필요하다.

(표 3-11)과 같이 연구 모형의 첫해 발전량은 대부분 2016년 전원별 실제 발전량과 일치하

였다. 비록 일부 전원들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BAU 시나리오와 NEP 1,2 

시나리오의 상대적인 평가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3-11. 2016년 실제 전원별 발전량과 모형상의 발전량 비교

(단위: GWh)

구 분 원자력 석탄 국내탄 LNG 석유 양수 수력 신재생

(1) 모형 172,125 225,508 6,999 126,371 12,745 332 4,336 20,831

(2) 실 
발전량

161,989 199,018 7,516 96,850 12,299 3,784 2,838 NA

(1)/(2) 1.06 1.13 0.93 1.30 1.04 0.09 1.53

  

나. 총 발전량 전망

각 시나리오별 발전량 구성 전망은 (그림 3-9)와 같다. 기준 시나리오(BAU)의 경우 2030년 

총 발전량은 654 TWh로 예측되었으며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은 원자력(287 TWh), 석탄 

(223 TWh), 신재생(70 TWh), LNG(45 TWh) 이었다. 전체 발전량에 대한 비중은 원자력이 

44.3%, 석탄이 34.5%, 신재생이 10.8%, LNG가 7.0% 순이었다. 

신에너지 시나리오 1(NEP-1)의 경우는 총 발전량이 636 TWh로 BAU보다 3%가량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NEP-1 시나리오에서 발전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152 TWh, 석탄 171 

TWh, LNG 171 TWh, 신재생 124 TWh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른 전원별 비중은 석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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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LNG가 26.9%, 원자력 23.9%, 신재생 19.4% 순이었다. 

NEP-2 시나리오의 총 발전량은 647 TWh로 추정되었으며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원자력 

287 TWh, 석탄 184 TWh, LNG 30 TWh, 신재생 124 TWh 이었다. 전체 발전량에 대한 

비중은 원자력이 44.4%, 석탄이 34.4%, LNG 4.6%, 신재생 19.1% 순이었다. 시나리오별 총 

발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BAU 및 NEP-2 시나리오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인

해 LNG 발전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NEP-1 시나리오에서는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에 따른 

대체 전원으로 LNG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시나리오별 발전량 구성 전망

다. 총 설비용량 전망

각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구성 전망은 (그림 3-10)와 같다. 기준 시나리오(BAU)의 경우 160 

GW로 2016년에 비해 약 50% 이상의 추가 설비가 필요하였으며, NEP-1, 2의 경우 약 180 

GW로 2016년에 비해 약 70% 이상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설비 이

용률이 낮은 신재생 전원을 통한 전력 생산이 증가되면서 추가적으로 설비용량이 증가한 것으

로 추정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BAU 및 NEP-2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설비용량이 39GW로 전체 설

비의 22~2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NEP-1 시나리오에서는 20GW로 전체 설비 대

비 그 비중이 12%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석탄 발전 또한 BAU 및 

NEP-2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설비용량이 29GW로 전체 설비의 16~1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NEP-1 시나리오에서는 20GW로 전체 설비 대비 그 비중이 11%로 축소될 것

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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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의 경우 NEP-1 시나리오에서 2030년 설비용량이 55 GW로 전체 설비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BAU 시나리오와 NEP-2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30 GW로 

전체 설비용량의 16~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차이가 가장 큰 발전원은 신재생이다. 현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려면 2030년에 약 60GW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는 2030년 총 발전설비 비중의 34% 가량에 해당된다. BAU 시나리오에서처럼 전체 발전량의 

11.7%를 차지하려면 약 38GW의 신재생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10.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구성 전망

라. 신재생 발전의 주요 기술별 설비용량 전망

앞선 설비용량 분석처럼, 신재생발전은 설비 이용률이 낮아 현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발전 

비중을 달성하려면 대규모의 설비용량 증설이 필요하며 정부의 계획처럼 태양광과 풍력을 중

심으로 신재생발전량을 증가시키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기술별 설비용량을 구성

해야 한다. 특히 국내의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경우 지리적/계절적 제한 조건이 존재하기 때

문에 무조건 설비를 늘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해상 풍력과 같이 비경제적이지만 

설치 상 제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기술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준 시나리오(BAU)에서는 총 신재생 설비용량 38 GW 중 태양광이 27.5 GW, 풍력이 

6.5 GW로 예측되었다.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가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

으며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이 차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NEP 1, 2 시나리오에서는 풍력발전이 전체의 40.4%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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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풍력발전에 있어 해상풍력의 설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육상풍력의 지리적 제한 때문

에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신재생 발전량(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의 20%)을 충족하기 위해 설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11).

그림 3-11. 각 시나리오에서 신재생 발전의 주요 기술별 설비용량 구성 전망

2.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가. 수입 에너지원 의존도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전체 

에너지원의 95%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석탄(국내탄은 제외), LNG 등 수입 화석연료의 전체 발전

량 대비 점유율 계산을 통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원

자력을 준국산 에너지로 분류하여 수입 에너지 의존도에서 제외하였다.  (표 3-12)와 같이 

2016년 국내 총 발전량 중 수입탄의 비중은 약 40%이며, LNG는 22%로 약 63%의 전력을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2030년 기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전력 부문의 수입 의존

도는 41.5%이며, NEP-1 시나리오는 53.9%, NEP-2 시나리오는 33%로 NEP-2 시나리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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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시나리오별 전력공급의 수입에너지원 의존도 비교

구 분

수입탄 LNG 수입의존도

TWh
총발전량 
대비 비중

TWh
총발전량 
대비 비중

TWh
총발전량 
대비 비중

2016 226 39.6% 126 22.2% 359 63.0%

BAU
(2030)

219 33.8% 45 7.0% 269 41.5%

NEP-1
(2030)

167 26.3% 171 26.9% 342 53.9%

NEP-2
(2030)

179 27.7% 30 4.6% 214 33.0%

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그림 3-12. 각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교

2016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가 19.1%, NEP-1 시나리오가 

17.4%로 두 시나리오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NEP-1 시나리오에서는 신재생발전이 증가하지

만 원자력 발전의 감소로 인해 LNG 비중이 증대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NEP-2 시나리오의 겨우 2030년에 2016년 대비 33.4%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능해 다른 두 시나리오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발전의 균

형 있는 증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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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시스템 비용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총 전력공급 시스템 소요 비용은 BAU 시나리오가 약 

506조원, NEP-1 시나리오가 683조원, NEP-2 시나리오가 60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NEP-1 

시나리오의 경우 BAU 시나리오에 비해 약 177조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

었으며, NEP-2 시나리오의 경우 약 103조원의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NEP-1 시나리오의 경우 BAU 시나리오에 비해 매년 약 12조원의 추가적인 비용 소요

가 예상되며 NEP-2 시나리오의 경우 BAU 시나리오에 비해 매년 약 6.8 조원의 추가적인 비

용 소요가 예상된다.

표 3-13. 시나리오별 총 전력공급 시스템 소요 비용

구 분

시나리오
총비용

(Trillion KRW)
고정비

(Trillion KRW)
운용비

(Trillion KRW)

BAU 506 114 392

NEP 1 683 245 438

NEP 2 608 203 378

BAU 대비
NEP 1

증가 금액 177 131 46

증가 율 35.0% 114.9% 11.7%

BAU 대비
NEP 2

증가 금액 103 116 -14

증가 율 20.4% 10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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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 에너지 전망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전력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원자력 및 석탄

의 비중이 줄어들고 간헐성 전원인 신재생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모델링을 통한 미래 에너지 구성 전망에 대한 예측은 시의적절한 

연구이며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있어 사용 프로그램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모델링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향식 비용 최적화 모형인 MESSAGE를 이용하여 정책연구센터 고유의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원자력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시작

되었다. MESSAGE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 방법과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IAEA 

PESS(Planni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전력분야의 특

징을 정확히 모델에 반영코자 전력수요 및 신재생발전원의 공급 패턴을 ‘부하영역’ 별로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부하영역은 연간 실 수요데이터, 태양광 및 풍력 발전패턴의 분석을 통해 이뤄

졌으며 모델상의 발전 패턴과 연간 실적의 재-비교를 통해 정확한 패턴 묘사가 이뤄졌음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국제 학회를 통해 이미 우수한 방식으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분야

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안

(BAU case)’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반하는 ‘신에너지 1안(New Energy Policy case-1)’, 

이들 두 안을 절충한 ‘신에너지 2안’에 대해 2030년까지 발전원별 총 발전량 및 설비용량을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전체적인 시스템 소요 비용을 예측하였다.

총 발전량 전망에 있어 BAU는 654 TWh, NEP-1은 636 TWh, NEP-2는 647 TWh로 추

정되었다. 이에 따른 총 설비용량은 신에너지1안 및 2안 모두 기준안에 비해 20 GW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030년 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기준안이 38GW인데 반해 신

에너지 안들은 60 GW에 달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

는데 이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의 경우 지리적 제한 등으로 인해 충분한 용량 증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기준안과 신에너지 1안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2030년까지 기준안

의 경우 2016년 기준 19.4%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에너지 1안  

또한 17.8%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에너지 2안의 경우는 

2016년 대비 33.4%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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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의 동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체적인 시스템 소요 비용은 기준안이 506조원, 신에너지 1안이 

683조원, 신에너지 2안이 60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비록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배치되지만 전력 정책 수립에 있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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