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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원자력 경제성분석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환경오혐방지의 국채적 강화 추세에 부웅하여 세계 각국에서 계획·실시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의 경제적 제재수단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개방 및 환경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린 라운드

가 크게 이슈가 되어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력의 바중을 고려할때 환경규제가 며치게

될 전력부문에의 영향 분석은 중요한 의미흘 지니고 있다.

본 연구혜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설비 및

발전량구성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의 톤당 한계비용을 도출함으로써 애너지

정책수립에 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원별 경체성에 마치게

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전원계획의 수립에 도움올 주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볍위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가 미치는 전력부문에의 비용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 세계의 에너지정책을 요약·정리하였고 탄소세에 대한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보았다.

- 환경오염규제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중에셔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비용을 전력공급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선형계획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원계획모형을 구성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가 미치는 전력시스템애의 영향분석 및 이산화탄소의 톤당 한계비

용을 도출하였다.

- 미래발전원악 경제성올 환경규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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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았는 이산화탄소 중섬의 환경세 현황

을 요약하였다.

국 명 세긍의 종류 내” 용 상 황

덴마크
환경세

현재의 에너지세와 병렬로 과세 내용겁토중
(탄소세， SOz세)

펀란드 연료세의 재정
탄소함유량 기준의 세를 제정，

실시중
CO2 배출 lkg당 $).018

프랑스 醒性雨짧 세수논 공해방지비용에 충당 내용검토중

독일 탄소세
실시는 1995년 이후 예정

내용검토중
수입은 대기보호에 사용

CO2 배출량 lkg당 $0.002를

이태리 탄소세 기준으로 연료별 소비량에 내용검토중

대해 과세

네덜란드 탄소세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부과

실시중
(C02 배출량 1kg당 $0.0006)

노르웨이
에너지세의 CO2세 수입은 일반재원에 도입

설시중
증세 (공공교통겨관의 개선에 사용)

스웨덴 탄소세
대기오염방지룰 목적으로 CO2

실시중
배출， 1kg당 $0.04

영국 검토중
CO2 배출산업올 대상으로

내용검토중
원인자부담을 겹토

미국 수송연료세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수송용

설시 계획
연료유， $0.43/첼런

EC 환경세
C02 배출 안정화를 위한

내용겁토중
에너지세동에 관한 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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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부문에 있어서 COz 배출완화를 위한 발전대안별 비용의 크기를 비

교·분석하였다.

배출원단위
발천출 COz C<갱

이용율 발전비용 (E)
구분 력 배출-완화량 완화비용

(%) (원!kWh) (kg-COzl
(MWe) (Base-E) (원!kg-CO2)

MWh)

원자력 1,000 75 25.31 8.5 97.5 2595

수력 10 45 3150 5.6 1004 313.7

프。려「 01 35 11488 203 85.7 1,340.2

C02 제거
1 ，αm 75 91.65 661 39.9 2,2960

(LNG)

CO2제거
1,000 75 4560 72.3 337 1,3524

(석탄)

태양광 1 15 380.94 54.9 511 7,4523

주} Base: 우리나라 전력공급시스템의 1992년도

C02 배출원단위 006 kg-COz，찌n찌1)

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제약 전제하에 도출된 전력시스템의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션형계획모델을 사용함

(l) 1996년의 C02 배출량 수준율 2000년 이후부터 적용한 경우 - 전원별 발

전설비 및 발전량 구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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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994 2α)() 2α)6

원자력 7.616 13,715 16,715
석、 r 탄 6,200 11.700 12.200

발전설비 LNG 8,164 11 .164 20,164
(MWe)

기 타 7.040 7，많6 4.683

합 계 29,019 44,165 53.762

원자력 66,707 120,143 146.423

석 탄 49,405 63,532 44,502
발전량 LNG 10,427 27,635 84.831
(GWh)

기 타 27,757 53.795 11.497

합 계 154,296 265,105 287，껑3

(2) 1992년의 C02 배출량 수준을 2000년 이후부터 적용한 경우 - 전원별 발

전설비 및 발전량 구성의 변화

구 1994 2000 2006

원자력 7,616 14,937 19,715
Ai1} 탄 6.200 11,700 11,700

발전설비 LNG 8.164 8,764 17.764
(MWe)

기 타 7,040 7 않6 4.683

합 계 29.019 42.987 53,862

원자력 66.707 154,471 172,703

석 탄 49,405 44,887 19,878
발전량 LNG 10,427 12,254 82.254
(GWh)

기 타 27.757 14,145 12,419

합 계 154,296 225.757 28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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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02 배출규제에 따른 톤당 한계비용 및 연료가격의 상숭효과 분석

구 원/C02-톤
유연탄 가격 LNG 가격

(원/톤) (원/톤)

가 γxi 안 0 38,025 221 ,778

시나리오 1 9.300 61,461 244,503

시나라오 2 14.000 73,305 255.807

주) 시나리오 l은 1996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함.

시나라오 2는 1992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함.

라. 미래 발전원의 발전비용 분석 - C02의 톤당 한계비용을 적용함.

(단위 : 원!kWh)

가존 원자로
점진적인 피동형

유연탄 화력
개량로 개량로 LNG

구

경수로 중수로 IPWR
System case case 기존

AFBC C/C
80+ 1 2 유연탄

기
자본투자바 1860 2100 19.04 133 1922 16.93 1248 1936 7.86
운전유지바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τx

연 료 비 415 203 563 627 583 589 13.78 1378 3086
안

총 계 2983 3194 3225 29.60 33.26 28.75 32.77 3907 4129

래에
자본투자배 1860 2UYJ 1904 1335 19.22 16.93 1248 19.36 786

운전유지바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안

연 료 비 415 2.03 563 6.27 5.83 5.89 2227 22 Z1 34.02
1

총 계 29.잃 31.94 32.잃 2960 3326 2875 41.26 47.56 4445

자본투자바 18.60 2109 1904 13.35 19.22 1693 12.48 1936 7.86
대
운전유지비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안
연 료 비 415 203 563 6.27 5.83 589 2656 26.56 35.62

2
총 계 2983 31.94 3225 29.60 3326 2875 4555 5185 4605

주) 대안 l은 9.300 (원/COz-ton)의 경우엄.

대안 2는 14,000 (원/COz-ton)의 경우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가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에 적용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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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에너지세 둥의 경제적 제재수단을 통하여 전원별 경제성에 영향을

마치고 전원설비 및 발전량 구성을 현저하게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어산화탄소의 한계비용이 연료가격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우랴나라의 에너

지 정책 및 장기전원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신기술의

연구개발확대와 전력소비사스템의 내부적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신속히

대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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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C02 emIssion is recognized as the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global worming , international C~ emission regulaton has been of great

concern and has been discussed actlvely on the global level Several

means of C02 emission regulation have been raised and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recently. CO2 emIssion regulation is expected to affect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natIOnal energy policy.

Since the electncity sector closely interacts wIth C02 emission,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the posslbiltty of ImplementatIon in thts

sector. Considering the enormous role played by electncity in the natIOnal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electricity sector.

The mam purpose of thIS study 15 to estImate the margmal cost of

C02 emission by analyzing the effect of CO2 emissIon regulation on the

electricity sector in terms of capacity and generation mix.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effectively 111 energy policy establishment. In

addition, the effect of CO2 emIssion regulatIOn on economic viability of

electricity generating type IS also being stud1ed 111 order to contn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lectnc System Expansion Planru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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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nalysis of the effect of CO2 emission regulation on electric. system

costs is provided in this stud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status and prospects of the energy policies including carbon

tax in ‘ major foreign countries are surveyed.

- Policy instruments for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

emission are surveyed systematically, and the control cost of C02

emission is studied in terms of ~lectricity supply.

- A model for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is developed by

using linear programming for the estimation of marginal costs of C02

emission as well as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02 emission

regul'ation on' the electric system costs.

- The evaluation is made of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mongst

the so-called next generation power options which are using new

technologies by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regulation scenario.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1



1. The status of an envIronmental tax which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amongst the developed countries is surveyed as follows:

Countries
Kind of

Contents Remarks
environment tax

-, envInronment
Denmark tax<carbon tax,

levied in parallel with
In exammation

SOl tax)
existing energy tax

revision of fuel
levied according to

Finland carbon content, that In operationtax
is, $O.018Ikg-C02

appropriatIng revenue
France acid ram tax from acid rain tax for In exammation

emIssion control costs

Germany carbon tax
implementation year

m exammation
after 1995

levied according to
Italy carbon tax carbon content, that In exammation

is,_$O.OO2Ikg-C02
levied according to

The Netherlands carbon tax carbon content, that m operation
is, $0α뼈l/kg-C02

appropnabng revenue

Norway energy tax
from energy tax for

in operation
transpoπ facilities
improvement
levied according to

Sweden carbon 떠X carbon content, that In operation
IS, $0 04/kg-COz
exammation of

England
under taxation for the

In exammation
exammatlon industry Involving

COZ emission

America carbon tax bill
taxatIOn for fossil

in legislationfuel

for the purpose of
ED environment tax COz emission In examma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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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rison of COz emission release costs by generating fuel type is

performed.

EmiSSion Reducmg m Costs for
Electnc Capacity Generatton Unit (E,) CO2 Reducing C02

Items Output Factor Cost
(kg-COd EmiSSion Emission"(MW) (%) (Won!kWh)

MWh) (Base-E.) (Worv'1<.g-COz)

Nuclear 1 ，oe뻐 75 25.31 85 975 2595

Hydro 10 45 31.50 56 100.4 313.7

Wind 01 35 114.88 20.3 857 1,340.2

LNG

(With CO2
1，아)Q 75 9165 661 399 2,296.0

Removal

FacIlity)

Coal

(With C02
1 ，α뻐 75 45.60 72.3 33.7 1,352.4

Removal

FacIlity)

Solar
1 15 잃O‘94 549 511 7,452.3

Electric

note) Average CO2 emission units of electnc supply system is 106

kg-COz/MWb in Korea In 1992,

3.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subject to CO2 emission

constraints is analyzed in tenus of power rrux and system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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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under weak regulation of CO2

errussIOn

Items 1994 2α)() 2006

Nuclear 7.616 13,715 16,715

Coal 6,200 11,700 12,200
Capacity

LNG 8,164 11,164 20,164
(MWe)

others 7,040 7,586 4,683

Total 잃019 44,165 53,762

Nuclear 66,707 120,143 146,423

Generation
Coal 49,405 63,532 44,502

(GWh)
LNG 10,427 V，없5 84,831

others 27,757 53,795 11,497
Total 154,296 265,105 경7，253

(2)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mg under stringent regulation of

C02 emission

Items 1994 2아)() 2α)6

Nuclear 7,616 14,937 19,715

Coal 6,200 11,700 11,700
Capacity

LNG 8,164 8,764 17,764
(MWe)

others 7,040 7，끊6 4,683

Total 29,019 42,987 53,862

Nuclear 66,707 154,471 172,703

Coal 49,405 44,887 19,878

Generation LNG 10,427 12,254 82,254
(GWh)

others. 27,757 14,145 12,419

Total 154,296 225,757 28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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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gmal costs and fuel price increase effects of CO2 emission

Items
Marginal cost of BItuminous coal LNG price

CO;,(Won/C02 ton) (Won/ton) (Won/ton)

Reference - 38.025 221,778

Scenario 1 9.300 61 ,461 244,503

Scen따io 2 14,000 73,305 255,807

4. Comparison of generatmg costs by future technology considering

C02 emission costs.

(unit : W on!kWh)
Existing EvolutiOnary Passive Coal

Items
reactors PWR Design Power LNG

PWR PHWR IPWR
System case case Bitu

AFBC
C/C

80+ 1 2 Coal

B Capital 1860 2109 19.04 13.3 1922 1693 12.48 19.36 7.00

A O&M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S Fuel 415 203 5.63 6.27 583 589 13.78 13.78 3000

E Total 2983 31.94 32.25 29.60 3326 2875 3277 39.σ7 41.29

Capital 1860 2100 1904 13.35 1922 16.93 ]2.48 19.36 7813
Op. O&M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1 Fuel 4.15 203 5.63 627 583 5.89 22.27 2227 34.02

Total 2983 31.없 3225 2960 3326 2875 41.26 47.56 4445

Capital 1860 2100 1904 1335 1922 16.93 12.48 19.36 700

op O&M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2 Fuel 4.15 203 563 6.27 5.83 589 26.56 26 닮 35.62

Total 2983 3194 32.25 2960 3326 2875 4555 5185 4605

Note) The cost of CCh emission is 9,300 WOn/C02-ton in option 1.
The cost of C02 emIssion IS 14，α)() WOn/C02-ton in op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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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of

C02 emission can greatly affect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mong

power options and drastically change the optimal mix of power options in

Korea. Takmg into consideratIOn of the marginal costs of C02 emission,

current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in Korea should be changed

greatly. It is suggested that the strategies for R&D investment in new

technologies as well as for the improvement in generating efficiency be

established to meet environment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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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효같
'-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온 산업·경제발전꾀 구조 및 방향설정에 의해 결정

되어지며 경제성장의 원활한 목표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현재 범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된 환경오염불질의 배출규제는 미국을 비

롯하여 선진각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정책·전략수립‘에 커다란 제약조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애서 2α%년대 初에 可視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는 에너지 소비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았다.

즉，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 동의 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에너지원별 가격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급의 양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에 요구되는

배출량악 규제한도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부문에

있어서도 장가적인 관점에서 발전원별 구성의 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개발전략의 수립이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발전비용

의 상승에 대웅하는 방안의 모색 둥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윷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의 규제량에 대한

국제적인 목표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톤당 한계비용을 분석함

으로써 탄소세에 관련된 정보를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산화

탄소의 톤당 비용윷 발전비용에 부가시킴으로써 산출되는 마래발전원의 원별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탄소세 혹은 에너지세 풍의

형태로 비용올 부과하고 있거냐 조만간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환

경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외면할수 없는 상황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용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은 전력부문의 경제·재무적 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더 이상 지연되거나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틀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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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몇 계획에 대한 주요국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둘째， 전력산업부문에 있

어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수단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고 억제

수단별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산화탄소량이 발전원별로 절감되

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배출삭감수단으로서의 경제적인 수단(과정금， 보

조금제도 동)을 분석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딴위당 삭감비용을 발전원별로

도출함므로써 전력시스템에 있어서의 배줄량 규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전

략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세째 새로운 전원계획모델을 사용하여 이산화

탄소의 톤당 비용올 전력시스템의 관점에서 산출함으로써 환경규제정책에 관

한 대략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산출된 비용올 큰거로 하여 미래발전원의 원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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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세계의 에너지 정책 및 동향

1.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가.미국
j ,

미국은 환경문제와 관련있는 에너지 법안을 ’92년 통과시켰으냐， 상하원

간의 에너지 문제해결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수립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상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하원은

에너지 첼약 및 소비 효율성에 관심이 많다. 현재 제일 많은 야산화탄소 배

출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과제는 장기 에너지전략 수렵이다.

며행정부는 아러한 문제와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선·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올 검토하

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전력회사들 간에 널려 보급되고 있는 통합자원계획은

장기전원개발계획이 갖고 있는 채원부족 문제， 입지 부족 문제， 환경문제 동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올 것으로 주목받고 았다.

또한 전력산업분야에 있어 원자펙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건설비용의 부담을 경감사키려고 노딱하고 있다. 미

국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위

한 경제적연 수단으로서 탄소세도업의 실현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론조샤애 따르면 탄소세 도입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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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주로 에너지와 환경과의 조화， 천연가스 이용- υ

의 증대 둥에 관한 것으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전반적인 환

경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지구의 날 연설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

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2000년까지 ’90\칸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로 하였다. 그

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경제척인 효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이 끝나

지 않아 감축방안 강구는 지연될 전망이다. 미국 산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계획은 매우 복잡하며， 정부계획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

고 었다. 의회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연기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산화탄소의 213를 배출하고 있는 전력사들이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국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요약하면 에너지부분의 고용확대， 석유수입 갑

축， 환경정책 강화 풍으로 말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은 천연가스 증대，

애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전원투자쩨획 합리화，

석유수입규제， 원전 규제 간소화 동에 역점올 둘 것므로 예상환다.

냐.아시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특히 중국은 앞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인 반면 일본은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를 낮출 전망이다. 일본은

향후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원자력발전 부문에 전원계획을 증가시킬 전망이

다. 특히 국제척인 추세로 되어가고 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

소 규제 방안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원자력발전부분

의 발전셜벼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대만은 최근들어 기존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반대

여론에 벌려 지연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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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존자원야 없는 대만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자국의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만정부는 환

경문제가 제기되는 석탄화력의 발전부문 비율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의 이용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채 발전부문에서는 원자

력발전 부문의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고， 그동안 국민적 반대에 의하여 유보

되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사도하고 있다. 대만의 장기 전원계획은 발

전소의 셜비능력 확대， 발전소 건설기술도입 다변화， 발전소 부지확보 둥애

주력하고 있다. 향후 대만정부의 과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가 위하여 원자력발전부문을 어떻게 잘 유도할 것인지로 귀착

될 것야다.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부국인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은 석유소비 절

감대책을 통한 석유의존도 감축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 이용으로

언하여 2차 석유위기 이후 놀라울 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 하였다， 에너지 안보자 취약한 일본

은 최큰들어 원자력에 많은 관심을 두어 핵연료 소비 증가추세에 었으며 핵

연료 주기 완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에 부섭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에 치중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 성과인 거후변화협약

풍의 설현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대체에너지 공급， 지구옹난화 방지 계획

을 위한 환경과 조화된 경제사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절약

청책을 검토중이다. 얼본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언 에너지

공급확보가 중요한 면으로 부각되어 얘너지 이용합리화 방안을 구축하고 있

다. 일본의 환경정책은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개발과 지구환경 관계기술개

발로 구분할 수 았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온 당분간은 탄소세 부과를 찬성하눈 입장을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

고， 지구온난화 경감대책으로 소비절약올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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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탄소세 부파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를 위한 일본의 에너지절약 방법은 20에년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 안정화률 위한 에너지 절약파 환경기술개발을 병행추진하

는 정책을 구상중이며， 이를 위하여 2000년의 에너지 소비를 현재의 소비추

여에 비해 부문별로 7% 절감시킬 것요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강

화하기 위하여 절약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의

환경기술개발올 촉진하기 위하여 세재혜택과 융자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

다. 연구개발 대상기술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방지 둥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화력 발잔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제거 기술 둥

이 해당된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환경세퉁이 논의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

과 부처간의 이견에 의해 도입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환경문

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경제 부국의 하나인 일본이 환경세

의 도업에 관하여 무시할 수 있눈 입장은 아니어서 일본 자체적으로 도입문

제에 따른 경제 파급올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정책올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에너지 절약， 환경사업을 아

시아 전지역으로 진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었다. 또한 환경문제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경체협력 및 정보센타를 설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1994년에

장젤할 에너지 절약 전문가 제도는 일본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올 게도국

의 필요한 분야에 파견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공해방지 기

술올 수출할 전략을 갖고 았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사회주의 개혁을 계

기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경제개혁 및 개발정책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α)()년까지 GNP의 2배 성장이라는 양적 성장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제성장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하에서 추진되고

있어 에너지 소비가 더욱 중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차에너지의 생산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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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전부문에 악영향을 주어 만성척인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원자력발전을 크게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최초의 원전인 진산발

전소를 1991년말 가동시켰다. 현재 중국온 원전을 처음 가동시킨지 불과 2년

도 안되， 파키스탄의 원자력발전소 건셜에 참여하여 ’93년 8월 초에 설비용량

30만 KW 규모의 PWR 방식의 원전건설을 착공하였다. 원전부지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에서 냥서쪽효로 280km 떨어진 차슈마 지역이다. 송전 개시

예정일은 1998년 11월이며 상업운전은 1999년 4월 예정이다. 건설될 원자로

는 중국최초의 원자로인 진산발전소와 동형이다. 현재 파커스탄에는 12만 5

천 KW의 CANDU형 원자력발전소가 1972년 부터 운영 중이다. 중국은 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이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종의 하나로 간주하고，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션 순위로 에너지 개발을 설정하여 왔다. 중

국의 주요한 에너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의 극대화 정책. 둘

째， 에너지 켈약정책의 강화이다. 셋째， 외국기술과 자금의 도입확대. 넷째，

환경문제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수립， 다섯째， 해양개발의 확대정책이다.

다.유럽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느냐는 문제가 각국의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화석연료 소비인데， 이것은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되어 있어 통합된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구가 해결해야 할 파제로

부상되고 있다. 1972년 지구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분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 되었다. 이를 계기로 m애산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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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토론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

에 관한 국제 움직엄이 활발한 가운데 현재 일부 유럽지역에서 탄소/에너지

세가 도입되고 었다. EC는 탄소세 및 에너지세를 ’93년 부터 시작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탄소

세가 부과될 경우 OPEC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

디를 비롯한 OPEC측은 선잔국이 추진하는 탄소/에너지세의 일방적 도입을

우려하여 석유의 가격구조를 변질시킨다는 주장아래 석유만이 환경파괴의 주

원인은 아니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C위원회는 에너지/탄소세의 입법화를 추진중에 았으며， 그간의 논란

을 고려할 때 통과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정치적 결론을 고려하면 입법

화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C의 환경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탄소세는

EC의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 목표의 달성에 40% 이상 기여할 것으로 평가

되며 환경정책의 강화는 환경세 도입의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환경문제를 동맹화 하여 EC 환경정책을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톡

일은 최근 향후 2005년 까지 석탄산업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에너지 절약은 향후

유럽의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 중의 하냐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유럽 각국의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워하여， 에너지 절약과 병행한

정책수단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관련 정책수단은 세제 및 가격체계의 7ij

션， 규제 강화， 에너지 공급의 효율화， 정부의 지원금 퉁이 았다. 다른지역에

비추어 볼때 유렵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특성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수단어다. 과세·과징금 풍은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수용되기 어려옵에

도 불구하고 유럽각국이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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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세 현황

현채 네렬란드， 핀란드， 스혜덴 둥에서는 탄소셰 실셔콜 결정하였으며，

환경보호의 문제에 있어 세계의 션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의 일부 선전국은 탄소세 도입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

며 i 미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제안 받고 었다.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화석연

료의 가격상숭아 예상완다. 탄소세에 대한 선진국 또는 산유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탄소세 실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아를 해결하기 위한 다국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와 조세의 도입을 살펴보면 지구옹난화에 기여도가 큰 C02 배

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단으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전세

계적으로 신충히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적 협의기구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C02 배출을 삭감하려는 추셰이다. 또한 온실가스콜 유발하는 부문이나 활동

에 조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안의 기초를 선진국 특히 유럽지역의 몇몇 선

진국은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개별국가로 언한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하여

보면 지구전체에 영향을 마치는 정도는 비교적 작으므로 전세계 국가가 환

경문제에 관섬을 갖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다자간 국가협조체제는 국익의 이견이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이며，

탄소세는 특별세이므로 석단은 톤당， 석유는 배럴당의 절대액으로 고정시켜

야 한다.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C02 양은 온실가스 전체배출량의

56%임이 밝혀졌으며 미국은 전세계 CO2 발생량의 20% 이상올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럽 전체의 배출량은 미국 보다 약간 작은양이나 미국이나

일본 보다 오히려 환경문제에 있어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산화탄소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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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억제하고 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유럽이 환경문제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이나 일본은 환경문제로 인한 애매한 자세

를 앞으로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세기에는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하여 C(객 배출이 급격하 증가할 것이며， 아시아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업국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통의견을 선전국에 제사할 경향이 있다.

1990년 현재 탄소 l톤당 스웨멘은 62$, 핀란드는 6.5$, 네덜란드는 1.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탄소세 뿐만

아니라 에너지세도 았다. 에너지세는 휘발유， 디첼유， 석탄에 대한 세금이며

탄소세와의 조정이 에너지정책 수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미국의 탄소세

시행 가능성은 미국여 탄소세를 즉각 시행하려면 연간 10억달러의 운용 경비

가 소요되며， C02 안정화를 위한 조세는 석탄가격을 대략 4배정도 상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를 실시할 경우 미국의 실질 GNP가 3% 감소가

예측 됨으로서 미국내 당분간의 탄소세 도엽은 어려올 것이 예상 된다.

C02 배출억제에 관련한 세계 각국의 환경관련 세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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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 세계 각국의 환경관련 鏡制 현황

국 명 세 제 내 용 현 황

덴마크 환경세 현재의 에너지세와 병렬로 과세 검토중

핀란드 연료세
탄소함유량 기준의 세흘 제정，

실시중
COz 배출 1kg당 $0.018

-표i:!;:!↓‘A 홈흉性雨親 세수는 공해방지비용에 충당 겹토중 ‘

독일 탄소셰
실시는 1995년 이후 예정，

검토중
수입은 대기보호에 사용

C(꿇 배출량 lkg당 $0.002를

이태리 탄소세 기준으로 연료별 소비량에 겁토중

대해 과세

네렬란드 탄소세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부과

실시중
(C02 매출량 lkg당$0.0006)

노 E 웨이 에너지세
C02세 수입은 일반재원에 도입

실시충
(공공교통기관의 개선에 사용)

)

스웨덴 탄소세
대기오염방지를 목적으로 COz

실시중
빼출， lkg당$0.04

영국 검토중
COz 배출산업을 대상으로

검토중
원인자부담을 검토

미국 수송연료셰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둔 수송용

실시계획
연료유 $O.43/Gallon

EC 환경세
C02 배출 안정화를 위한

검토중
에너지세둥에 관한 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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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력산업의 지구온난화 대책방안

1. 전력산업의 C02 억제수단 분석

지구환경문제는 1972년 3월 로마클럽에서 발표된 “성장의 한계”를 통해

세계적인 주복을 받기 서착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

립됨으로서 국제적인 관심 분야로 부각되었다. 환경문제가 처옴에는 지역적，

국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나 점차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

으며， ’ 92년 6월에 브라질 라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이와 같은

두가지 차원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국

제회의였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셔명

하였는데 이 두 협약은 각각 50개국 및 307~국의 버준서가 기탁되는 대로 발

효되게 되는데 조만간에 이 협약이 발효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주로 석유， 석탄 둥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야기되는 지구온난화에 관련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다른 어떤

환경문제 보다도 지구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아고 그 영향 또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특히 에너지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에서 소l:l 1 되는 l차에너지의 약 90%가 석

유， 석탄 동의 화석연료야며，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C02가 지구온

난화의 주요 원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눈 둥 그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력공급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C02 억제수

단을 수요， 공급， 기술， 정책/제도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국외의 대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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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및 우리나라와 대웅전략을 제시하였다.

가. 분야별 억제수단

(1) 수요측면

수요측면에서의 CO2 억제방법은 단소세/에너지세 규제방법과는 달리 미

시적야고 귀납적인 에너지절약적 접근방법이며， 에너지 수요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며치는 동태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었다. 수요측면에서 가능한 대표적

인 억제수단으로는 에너지절약， 부하관리， 에너지효율개선 동을 툴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척정 수준의 부하율을 유지하면서 최대부하를 낮추는 것

을 의며하는데 이 정의에 의해서도 양 수 았는 바와 같이 전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수요 절감에 의해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방출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

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loading

order가 변하지 않는 다면 에너지절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하는 첨두부하

인데， 이와 같은 첨두부하는 입반적으로 천연가스， 양수 동과 같이 이산화탄

소 배출이 적은 발전원으로 구성되어 었다는 사설이다. 둘째， 에너지수요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이는 발전소 조합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발전소 조합의 수정을 위한 고려를 하지 않는 다면 에너지

절약 계획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철 수 있다.

에너지절약이 주로 최대부하 관리를 통한 에너지 첼감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부하관리는 첨두시간대의 수요흘 비첨두시간대로 유도하는 부하이동

(1ρad Shifting) 방법과 경제적 유인으로 수요측의 노력에 의해 최대부하를

낮춤으로써 첨두부하 발전소의 운전을 절감시커는 최대부하삭감(Pe밟

Clipping) 방법 퉁이 었다. 이와 같은 부하관리는 부하형태와 규모변화를 유

도함으로써 신규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하며 기존발전소의 이용률을 제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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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변하는 에너지산업환경에 적웅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에너지효율의 깨션은 기술향상과 같은 하드웨어 개선올 통해서 뿐만 아

니라 개선된 에너지관리와 운전효율 향상 둥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에너

지안보를 여룰 수 있으며 신규발전설비의 억제가 가능해 환경오염배출원의

저감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저녁， 심야시간대 사이의 요금 차둥제 확대

동 계절별， 사간대별 차둥요금제 강화에 의한 전력요급구조도 에너지효율개

션을 위한 수단 즉， 환경오염 개선에 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 7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

지소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

계 에너지소비의 1.3%를 차지하여 세계 11위의 에너지소비국이 되었으며， 1

인당에너지 소til 량은 일본의 1/2 수준， 미국의 113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야고 있어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 til 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에너지이용 효율측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다 GNP 1천달러 생산을 위

해 소요되는 에너지눈 우랴나라가 O.63TOE로 일본의 O.25TOE에 비해 2.5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얼본

에 비해 우리나라는 2.5배 정도 경쟁력이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에너지이용 효율은 제품가격의 원가상숭 요인요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

가경쟁력 확보측연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 93년 11월 정부에 의해 확정 발표된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의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약 정책 전환

을 모색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이 확정안에 의하면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 97년이후 최대수요 증가융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하고 부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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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75%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06년 기준으로 667만 7.000kW의 수요판리

과를 목표로 셜정하고 있다.

(2) 공급측면

효율공급측면에서의 COz 저감대책은 발전효율 및 송전·배전·변전 동의

향상과 신형전원 개발， LNG와 같은 저탄소연료 이용 및 원자력이용 둥과 같

대해현재 및 미래발전원에

전과정에서

은 연료전환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굴에서부터 발생하는이용되기까지의연료로발전용연료의

도출과 화석연료 발전원의 발발전원의C02 배출량 분석을 통한 환경적합성

전효율 향상 측면을 중심으로 CO2 삭감효과를 평가하였다.

알표에서표 2.2-1과 같다. 이비교하면발전원별 CO2 배출량을먼저

수 있는 바와 같이 CCh 배줄량은 수력， 원자력， 자연에너지， 그리고 LNG, 석

유， 석탄발전소의 순으로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화력발전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비해 상당히및 자연에너지에옹난화영향은 원자력

및 운용‘둥 간접는 발전시 연료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C02 양이 설비

적으로 발생하는 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의 상대비교

나타났다.것으로작은배출원단위는뾰
i
<
}

ι
에 의하면 석탄， 석유， LNG의

52 이지만 설비와 운용 및 1그 비율은 발전용 연료에 대한 비율은 100 . 76

우위성이 점메탄누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 . 74 : 66으로 LNG 화력의

소비되는 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천연가스 채칩과 액화에

너지가 크고 또한 천연가스에 포함된 CO2가 많기 때문인데， 액화셔와 천연가

양의 약 25%이 다. 그러스 성분중의 CO2 양은 발전시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나 원자력발전은 연료로부터 COz를 배출하지 않고 온난화영향이 작아 LNG

화력의 1/15 - 1/60 밖에 되지 않아 환경적합형 발전원이라 볼 수 있다.

표에서 제시하는 바는 화팩은 연료로부터， 자연에너지눈 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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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원자력은 운용으로부터 가장 많은 C02가 발생함올 보여주는데 이는 발

전원별로 어떤 부문에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C02를 삭캅할 수 었

는 합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표 2.2-1 발전원별， 연료주기별 C02 배출량 비교

발전출력
온난화영 향(g-COνkWh)

발전원 (MW)
연료 설비 댄야 껴l

석탄화력 1,000 2463 LO 22.5 2698

석유화력 1,000 188.4 0.6 112 200.2

LNG화력 1,000 137.3 05 40 177.8

태양열 5 . 50.1 117 61.8

태양광 1 - 406 14.3 549

해양온도차 25 - 247 11.3 36.0
‘

파력 01 - 120 10 220

프。려「 0.1 - 130 73 20.3

원자력 1,000 - 09 76 8.5

중소수력 10 - 4.5 1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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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객 저감을 위한 공급측면에의 또 하나의 발전효율온 투입된 단위

연료에 의해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뜻하는데 발전효율이 높다는 것은 생산된

단위 전기에너지에 대해 연료의 소모량이 적다는 것올 의미하며， 발전효율이

높으면 그 만큼 연료비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발전효율의 향상은 CO2 절감을 위한 중요환 수단으로 인

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눈 화석연료 발전원을 중심으로 발전효율 향

상과 COz 절감효과를 파악하였다.

i
i

0 석탄화력 /

발전효율을 향상하는 신기술로서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초임

계압발전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이다. 이 발전형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발전

효율은 표 2.2-2에 나타나 었다. 또한 이 표로부터 효율향상은 CQz의 배출

억제에 기여하는 것요로 나타났는데 초임계압발전의 경우는 9%,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익 경우는 17%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LNG 화력

LNG화력의 경우 복합화력 발전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COz배출량올 삭감

시킬 수 있다. 표 2.2-2로부터 LNG발전소의 발전효율 향상은 C02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LNG 복합발전의 경우 20%, 인산형 복합

화력 발전으로서의 연료전지는 36% 정도까지 C02를 절감사킬 수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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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화력발전원의 발전효율 향상과 CO2 삭갑효과

(단위 : g-COνkWh)

석탄화력 LNG 화력

구
미분탄 초임계압

석탄
LNG LNG 연료

가스화
화력 발전 화력 복합화력 전지

복합발전

셜비용량
1 ，α)() 1 ，αm 1 ，αm 1 ，αm 1 ，αm 1 ，αx>

(MW)

발전효율(%) 39 43 45.2 39 49 40

연 건설 096 091 0.85 O 냉 0.49 05

운용
료

(연료 채굴，
2254 20.51 1884 399 318 255

가공，수송시

lif-
발생)

얻t:} x‘J•

(연료연소에 246.32 22341 205.02 137.3 109.3 87.0
기

의해 발생)

26983 24483 22472 177.7 1416 1130
겨l

(100%) (91%) (83%) (100%) (8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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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측면

CQz를 기술적 측면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연소배출가스에서 제거하

는 방법과 대기속에 배출된 CQz를 제거(고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의약품과 기초화학원료， 요소비료， 합성수지 퉁의 원

료나 사료원료 둥에 COz를 이용함으로써 극미하나마 C02 억제를 이룰 수 있

는 C(꿇 유효이용기술야 있다. 그려나 여기에서는 C02 유효이용기술에 대한

억제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 C02 제거기술

연소배출카스에서 C02를 채거하는 하는 방법으로서는 CQz의 분리， 회수

및 사후처리과정이 었다. C02 회수기술에는 화학홉수법， 물리홉착법， 막분리

법 둥이 었지만 효율이 양호하고 실현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LNG 화력에 t 대

해서는 PSA(Pressure Swing Absorption) 법，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Qd'C02

연소법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심해에 C02를 저장하는 것은 회수한 C(객를

탱크에 저창 심해의 해져에 펌프를 이용하여 액체 COz를 투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 2.2-3은 C02의 회수/저장 시스템은 C02 제거율이 90%이지만 총

시스템에서 본 발전소 건셜과 운용에 따른 간접적인 COz 양과 대량의 에너

지소비에 따라 실제의 C02 삭감효과는 LNG 화력의 경우 63%, 석탄화력의

경우는 72%정도이다. 이 방법은 발전소의 배출가스로부터 직접 C02를 삭감

하고 있기 때문에 C않 삭감을 위한 가장 효과척인 방법이지만 문제는 다른

방법과는 달리 에너지수지를 악화시칸다는 것여다. 즉， 발전효율의 저하와

C02 회수/저장의 설비와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경제성은 악화되

며， 화석연료의 자원고갈을 조기에 앞당기는 부작용이 있게 된다.

실제로 표 2.2‘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02 제거기술은 발전효율의

저하와 경제성 악화 동 크게 두 분야에서 부(-)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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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먼저 발전효율 측면에서 보면 C(갱 제거를 위해서는 동력이 펼요하

며 이 때문에 LNG와 석탄화력의 발전효율이 각각 17%, 28% 저하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비고란에 있는 C아 회수기술로서 :MEA(Monoethanolamine) 를

홉수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14%, 17%의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경제성 악화 측면에서도 C(객 제거 관련 셜비비 및 처

리비 때문에 발전비용이 LNG의 경우에는 약 60% 석탄화력의 경우에는 약

160%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버고에 나타난 방법은 LNG의 경우애는

140% 정도， 석탄화력의 경우에는 180% 정도 발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됩).

표 2.2-3 발전원별 C02 제거기술과 영향

비고

구 τH LNG 화력 석탄화력 LNG
화력

석탄화력

1) C02 삭감과 발전효율 저하

o 발전출력 (MW) 1 ，α)() I ，αu 앉)() 600

。 CO2 제거율 (%) 90 90 90 90

。발전효율 (%) 32.4(39)* 28 1(39)* 41.2(48)* 297(41)*

0 회수동력 (MW) 135 200 ]없 ] 166

o 기타 소비동력 (MW) 35 74

CO2 배출원단위 661 723
(g-COνkWh) U77 7)* (2698)*

2) 경제성 악화

0 발전비용 증가율 (%) ~ - 70 130 - 190 140 180

주) * : 괄호안의 수치는 회수/저장이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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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2 고정기술

COz 고정기술은 대기속으로 배출된 연소가스에서 C02를 제거하는 방법

즉， 대기중에 방출된 CO2를 식물 또는 미생물 둥을 이용해 유기물과 탄산칼

습으로 변화시켜는 것으로서 육상과 해양을 이용하는 방법이 었다. 전자는

식립 둥의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해양성 식물 플랑크톤 둥을 이

용하는 것이다. 해양성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C02의 고정은 남극해 풍파 같은

지역에 식물플랑크톤을 증식하면 표층의 해역에서 C02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에서 해양으로 CO2가 용해해 들어가는 둥의 광합성에 의해 C(가

흘 고정하는 방법이다. 표 2.2-4에서 알 수 었는 바와 같이 이 기술이 확보된

다면 많은 양익 CO2를 경제적으로 고정사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 초보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상해역에 있어서의

식물 플랑크톤의 증가 메차니즘r이나 환경영향예측 펑가에 관한 생태계 모델

구축 둥 앞요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렴에

의한 COz 고정방법은 고정량과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엄에 ‘

는 틀림이 없지만 C02의 고정을 위한 육상생물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삼립에서 홉수한 C(객는 유기탄소 형태로 무한정 고정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삼립에서의 유기탄소의 평균체류 시간은 10-20년이고 초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4년에 불과하여 삼험에 의해 흡수/고정된 COz는 또 다시 대기종

에 방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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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대표적인 CQz 고정기술

생물의
주요 내용 CO2 고정능력과 비용 벼 고종μ 류

1

0 식립에 의한 。연간 2-10톤!ha
0사막화방지 둥

C02 고정 로서 전면적에
의 생물종 보존

。식립가능면적: 수렴하면 3-20억톤
。육상의 ’등에 기여 가능

1.5-2억 ha 고정 가능
식림 。적절한 지역 및

。남아메리카， 。 C02 고정J:l I 용:
수목의 선정이

동남아시아 등이 1 ，240-37 ， 100원!fan
필요

주요 대상지역

。특정지역에 식물 。 연간 0.1 -0.5톤/ha o 국제적인 합의

플랑크톤올 증식 정도 고정 가능 형성이 필요

시켜 해수중의 oC(꿇 고정비용: 0 생태계영향 동
。해양의

C02를 고정 돼0-9，900원/Ton 의 환경영향평
식물

0 주요 장소는 (영화처112철 산포 가 확립야 필
플랑크톤

남극해와 태평양 를 위한 원료 요함

적도지역 약 43 및 수송비용}

억 ha가 해당됨

(4) 정책/제도적 측면

C(갱를 포함한 지구옹난화가스의 억체를 위한 수단은 배출가준이나 특정

셜비의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직접규제수단과 환경오염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 결과로 간주하여 이를 화폐적 유언을 제공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려

논 경제적 수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경제적 수단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거하거냐 방지하기 위한 셜

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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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보조금제도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단위당의 부과금올 징수하여

오염목표치를 관리하는 과정금제도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으로 결정된 환경목

표에 일치하는 총오염물질 배출수준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현재 또는 미

래의 배출짜에게 오염허가권을 판매하는 배출판매권 둥이 었다. 여기에서는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서 탄산가스 배출 전체에 과세하는 탄소세

의 경우는 과정금체도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세가지의 주요한 제도를 유효성 측면에서 바교하면 표 2.2-5

와 같다. 여 세가지 제도의 장기적인 효과와 단기적인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동일하다. 즉， 단기적요로는 옹실효과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인센티브효과”

이며， 또 하나의 효과는 온실효과가스 배출억제에 펼요한 사회전체의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비용효과”이다.

인센티브효과는 배출하는 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한계비용이 오염 1단위

당 과정금액과 같아지는 점까지 오염량을 감소시키도록 오염자에게 촉구함으

로써 오염의 방출량이 잡소되게 한다. 비용효과는 오염 방지비용이 비싼 시

설에 비해 싼 시설이 과정금의 인센터브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에서 사회전체

로서 가장 비용이 싼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틀 세가지 재도의 장거적인 효과로서는 기업이 온실효과가스 억

제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효과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감소를 조

장하며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있

다.

이와 같은 장 단지 효과는 똑같지만 단지 제도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

지게 되는 것이다. 도입수단에 따라서 파급되는 효과는 과정금제도나 배출

판매권제도는 잘만 활용된다면 정부의 대책재원을 확보할 수 있져만 보조금

제도는 대책재원을 제도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예산을 이용하

여 지원하는 제도이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재원을 화보할 수 있는 제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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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 배출판매권제도의 경우는 최초의 배출권 할당시에 소득분배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가농하다. 즉， 배출권올 분배할 때에 양을 조절함으로써 소득

분배정책의 실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다면 남북문제의 조정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올 것이다.

수단도입 후의 제약요언을 살펴 보면， 과정금제도와 보조금제도는 경제주

체의 수요구조라든지 비용구조가 변화하는 정도률 파악해야 하며， 이것야 다

시 제도에 피E백아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출판매권의 경우에는 최

초에 권리의 할당을 해두면 시장내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이것은 배출권

시장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다-

한편 보조금 제도는 재원조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이 때

문에 보조금의 지급에 의해 참가기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역 전체의

온실효과가소의 배출을 증가시킬 가농성야 있기 때문에 보조금제도가 오염물

질의 삭감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만

한다.

야런 측면에서 보면 배출판매권제도가 이론적으로는 효율이 가장 좋은

시스템요로 여겨지며， 과징금제도와 보조금제도 순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펑

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출억제에 필요한 비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배출

판매권과 과정금제도 중 어느 쪽이 좋은 대안인가는 배출억채의 한계비용곡

션의 기울기와 한계편익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

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겸제수단의 주요한 세가지 수단에 대한 비교를 요약하면 표

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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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주요 경제수단 비 교

비교항목 과정끔채도 보조금제도 배출권시장제도 직접규제

• 온실효과가스 배출 억제

。단기효과
’ - 온실효과가스 배출억제에 펼요한 사회전체 비용의

최소화

- 용실효파가스 억제기술의 이용 촉진

0 장기효과 1- 온실효과가스 다소비형 기엽의 감소

- 온실효과가스 억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 촉진

- 온실효과가스

배출억제(간급

억제에 특히

효과가 있옴)

- 장기적효과

측면은 상대적

으로 약함

- 정부의

。파급효과| 대책재원

확보 가능

- 정부의 대책

재원 확보가능

- 소득재분배

방법 웅용가능

• 삼림보전 정책

추진의 통기

부여

。처l 약요인

。단정

- 과징금요율

책정 펼요

- 보조금율의

책정 펼요

- 재원조달이

곤란

- 참여기엽의

증가에 의해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증가

가농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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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야 낮은

기업의 과대생산

과 생산성이 높

은 가엽의 과소

생산 위험성이

존재



나. 발전원별 환경비용 분석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올 끼치는 C02를 삭감 내

지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책방안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하

여 여기에서는 현설적으로 C02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원자력과 자연에너지 이용의 공급측면과 COz 채거 둥과 같은 기술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발전원이 가장 환경에 적합한 가룰 환경비용 측면에

서 비교·분석하였다.

여를 위해 본 연구애서는 71 존 국내전력시스템의 기준 CO2 원단위를 유

지하기 위해 C021톤을 삭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올 환경비용으로 정의하였

으며， 다음식에 따라 구했다.

환경 비용(원/톤-C02)

= 비용증분(원/kWh)/COz 삭감량(톤-COz/kWh)

= 대상발전원의 발전비용(원/kWh)/[기준 COz 원단위(톤‘CO야애!h)

- 대상발전원의 COz 원단위(톤 -COz/kWh)]

여기에서 대상발전완의 발전비용은 원자력과 수력의 경우는 국내의 ’ 92

년 실적 발전비용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국내의 실적 발전

비용과 일본의 자료흘 참조로 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기준 C아 완단위는 ’ 92

년 국내 전력시스템에서의 평균 배출량인 106 kg-COz/1ViWh으로 하였으며，

대상발전원의 CO2 원단위는 표 2.2-1의 전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이용하였다.

대상발전원은 C02 제거시셜을 갖추지 않은 기존의 전력공급시스템인 석

탄화력， 석유화력， LNG 둥의 발전원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표 2.2-1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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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을 발전원의 C02 배출 원단위는 기준 CO2 원단위 보다 훨씬 크

다. 이는 이들 발전원이 국내의 기준 C02 원단위인 106 kg-COJMWh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제거의 대상발전원이 될 뿐 이다. 즉， 이들 발전원운 여기에

서 정의한 환경비용 즉 C02 배출 완화비용의 대상발전원이 되지 못한다. 단

지 여기에서는 기준 COz 원단위 보다 적은 배출량을 갖는 발전원이 C(강 완

화를 위한 대상발전원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71 존의 국내 전원시스템에 투

입될 때 어떤 발전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에 의

미를 두었다. 이롭 위한 기본전제와 결과는 표 2.2-6과 같다.

표 2.2-6 발전부문의 C02 배출완화를 위한 대안별 비용비교

배출원단위

발전 CO2 CO2
이용율 발전비용 (&)

구분 출력 배출완화량 ‘ 완화비용
(%) (원!kWh) Ckg-C02I

(MW) (Base-Et) (원/kg-CO2)
MWh)

원자력 1,000 75 2531 85 975 259.5

수력 10 45 3150 5.6 100.4 3137

프νi 려「 0.1 35 11488 20.3 857 1,340.2

CO2 제거
1,000 75 91.65 66.1 399 2,2960

(LNG)

C<갱 제거
1 ，αm 75 4560 723 33.7 1,3524

(석탄)

태양광 15 38094 54.9 511 7,4523

주) Base: 우리나라 전력공급시스템의 1992년도 CQz 배출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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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나타난 결파에 의하띤 CO2 제거시셜올 갖춘 LNG화력과 석탄화

력 발전원은 C02 삭감에 어느 정도 기여함을 알 수 있지만 이들 두 발전원

은 COz 제거를 위한 추가 시설비용과 발전효율의 저하요인 때문에 원자력발

전에 비해 약 5-9배의 환경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연

에너지의 경우에도 C02 배출을 삭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자력에 비해 5-29

배나 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CQz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내에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으로 평가되

었다.

2. 지구온난화 대응 동향 및 전략

가.국외

지구온난화의 기술적인 대응책은 C02 억제가술(발생원 억제: 고효율화，

자연에너지 둥， 발생분 억제: C02 고정화 둥)， 기타 온실효과가스 억제기술，

척웅기술 및 과학적 해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C02에 판련한 기

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외의 대응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유럽

서구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장기적인 신기술개발 분야인 배출분 억

제에는 역점울 두지 않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배출원 억제기술의 대

응에 관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영국과 독알은 자국의 고유상황을 반영

하여 신재생에너지 (독일의 경우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이 그려고 영국의

경우에는 풍력발전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도달해 있는 실정임)와 고

효율화 석탄발전을 중시하였고 프랑스는 엑너지절약과 원자력을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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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 밖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EC에서의 연구인 “기상학 및 자연재해

에 관한 구주 프로그램(EPOCH)" 이 있지만 단지 영국만이 예산을 증액시키

고 있을 뿐 이며 다른 나라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COz 고정기술은 아직까지 이론검토 정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기술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구 각국온 실용화에 근접된

에너지절약 기술분야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이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았다.

(2) 미국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인 서구와 ，소극적인 마국과의 사이에는 장기적

기술대웅변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구규모 변동연구(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인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용난화의

과학적 해명과 이어} 연계된 분야에 관심을 보여고 있다. 즉， 미국은 온난화에

따른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산성비 및 대기오염 제어에도

유효한 대책올 강구하는 둥 "No Regret Policy"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국은 C02와 그밖의 온실효과가스 및 식렴 동도 포함된 포괄적인 접근 입

장을 취하고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었다. 또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

기구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부개입을 억제하며 최대한의 가능범위내에서

시장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C02 배출억제 측면에서논 고효율 화석연료발전， 신재생에너지 동

의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술이 실증단계에 와

있다. CO2 고정기술 측면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본에서 현

재 개발중인 기술의 바탕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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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얼본은 에너지정책으로 “장 71 에너지수급 전망”과 “지구온난화 방지 행

동계획”을 추진하고 았다. 장기에너지수급 전망은 일본경제의 안정성장， 에/너

지의 안전보장 확보， 지구온난화문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원자력/천연

가스 둥의 증가를 고려하고 었다. 지구온난화 방지계획온 환껑보전형 사회의

형성， 환경보전과 경제의 안정성장 추구， 국제협력을 기본목표로 2000년이후

의 1인당 C02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

지고 있다. 일본이 구미지역과 크게 다른 것은 대기오염 문제를 지구온난화

와는 또 다른 큰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한편 일본은 COz 배출억제， 특히 CO2 고정화기술 동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 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the Earth)흘 1990년 7월에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

의 젤립과 세계에서 선구적인 COz 고정기술의 개발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전략으로 관심아 모아지고 있다.

앞에서 주요국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한

마디로 ‘실증우선의 서구’ 와 .기초연구 중심의 마국‘ 그리고 ’ COz 고정화에

선구적인 일본‘으로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여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술분야와 각국

의 대응을 종합해 보면 표 2.2-7과 같다.

50



표 2.2-7 지구온난화 대책의 기술체계와 주요국의 추진전략

구분 억제수단 주요국의 추진 전략

一 이용효융 -
수요

에너지젤약
- 기기효율

" . 측면 - 마이용에너지·
공통의

자원회수 단기 추진전략

출 연료전환
- 저탄소화석연료

전환
-

원

억 - 복합발전 - ‘ -
제 고。그납

고효율화 - 전력저장
측면

- 연료전지 서구

비화석연료
- 신재생에너지

일본
- 원자력

-

C02 제거
- 분리， 회수

출 - 저장
기술

측면 ’
미국

억 - 육생식룹
C02 고정

제 - 해양식물
I ,

기타 온실자스 억제거술

과학적 규명

응용기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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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대웅전략

지구온난화가 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야

기시키는 온실가스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CQz의 규제에 대한 움직

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

t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먼저 지구온난화가스의 안정화 및 삭감올 위한 세계의 움직염을 보면

표 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의 목표툴 가지고 추진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지구온난화가스 중 C02에 대해

서 기준년도에 비해 삭감 내지는 기춘년도와 홍열한 수준으로 안정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유렵 국가 중 단지 프랑스 만이 2α)()년이

후 l인당 C02 방출량을 2‘0톤-CN인·년으로 안정화 한다는 방법론의 독특

함을 보이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 No Regret Pohcy"를 추진하는

며국을 중심으로 호주와 카나다는 C02 뿐만 아니라 모든 온설·가스(호주는

프론 제외)에 대책서 안정화를 꾀하려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률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최근에 확정된 장기전원계획에 의하면 발전측면에서는 장기

적으로는 0.1 C02-kglkWh 똘 유지하논 수준에서 전원구성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1996년애 DECD에 가입올 앞두고 있고 C02의 배출

량 규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댄화를 가져올 가능성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입장정려를 준비하고 대외협상에 임해야 할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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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각국의 지구용난화가스 안정화 및 삭감계획

지구온난화가스 규제

및 실행년도

목표 종류
국 명 비1 고안정화

기준년도 ~~

삭감년도

。독일 1987 2005 25% 삭감

C<객 배출량
0 댄마크 1988 2005 20% 삭감

o 뉴질랜드 1990 2α)() 20% 삭감
삭감

。오스 E 려아 1988 2005 20% 삭감

。이탈리아 1988 2005 20% 삭감

0全 EC 1990 2000 -영국의 경우는

。영국 1990 2000. 2005 2(뼈년 시점에

C02 배출량 0 스웨덴 1990 2αm 새로운 동향을

안정화 O 노 E 웨이 1989 2000 파악， 2005년 ’

。스위스 1990 2000 에 새로운 안

’ 。핀란드 1990 2에O 정화안을 모색

l인당 COz 。효랑스 1988 2000 - 20 T-CI인 년

배출량 안정화 。일본 1990 2000 - 25 T-C/인 년

(1990년수준)

GHGs 0 미국 1987 2000 호주는 2000년까지

전체배출량 。호주 1988 2α)(). 2005
안정화 후 2005년

까지 20% 삭감

삭감 。카나다 1990 2α)()
(프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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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지구옹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대웅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었는 실정이다. 여러가지 대

용방볍이 산재해 있는 상황하에서 어떤 방법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하는 지를 파악할 펼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여기

에서는 앞에서 간략히 살펴 본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웅방법

을 토대로 장·단기 판점에서의 가능한 대책을 분류하여 그립 2.2-1 처럼 정

리하였다.

이 그림애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 기술 모

든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화석연

료로의 연료전환은 단기척인 노력으로 효과즐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펑가된

다. 특히 정부에서는 에너자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 5개년계

획”을 수립하여 ’ 97년 총에너지수요를 8.8%, C02 배출량을 9.9% 젤감할 계

획이다. 발전부문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정

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대수요 감축 및 책정예

비율 범위내에서의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 둥을 계획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

으로는 주로 공급 및 기술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고

효율발전소(PFBC， IGCC, 연료전지， 태양전지 동)와 비화석연효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동의 개발과 신기술의 개발이 예상되는 고속증식로 빛 전력저

장 퉁이 주요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CO2 제거 및 고정거술

을 동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와 같은 장·단기 대책이 단속적인 하나의 대안 즉 그 시접이 되면 자동적

으로 생겨냐는 대안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기술틀이 확

립이 되고 갖추어 져야만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가지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며， 새롭게 예상되는 환경산업의 활성화 및

대외에 효과적으로 대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책/제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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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부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대책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 파악 및 분석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도 측면

수급공헌도 기술적가능성
경제적

입지，환경
실시 lead 정치，사회적

’
파급효과 tune 허용도

단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

(현재-2α)()년) (’ 01- ’ 10) (2011 년 이후)

~‘「
- 이용효율

.:i!.

- 가기효융
- 고효율바처

。

- 초전도 송전

요

2"(!. ;그

- 마이용에너지 활용

닙

- 전력저장

효‘1:

시/、떼 ε흐
.::;‘『一

-p

- 요금제도의 다양화

。

-,
- 고속증식로

며‘-
;그 며'-

- 계몽 및 정보제공

업 (PFBC, IGCC)
효』
-, 기

며‘-
공

- 기존발전시스템의
- 연료전지， ~ - CO2 제거기술

급 태양전지 등
효i

발전효율 향상

., - CO2 고정기술
ξ껴!:.

- 신형안전로 도입

면

며‘-

기
동.J'-._

- 식링
흑-1:

며‘-

그립 2.2-1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장·단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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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산화탄소 배출제약하의 전력부문 비용분석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배출이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 요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산화탄소의 대가중 배출규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초에 에너지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의 완화를 목

적으로 BTU세를 입법하고자 하였요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야 제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국의 영

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부문의 변화는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세계의 무역개

방이 일반화된 것처럼 환경부문의 세계적인 규제가 그린라운드의 형태로 다

가올 것이 예상원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산

화탄소의 배출규제가 시행될 경우 적정 전원구성 변화 및 비용변화의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탄소세 수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셔

는 발전부문의 행태를 묘사할 모형이 펼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전력-선형계획

모형을 수립하기로 한다. 발전부문의 모형화에 있어서 선형계획법을 야용한

것은， 다른 최적화 방법에 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제약이 전력부문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1. 모형 설정

볼 모형을 통하여 도출되는 변수는 끈본적으로는 연도별/전원별 발전설

비용량과 발전량이다. 물론 비용최소화 과정에서는 총비용의 크가가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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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dual value가 산출된다. 그런데 발전설비용량은

不可分性의 특정이 있으므로 연속적인- 숫자로 도출되어서는 실체적인 현실과

괴리가 있게 되며 따라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

설비의 不可分性을 고려하기 위하여 Integer program을 구현하여 각 발전셜

비의 투입은 사전에 발전원별로 주어진 설비용량을 단위로 결정되도록 함으

로써 실제 상황과 부합되도록 하였다.

목적함수로는 분석대상기간동안에 투입될 모든 발전설비의 건셜비와 운

영비를 할언하여 합한 것으로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움과 같다.

Min 헐C;XJ + 할聽lFlt[쐐t，P

여기서 Q는 발전설비 j의 할언된 건설비이며 단위는 천원/IV!따이다. XJ

는 각 발전의 설비용량(MW)이며 ， FJ，t는 발전설비 j의 t년도에 있어서 운영비

용(원IMWh)이고， 다t.p는 t년도에 있어셔 부하지속곡선상의 수요구간 p에서

의 발전설비 j의 출력(!\1W)을 나타낸다. 즉 다때는 발전설비 j의 운전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Qt，P는 t년도에 있어서 각 부하구간의 지속시간을 나

타낸다. 이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최소화된다.

0 수요 제약조건

tUJ,t,p 늘 Qt,p (모든 t와 p에 대하여)

여기서 0J.t， p는 t년도에 었어서 부하지속곡선상의 수요구잔 p에서의 발전

설바 j의 출력을 나타내며， Qt，p는 t년도에 있어서 각 부하구간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즉 수요제약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년도와 부하지속곡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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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구간에 있어서 총 발전설비용량의 크기가 전력수요량보다는 크거나 같아

야 한다는 것이다.

。 발전설비 제약조건

UJ,t.P 르 AJ,t X J (모든 J, t , P에 대하여)

여기서 Aμ는 t년도에 있어서 발전설비 j의 가동률이다. 즉 발전설비 제

약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발전설비 출력의 크기는 가동률을 고려한 순젤바용

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o 기존 발전설비 제약조건

X J =- X J (J =- 1, .-- ，잃)

기존 발전설비를 23개로 분류하고 설비용량은 주어진 것으로 한다.

φ ‘예비율 저}약조건

할AJ，tX J > Qt,p( 1+m) (모든 t와 p:::H최대수요)에 대하여}

여기서 m은 예비율올 나타낸다. 예비율 제약조건여 의미하는 바는， 어떤

년도에 있어서 순발전설비용량의 크기는 최대수요보다 예비율만큼 더 커야

한다.

0 수력발전 제약조건

￡ 헬LJUιt.pQt， p 드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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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t는 t 년도에 있어서 최대가능 수력발전량을 냐타내며 L은 백터

로서 그 값이 1이면 수력발전을 나타내고 0이연 수력이외의 발전설비를 나타

낸다. 따라서 수력발전 체약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년도에 있어서 수력

발전량은 수력발전설비 뿐만 아나라 이용 가능한 수량자원(water resources)

에 의해서도 제한 받는다는 것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약조건

혈헬WJUιιpQt，p 드 COZt (모든 t에 대하여)

여기서 Wj는 발전설비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발전량당)이고 C02t는 t

년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배출 상한을 나타낸다. 이 제약조건은 때년도에 있

어서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배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타 제약조건

이상과 같은 제약조건이외에도 가확정된 발전소폐지계획과 현재 건셜중

에 있어서 투입이 확정된 발전소를 반영하기 위한 제약조건이 추가된다.

2. 입력 자료

분석대상기간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였으며 2년을 l기간으로 하

여 7기간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2년을 l기간으로 한 것은 프로그램의 전산

화과정에서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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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하지속곡선

부하지속곡션의 구간은 5개 구간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최대부하와 각부

하구간의 지속시간은 다음파 같다.

(1) 연도별 최대부하 예측치

각 연도별 최대부하 예측치는 상공자원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안을

이용하였다. 2006년의 최대부하의 크기는 1993년에 비하여 2배가 되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표 2.3-1).

표 2.3-1 연도별 최대부하 예측치

연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α)6

최대부하 24,468 28,501 32,426 35，많6 38,932 42,211 45,533(MW)

(2) 부하지속곡선 입력자료

적정 전원구성을 도출하는 더i 있어서 최대부하의 크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1년동안의 전력수요가 향상 최대부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

며 시간대별로 부하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부하를 직

접 묘사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계산에 있어서 상당한 계산량을 요구하게 된

다. 따라서 시간별 실제 부하를 부하의 크기 순으로 다시 정리하여 부하지속

곡션을 생성하고 이것이 l년동안의 전력수요 행태를 대표하눈 것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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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계획법에 의한 최적화접근방법을 사용하므로

부하지속곡선의 모양도 역시 선형으로 표현해야 한다.

부하지속콕선의 부하구간은 계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5단계로

나누었다. 최대부하의 지속시간은 8%아고 기저부하의 지속시간은 48%를 나

타내고 있다. 연도별 부하지속곡선의 구체적인 수치는 표 2.3-2와 같다.

표 2.3-2 연도별 부하지속곡선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5

지속 부하 지속 부하 지속 부하 지속 부하 지속 부하

시간 크기 시잔 크기 시간 크기 시간 크기 시간 크기

1994 0.075 l 0.225 0.86917 0305 0.7잃34 0.275 0.60750 0120 0.47667

1996 0080 1 0.225 0.86931 0.305 0.7잃62 0.275 0.60793 0115 0.47724

1998 0.080 l 0.225 0.869와18 0.305 0.73836 0.275 0.60755 0.115 0.47673

2α)() 0.080 1 0.225 0.86925 0.305 0.7잃51 0.275 0.60776 0.115 0.47702

2002 0.080 l 0.225 0.86924 0.310 0.7잃47 0.275 0.60771 0.11 0.47695

2004 0.080 1 0.225 0.86924 0.305 0.73849 0.275 0.60773 0.115 0.47697

2006 0.075 1 0.225 0.86924 0.305 0.7잃48 0.275 0.60772 0.120 0.47697
주) 이 부하지속독선은 normalize 한 형태이다. 부하크가는 실제의 부하률

최대부하로 나눈 것이며， 지속시간은 1년 즉 8760시간으로 실제지속

시간음 나눈 것이다.

나. 경제성 자료

투입가능한 후보발전원은 유연탄화력， PWR, PHWR, LNG로 한정하였요

며 각각의 단위 용량의 크기는 5OOMW , l,OOOMW, 700MW, 400MW로 하였

다. 각 발전원별 건설비 및 운영비는 상공자원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

안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2.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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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발전원볍 건설비/운영비 입력자료

~ 용량(MW) 건설비(천원!kW) 운영비(원!kWh)

유연탄화력 500 959 1845

PWR 1,000 1,430 10.21

PHWR m 1,644 9.27

LNG 400 527 33.30

원자력 (PWR ， PHWR)은 건설비가 높은 반면 운영비는 낮아서 자본집약

적인·발전기술임이 입증된 반면에 유연탄화력과 LNG는 건설비가 낮고 운영

비가 높은 연료접약적인 발전기술임이 드러났다. LNG의 경우는 연료집약적

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두 종류의 발전기술은 하

나와 전력셔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전력시스템 바용최적

화 및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원자력은 주로 기저부하를 담당할 것

으로 예상되며 유연탄화력과 LNG는 가져부하를 제외한 첨두부하 및 중간부

하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휩다.

다. 야산화탄소 배출 상한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설행될 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의 전세계적인 움직임

을 고려하여 규제 시행년도를 2000년으로 정하였으며 배출허용량의 규모에

관하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강규제 시나리오로써 1992년의

우리나라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수준을 유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약

규제의 시나려오로는 1996년의 우리나라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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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청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발전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아산화탄소 배출계수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냐wrence Berkeley Lab.

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표 2.3-4와 같다.

표 2.3-4 발전원벌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석탄 석유 LNG

C02배출계수 432
(ton!TOE) 3.11 2.03

C02배출계수 0.8492
(tonMWh) 0.6640 0.3333

Heat Rate 2,123
(kcal!kWh)

2,305.9· 1,773

주) * 은 1992년도 국내의 실적자료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열애너지단위언 ton!TOE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력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발전부문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발전원별 heat

rate를 적용하여야 한다.

3. C02 배출제약하의 전력시스템 분석

가. 기준안의 전원구성

이상의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운용하였

다. 우선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운용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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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와 같다. 분석대상 종료기간인 2006년의 발전원별 발전설비구성을 살

펴 보면， 원자력 29%, 석탄 27% , LNG 35% 그리고 가타 9%로 나타나고 었

다. 한편 2006년의 발전원별 발전량구성은 원자력 48%, 석탄 28%, LNG

20%, 기타 4% 와 같이 산출되었다. 여와 같은 구성벼는 현재의 전원계획안

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5 가준안의 발전설비 몇 발전량

구 부】 1994 2000 2006

원자력 7.616 13,715 15,715

λ「} 탄 6.200 11,700 14,700
발전설비

LNG 8,614 9.664 18.664
(MWe)

기타 7.040 7.586 4,683

합계 29.469 42.665 53,762

원자력 66.703 120,143 137,663

λ-41 탄 49,405 79,125 80,346
발전량

LNG 10,427 7,332 57.243
(GWh)

타 27,757 19,169 12.003

합 켜1 154,292 225.769 287,255

나. C02 배출량 약규제시의 전원구성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시나리오중에서 弱規制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

년 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양적으로 규제하되 최대배출허용량은 1996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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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출량므로 한다는 젓여다. 2000년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6년

도의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제안이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량에 상한치룰 설정하게 파연 적정전원구성도 변하게 되는데 모형운용결과

도출된 적정 전원구성은 표 2.3-6과 같다. 기준안과 비교할 때 2아)6년의 총

발전설비와 총발전량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2α%년의 발전원별 발

전설비용량을 기준안파 비교할 때， 원자력과 LNG는 약간 증가한 반면 석탄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수자로 살펴보면， 원자력 31%, 석

탄 23%, LNG 38%가 된다 한편 이를 발전량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자력

51%, 석탄 15%, LNG 30%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비교적

많은 발전원얀 석탄의 발전량이 매우 줄어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cOz 배출량 강규제시의 전원구성

" •
• ‘

이산화탄소 배출의 彈規制案으로 배출규제실시 년도는 약규제안과 통일

한 2000년어지만 아산화탄소 배출허용량은 1992년 수준으로 하는 시나라오에

대하여 모형을 운용한 결과는 표 23-7과 같다.

기준안과 비교할 때 2006년의 발전설비악 전원별 구성은 원자력만 증가

하고 석탄， LNG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LNG의 구

성비 감소에 있다. 약규제시에는 기준안에 비하여 LNG의 구성비가 증가하였

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발전원인 원자력의 투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2α%년의 전원별 구성은 발전설비에 있어서는 원자력 37%, 석탄 22%

LNG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전량에 있어서는 원자력 60%, 석탄 7%,

LNG 29%로 나타냐고 있어서 원자력의 증가와 석탄의 감소라는 현상이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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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규채시의 전원구성

구? 1994 ωm 2α)6

원자력 7,616 13,715 16,715

발전철비
석 탄 6.200 11,700 12,200

LNG 8J64 11,164 20,164
(MWe)

기타 7,040 7,5Pf3 4.683

합계 29019 44,165 53.762

원자력 66.707 120,143 146,423

발전량 석 탄 49,405 63,532 44,502
LNG 10.427 ‘ 27.635 84,831

(GWh)
기 타 27,757 53,795 11 ,497
합 계 154,296 265.105 287,253

표 2.3-7 이산화탄소 배출량 강규제시의 전원구성

구 건님r 1994 2α)() 2006

원자력 7,616 14.937 19.715

발전설비
석 탄 6.200 11,700 11,700

LNG 8.164 8.764 17,764
(MWe)

기타 7.040 7，않6 4,683

합계 29,019 42.987 53,862

원자력 66,707 154,471 172,703
λ←}1 탄 49.405 44,887 19,878

발전량
LNG 10,427 12,254 82,254

(GWh) 71 타 27,757 14,145 12,419

합 계 154.296 225,757 ti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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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의 한계비용분석

이상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원계획모형올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채를 중심으로 전원구성을 도출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가 시행

되져 않는 경우의 총비용야 당연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냐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규제， 강규제 순으로 전력시스템 총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대안 중에서는 배출량올 직

접규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외부성 (extemali 디es)울

시장기구안으로 내부화<internalize) 하는 방법이 있다. 내부화 방법중 대표적

인 것으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원계획 모형을 야용

하여 적정 탄소세를 도출하기로 한다. 탄소세의 크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규

제로 언한 전력시스템 총비용 증가와 벌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제약식의 dual value률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996년 수준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α)()년부터 유자하도록 하는

것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규제안으로 하고 강규제안은 1992년의 실제 이산

화탄소 배출량올 2000년부터 유지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분석한다. 이와 같은

규제하의 적정 전원구성은 전항에서 도출하였고 여기에서는 전력시스템에 미

치는 이산화탄소의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비용은 이산화탄소 제

약식의 dual value로 평가하였다. 01상의 가정하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용은 표

2.3-8과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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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이산화탄소의 한계비용 산출결과

(단위 :원/COz톤)

---------‘’‘-“‘“、
2000년 2002년 2004년 2α)6년

약규체 9,300 I ，α% 4,600 8α)()

강규제 14，아% 7,100 9.300 27，αm

표 2.3-8의 이산화탄소 비용 산출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3-1

과 같다.

원l톤

30000

25뼈

2뻐m

1 5C뼈

1α뼈

51뼈

-·-9걷년 수준동결

--라-96년 수준동결

--------.
g

2000 2002 2004 2006

그렴 2.3-1 이산화탄소의 한계비용 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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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바용(가격)은 이산화탄소 배출제약에 따른 최적 천원구성의

변화에 따라 다른 값을 같게 되는 데， 배출제약이 시작되는 년도인 2α)()년에

가장 높고 그 후 낮아지다가 2006년에는 다시 높은 수준을 보여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비용이 규제가 진행되는 통안에 점차

낮아지는 것은 전력시스템이 이에 적절히 적웅해 가기 때문이며 마지막 년도

인 2006년에 높은 값을 갖는 것은 발전규모에 비하여 이산화탄소의 규제가

매우 섭각하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이산화탄소 비

용을 발전연료인 석탄과 LNG의 연료가격에 부과시켜서 표현하면 그렴 2.3-2

와 같다.

윈/석탄-ton

I"'- -

원/LNG-ton

::,'38,025 '

현재

l 석탄가격 |

1.62..........
” 、 、‘t

~\‘냈 1 ‘ 、t 、 1
| ‘ ...., -:....아...，. X， ‘
r 、 ? “ t ‘ f

、、? 인 안 、、짚~..::‘
- --눴6ij6휩‘t -, ‘ . 、 ι....

딩릎갚".3“‘: ; tt
양 i、응싫、심뀐
、 덩t?‘ .....~~“l‘앙

1996년수춘동결

1.93

、 f、 r、、、， .삼Li

Ji 、ι 、 y~ “4 ‘
< ‘73,305 ,l

h~':: ‘ 야、 、、ξ‘ 、"':~ '1
‘- -싸‘:책편4 녔←- -

....~싫;、‘ ;양
.}" ..........;ν?、 、 、、 、

γ·샤、 i」→-

1992년수준동결

「LNG가격

1.10 1.15

•- - -
、‘ 、

- - - -' λ ‘ ‘、‘ι、 " 、“~:.、S

‘、ν、 “、1 얀.“시“、."=‘、 、‘、t
“-’1 ‘·‘“ ‘、 1- -

、 、 f

1 ‘ 1 、、、 ‘ ‘ ‘ ‘ ”‘v ‘ x
、 F、‘、" 、、 、、‘ ‘

、편，22ι1산，7‘7갇8괜t끊
녔244，503t 、'255.807 ~

、 ’ 시〉

:t:펀‘살*혈‘、공3펀..~한S%r얻넬、、?‘댄· 1‘、‘、‘,、、‘￥、、얀‘、뱃‘;""’앓‘“!씬-성~핸S‘..:..-:.(ι“ “
-'、 .. -s-

현재 1996년수준동결 1992년수준동결

그립 2.3-2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따른 연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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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연료비는 현채 38，025(원/석탄-ton)에서 2006년에는 약규제시 61 ,461

(원/석탄 -ton)으로 1.62배 상승하고 강규제시에는 73.305( 원/석탄 -ton) 이 되

어 현재의 가격에 비하여 1.9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NG의 경

우에는 연료비 상승효과가 마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약규제시 현재의 가격에

비 하여 1.10배 , 강규제시 1.15배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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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O2 배출을 고려한 미래의 발전비용 분석

1. 개요

미래의 전력공급기술은 환경오염 안전성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서 개발되어가고 있다. 완자력 부문에서는 차세대의 원차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써 중대사고의 확률감소， 운전신뢰도 향상， 이용률의 향상 둥을 종합

적으로 추구하되 안전성의 향상율 최우선의 위치에 두고 미국， 일본 유럽올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개발중에 있다 화석연료률 이용하는 석탄화력의 경우

는 점차 강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오염방

지시셜의 부착 및 연소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혁하고 있

다.

, 특히， COz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은 석탄화력발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취해질 CO2 배출감소 대책은 탄소세 혹은 에너지세

풍의 형태로 발전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 90년대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상용화될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 및 COz 배

출규제가 전원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준화 발전비용을 통해 비교해 보

고자 한다.

2. 대상발전소(미래의 주요 발전원)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신규발전원으로 우리나라 전원설비구성의 핵샘적 역

할올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유연탄화력. LNG복합화력의 발전형태를 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푼의 전원별 경제성분석은 현재까지 가동되어 이용되고

있는 원자로 및 기존의 유연탄화력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국에서 개발중인 개

량형 원자로와 유동총연소방식을 대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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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자력세대를 이꿀어갈 원자로는 환경，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안

보 둥의 측면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유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은 없지만 모든 가능한 대안들이 고려되고 가장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

여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국빈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현재 개발/상

용화단계에 와있는 깨량형 원자로(Advanced reactor)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한 대체안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성 개

념의 차이를 종섬으로 하여 점진적 (Evolutionary)과 피동형 (Passive)개념이라

는 두가지 접근개념이 진행되고 있다. 표 2.4-1에서는 차세대 원자로의 주역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개량형 원자로중에서 Evolutionary design파

passive safety 개념을 중심으로 한 passive design의 특정을 요약하였다.

표 2.4-1 차세대 원자로의 개요

구 분
점진적인 개량로 피동형 개량로

(Evolutionary Design) (Passive Design)

0 기존의 원전시스템 향상올 0 실증된 개념과 피동형 안전

기본 개념
통해 여루어짐 시스템올 결합함으로써 전원

。현재의 실증된 개념으로부터 상실과 관계없이 몰리적 혐올

점진적으로 개량함. 이용하여 사고를 제어합.

주요 개발기관
。 Westinghouse & Bech않l o Westmghouse，마쓰비써중공업 ,

o ABB-eE & ABB Atom EDF, 일본의 5개 전력회사

용량규모
o 1,300 - 1,350

o 1 ，α)() MWe급

(MWe) 。 600 MWe급

o 영 국의 Sizewell B 발전소

건설/개발 모형 。 System 80+ oAP앉)()

。 BWR90

。 System 80+는 ’93년말
oAP600온 ’94년말 최종설계

추진 현황 NRC에 의해 최종설계승인
숭인이 예상됨.

예정임

72



위에 설명된 개량형 원자로는 건설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이어서

비슷한 유형의 모텔이 기존의 원자로를 향상시킨 Evolutionary 둥급에 포함

된 경우도 있고 동일한 모델에 대한 건설비 및 운영벼의 추정에 있어서도 추

정기관 및 시점， 설정된 가정 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비용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모델을 포

함시키고자， 청진적인 개량로에 대해 두개의 대안OPWR， System 80+)올 선

택하였요며 피동형 개량로에 대해서도 두가지(비관적， 낙관적)의 비용추정결

과를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유연탄화력의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를 목표로 한 유동충연소방식(AFBC)을 기존의 유연탄화력과 대별시켜 분류

하였으며 기존의 LNG복합화력을 미래의 주요발전원으로 선정·비교하였다.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071존의 원자력발전소(영광 3,4 참조)

。 점진적 인 ‘개 량로(Evolutionary Design)

- IPWR(Improved PWR): 현재 운전중인 경수로를 향상시킴，

표준화 및 모률화와 향상된 건설경험이 고려되었음.

- System 80+

。 펴통형 개 량로(Passive DesIgn): AP600

- 비판적 비용추정의 대안(Case 1)

- 낙관적 비용추정 의 대 ~(Case 2)

o 기존의 유연탄화력발전소

o 유통층연소방식 (AFBC). SOx방지시설이 불필요하고 무연탄의

사용도 가능함.

o 기존의 LNG 복합화력 (LNG C/C)

73



선정된 발전방식별 대안은 미래의 대기오염 환경규제 대상언 이산화탄소

의 배출에 대해 특별히 대응된 기능을 갖고 었지 못하다. 본문에서는 위에서

분석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잠재가격(한계가격)올 71 준으로 하여 탄소세의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다. 즉， 미래의 발전방식별 대안을 중섬으로 하여 미래

에 직면하게훨 환경규제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전원별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입력자료

분석에 사용된 압력자료는 크게 경제적， 기술적， 바용관련 자료 풍으로

나눠지며 대부분의 발전원 (LNG 복합화력은 제외)은 기저부하를 담당하기 때

문에 바교의 기준은 한전의 전원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저부하발전원의

경제성평가률 참고로 하였다. 기술적 자료논 미국의 EEDBCEnergy

Economic Data Base)를 근거로 한 논문 및 관련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비용

관련자료눈 개량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관의 발표자료와 EEDB의 차료 둥

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발전원은 한전의 ’ 93 전원계획에서 적용한

기술， 비용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가. 경제·기술적 자료

한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은 최근의 연구용역결과를 참고로 하여

8.5%를 사용하고 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주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전의 8%를 적용하였으며 30년의 수명기간도 전원계획에서 사용된 25년 기

준애 비해 더욱 현실척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적 수명기간은 이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우리냐라의 전원계획에서 적용한 전원별 기술적 지표 및 경제성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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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제·기술적 諸가정을 요약하면 표 2.4-2와 같다.

표 2.4-2 경제·기술적 입력자료

거존 원자로
점진적인 피통형

유연탄 화력
개량로 개량로

구
LNG

System Case Case 기존 C/C
경수로 중수로 IPWR AFBC

80+ 2 유연탄

기준시점 1993년 초

용량(MWe) 뼈 때 1,200 1,345 600 앉m 않)() 600 400
x 기수 x 2 x2 x 1 x 1 x 2 x2 x 2 x2 x 1

할인율 8(%/년)

수명기간 30년 20년

이용율 75%

건철기간
66 64 72 54 72 54 44 72 30

(개월)

소내소비율
55 40 4.67 483 4‘0 4.0 7.0 7.0 2.0(%)

열소비율
2,498 2,774 2,123 2,123 1,773 ’- - - -

(KcallkWh)

나. 비용관련 입력자료

건설비 및 운영비에 관련된 비용자료는 비용추정의 관점에 따라 많은 차

이즐 보이고 있으며 가격 기준년도의 차이 및 물가상승률 할인율 둥의 상이

한 적용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경제성분석 결과률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없게 만둔다.

본문에서는 기존발전소의 경우， 한전의 전원계획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며

개량형 원자로는 마국의 "EEDB Phase X Update Report"자료를 근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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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EEDB 자료는 UE&C(United Engineers & Constructors, Inc.)가 DOE

의 요구에 의해 최신의 겸제·기술·비용관련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점전적 개량로의 비용추정치는 EPRI의 ALWR 요구조건을 딴족시키

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추정되었다. 물론 향후의 자세한 비용분석을

통해 더욱 정확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여가에서의 자료는 단

지 현재의 비용상황이라는 한계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비용관련 입력자료를 각 대안별로 정려·요약하면 표 2.4-3파 같다.

표 2.4-3 비용관련 입력자료

기존 원자로
점진적인 피동형

유연탄 화력

구 }님ι
개량로 개량로 LNG

System Case Case 기존 C/C
경수로 중수로 IPWR AFBC

80+ 2 유연탄

총용량 1,000 700 1,200 1,345 600 600 500 앉P 400
(MWe) x 2 x 2 x 1 x 1 x2 x2 x 2 x 2 x 1

Overnight
Cost 22,680 16,310 13,622 11,205 13,845 12,783 7,820 13,510 1，잃4

(억원)

(IDe/o.C)
2104 20.42 2292 1726 2292 17.26 14.09 22.92 9.62

비융(%)

총 건설비
27,453 21 .444(l) 16,744 13‘139 17.019 14,990 8，않2 16,606 2，α)5

(억원)
,

건설단가

(천원/ 1,430 1,621 1,464 1,026 1,477 1,301 959 1,488 5'1:7
net-kWe)
운전유지비

(원/net-kW 46,525 57,943 49,750 65,509 53,953 38,942 42,787 38,998 16,886
-y~ar)(2)

연료벼
415 203 5.63 6.27 5.83 5.89 13.78(3) 13.78(3) 30.86

(원!kWh)

주) (1): 초거중수비가 포함되었음.

(2):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비가 고려되었음.

(3): 연료단가는 38.025 (원/kg)윷 적 용함.

76



4. 분석의 결과

기준안으로 산출된 전원별 발전비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제2장 3절에서 분석된 이산화탄소 규제량의 톤당 한계비용은

彈규제와 弱규제시에 각각 14,000 (원ICOz-톤)과 9,300 (원ICOr톤)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발전버용에 반영시키기 위하여는 발전원별로 단위전력량당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야만 한다.

유연탄화력과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우에 발생되는 단위전력량당 이산화

탄소의 비용을 산출하면 표 2.4-4와 같다.

표 2.4-4 단위전력량당 CO2 비용

弱 규제시 彈 규제시

구 부ι
9,300 (원/C02- 톤) 14 ，α)()( 원/COz-톤)

유연탄화력 LNG복합화력 유연탄화력 LNG복합화력

C02-톤;TOEl .) 4.32 2.03 4.32 2.03

TOElKcal 1.08 X 107 108 X 107 1.08 X 107 1.08 X 107

Gross Heat Rate ”

(Kcal/k빠1)
2,123 1,773 2,123 1,773

•

--
C02-kg/kWh 08492 O.앓33 0.8492 03333

C02 비용(원)/kWh 790 3.10 1189 4.67

주) (*)는 Lawrence Berkeley Lab.의 자료를 인용함.

산출된 C02 비용은 화석연료 발전원의 발전비용윷 직접적으로 상숭시키

게 된다. 그러나 미래의 환경규제 정도에 따라 부과휠 수 있는 비용은 위에

산출된 비용보다 훨씬 클수도 있다 본문에서는 배출량에 대한 두가지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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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弱규제， 彈규제)반을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한계비용을 통한 전원

별 발전비용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가정된 LNG복합화력의 이용

률(75%)은 실제의 설비운용과정에서 냐타나는 수치와 많은 차이가 았으며，

실제로 LNG복합화력은 첨두 혹은 준첨두설비로써 전력계통에 유용하게 쓰

이기 때문에 낯온 이용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야 우수한 것으로

얄려져 있다， 따라서 LNG복합화력은 아래에 분석된 이용률 가정만으로 경제

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전력계통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재펑가해야 할 것이며

단지 본문에서는 마래의 주요발전원틀을 벼교하는 과정에서의 참조용으로 인

식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5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의 시

나라오에 따른 전원별 발전벼용을 종합하여 보여주고 았다.

표 2.4-5 전원별 발전비용의 비교
(단위 : 원!kWh)

가존 원자로
점진적인 피동형

유연탄 화력
개량로 개량로 LNG

구 분 System 가존 C/C
경수로 중수로 IPWR

case case AFBC
80+ 1 2 유연탄

기
자본투자비 18.60 2109 19.04 133 19.22 1693 12.48 19.36 7.86
운전유지비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즈ι
연 료 비 4.15 2.03 563 627 583 5.89 13.78 13.78 30.86

안
총 계 29.잃 31.94 32.25 29.60 3326 28.75 3277 39.07 41.29

대
자본투자비 1860 2109 19.04 1335 19.22 16.93 12.48 1936 7.00

운전유지비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안

연 료 1:11 415 203 563 627 583 589 22.27 22.27 3402
1

종- 계 29.83 3194 3225 2960 3326 28.75 41.26 47.56 4445

자본투자버 1860 2109 1904 1335 1922 1693 1248 1936 700
대
운전유지버 708 8.82 757 9.97 8.21 5.93 6.51 5.94 2.57

안
연 료 비 4.15 2.03 563 627 5.83 5.89 2656 2656 35.62

2
종- 껴l 2983 3194 3225 2960 3326 28.75 4555 5185 4605

주) 대안 1은 9 ,300 (원/COz-ton)의 경 우엄

대안 2는 14，α에 (원/COz-ton)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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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분석결과를 볼때 이산화탄소의 규제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가

고려되었을 때애는 경제성의 격차가 훨씬 커짐을 알 수 있다. 개량형’ 원자

로에 있어서는 r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경제성 측면에

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커다

란 비용감소의 효과가 내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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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환경규제로 인한 화석연료발전원의 발전비용 상송은 연료수급계획 및 장

기전원개발계획의 수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다. 본 연구의

중점적인 주제로 부각된 것은 전력부문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의 효

과분석으로써 배출량에 대한 경재적 제제수단의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용과 같다.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은 일부국

가(네덜란드， 스워l 덴， 핀란드)의 탄소세 실시결정과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추

진되고 았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원전개발확대 및 에너지절약 둥의 정책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력부문의 C02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공급측의 분야별 수단

을 정려·요약하였으며 C02 배출억제를 위한 발전대안별 비교의 결과 효율적

인 방안은 원자력， 수력， 풍력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세째， 선형계획 프로그램을 통한 전력시스템 비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

과에서. CO2 톤당 비용은 강규제(’92년 수준으로 통결)와 약규제(’96년 수준

으로 동결)시에 각각 14.000원과 9.3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용이 연료

가격에 반영된다면 석탄가격은 현재에 비해 1.93배. 1.62배로 상숭하며 LNG

가격은 1.10배， 1. 15배로 각각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네째， ’90년대 후반과 2에0년대 초기에 사용중일 주요 발전방식을 대상으

로 분석한 평준화 발전비용은 기존의 원자로(PWR ，PHWR) 유형과 개량형 원

자로가 유연탄화력 발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산화탄소의 바

용이 고려되었을 경우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약 30% 이상 높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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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z 배출규제의 국제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안‘뿐’

만 아니라 연료세， 에너지세 동의 경제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 기존 전력시스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의 확대가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풍력， CO2 제거기

술의 채발·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강규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2(뼈년에 CO2톤당

14，000원의 한계비용을 유발시키나 2006년 이후는 비용이 크게 상승하기 때

문에 가존 전력사스템 구성의 근본적 변화를 통하거나 신발전기술 상용화 둥

의 새로운 전원정책이 요구된다.

- 이산화탄소의 환경비용올 발전원의 연료에 부과했을 경우， 석탄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므로 주력 밥전원인 석탄화력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환

경기술 혹은 발전 핵심기술의 개선에 특별한 노력이 펼요하다.

- 안전성과 경제성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량형원자로는

비용추정기관에 따라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

로 석탄화력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오염비용이 추가될 경우

는 경제성의 차이가 상당히 커져서 미래의 기저부하발전원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효름에 맞추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야의 한계비용을 도출함으로써 전력시스템 전체의 비용효과

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위의 결파가 환경규제 에너지정책수립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재제수단의 중요한 척도로써 이용될 수 있지만 전력공급원

의 다양화 및 적정천원구성을 추구하는 시각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전력기술

의 개발 및 기존 화석연료발전원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전력공급원의 한계성 둥이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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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부하관리 및 전기기거의 효율개선과 절약정책의 복

합적 추구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규제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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