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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경제성 분석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여건을 분석․정리

하고 또한 원자력의 효율적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합리

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전력시장에서의 요금규제, 국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방안, 미래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이산화탄소 흡수․제거의 기술전망

및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그리고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의 예비 경제성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요금규제에서는 규제의 관점에서 본 자유화된 전력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쟁점 및 규제의 방향을 전력요금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또한 도매전력시장, 소매전력시장, 송배전시장에서의 가격규제에 대

해 주요국의 사례를 정리한 후 우리나라 시장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에서는 최근에 개최된 기후변화협

약 제9차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협상의 진행현황 및 향후

전망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 후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방안을 검토하였다.



미래에너지로서의 원자력에서는 원자력의 특성과 미래의 원자력 개발 전

망을 살펴보았고, 원자력발전의 제한적 측면과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살

펴보았다.

이산화탄소 흡수/제거의 기술전망 및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에서는 세계의

이산화탄소 분리, 회수기술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의 관련 기술개발과제 현황,

기술 수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의 예비 경제성 분석에서는 의료용 동위원소

인 Mo-99와 Sr-89를 생산하기 위해 수용액 핵연료를 이용하는 원자로(MIP,

Medical Isotopes Producer)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1. 전력시장자유화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규제적, 경제적,

비용지출 등에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들이 이전에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었던 반면에 지금은 투자자들의 몫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발전원별 용량투

입이 경쟁적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원자력과 기타 발전원 사이의 투자결정이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이전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건설, 운영, 연료비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독점상태의 규제대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요금규제제도는 투

자보수율규제, 가격상한 규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척도규제

방식이 있다. 각 요금규제제도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한 혼합규제방식이 선호

되고 있는데 이는 배분효율성의 향상과 생산성 제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함에 있다.

3.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미루게 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를 고려할 때, 신재

생에너지나 원자력발전의 획기적인 비중확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규모의 감

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배출총량 제한과 같은 양적규제의 도입은 시기



상조로 판단되며 원단위규제와 같은 질적 목표의 도입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4. 원자력은 기술집약형 에너지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연료공급이 안정적

이며, 또한 경제적인 에너지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INPRO, GEN-IV, 핵융합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핵융합에너지의 경우 2035년 이후,

GEN-IV의 경우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측면에서는 발전소 건설비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능 배출과 방사성폐기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원자력에너지가 핵무기 확산의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원자력은 지금까지의 전력생산 용도 이외

에도 고온가스로 등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향후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5. 이산화탄소 분리․회수의 기술은 흡수법, 흡착법, 심냉법, 막분리법 등

이 있는데 이 중에서 흡수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방법들은

경제성 향상 및 대용량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흡수법을 주축으로 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2002)“이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중 하나는 발전부문에서만 연간 3

백만 탄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회수․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6. 의료용 동위원소인 Mo-99와 Sr-89를 생산하기 위해 수용액 핵연료를

이용하는 원자로(MIP, Medical Isotopes Producer)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시장지배력에 대한 낙관적 관점과 비관적 관점을 반영하여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내부수익률과 투자회수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자본비와 동위원소의 시장가격에 대한 민감도분석도 수행하였다. 분

석결과, 내부수익률은 14.9% ~ 24.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자액은 4.8

년~ 7.8년 정도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

로인 MIP가 경제성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ircumstances affecting the

way of nuclear energy us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evaluates

the possible nuclear application. These efforts could be vital inputs to

establish national nuclear energy policy in a reasonable wa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various issues as follows; electricity price

regulation in the liberalized electricity market, establishment of carbon

emission limit in national electricity sector, the role of nuclear power as an

future energy supply option, the future prospect of CO2 capture and

sequestration and current research status of that area in Korea, and

Preliminary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MIP(Medical Isotopes Producer).

In the price regulation in the liberalized electricity market, the

characteristic of liberalized electricity market in terms of regulation was

discussed, and then the status of price regulation in some countries which

lead the electricity market reform was investigated. Finally, its implication

for Korean market was discussed.

The latest developments of climate change talks including the 9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COP9), held in Italy, Dec. 2003 were



summarized in the research on the establishing carbon emission limit in

national electricity sector.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ion of GHG

emission in Korean electricity sector was also investigated. After that, how

to set the GHG emission limit in the national electricity sector was

discussed.

The characteristic of nuclear technology and the research in progress

were summarized with the suggestion of the possible new application of

nuclear power.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 of the CO2 capture and

sequestration research was introduced and current research status of that

area in Korea was investigated.

Preliminary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MIP(Medical Isotopes

Producer), using liquid nuclear fuel to produce medical isotopes of Mo-99

and Sr-89, was performed. To do this, estimation of the IRR(Internal Rate of

Return) and PBP(Pay-back Period) was carried out for various scenarios.

Sensitivity analyses with respect to capital costs and prices for Mo-99 and

Sr-89 were also done.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1.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process of the liberalization of

electricity markets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for all risks related to the

regulatory and economic factors is transferred to the investors' side from the

governmental side. The investors should consider comprehensively the risk

factors for cost items such as construction, operation & maintenance, and

fuel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for facilities' investment.

2. The representative methods of price regulation in monopoly market

are the rate of return regulation, price cap regulation, and yardstick

regulation as an assistant mean. It is surveyed that the combined regulation



method which picks up strong points of each method is currently preferred.

3. As Russia retards the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the protocol

will not come into effect soon. However,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 is

unavoidable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Carbon reduct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is crucial for abating the national carbon emission, because its share

in the national carbon emission is on the trend of increasing. Considering

relatively low level of the carbon intensity in the Korean electricity sector,

the potential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is not so big, unless the share of

nuclear power and/or renewables increase significantly. Therefore, enforcing

the quantitative emission ceiling is premature and applying the existing

qualitative measure is desirable.

4. New concepts of reactors(INPRO, GEN-IV, nuclear fusion etc.) are

being developed activel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ociety.

Commercialization of nuclear fusion and GEN-IV, however, could be only

realized after 2035 and 2025, respectively. To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uture energy meeting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effort should be made especially in the area of capital cost reduction,

radiation and toxic pollutant effects alleviation, NPT(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related to nuclear power. Nuclear power providing

baseload electricity, it can afford to offer a wide range of potential

applications in the non-electric sector. Especially, it is expected that gas

cooled reactor is suitable for producing hydrogen within the time frame of

20 years.

5. In the way of CO2 capture, there are absorption, adsorption,

cryogenics, membranes methods. The absorption method is the most

popularly used one and the others are und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economic improvement and large amount of treatment. In Korea,

commercialization is underway focusing on using the absorption method.

The large project titled "CO2 re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ies" selected as one of the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already started in the year of 2002.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oject is to establish the CO2 capture technology treating the capacity of 3

millions C-tons per year in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6. From the results of Preliminary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MIP(Medical Isotopes Producer), Internal Rate of Return was shown to be

ranged from 14.9% to 24.3%, with the Pay Back Period ranged from 4.8

years to 7.8 years. These suggest that MIP has economic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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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꾸준한 연구개발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힘입어 지난 20여년동안 국내

원자력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3년말 현재 가동중인 18기의 원

전은 전체 발전량의 약 35%를 공급하여 전력공급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1,000MW급 한국표준형 원전과 1,400MW급 신형경

수로의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자립을 이룩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

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원자력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

다. 원자력발전은 전력(혹은 열에너지)을 공급하는 기술적 대안의 하나로 다른

에너지공급기술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과거에는 경쟁의 잣대가 주로 에너

지 생산단가를 비교하는 경제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에너지의 생산에

따르는 환경영향 등 사회적 인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의 경

우도 전력부문 자유화의 세계적 흐름과 함께 판단지표가 달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여건의 변화와

미래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유화되어 가는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및 규제방식을 살펴본 후 전력부문의 지구온실가스

감축 가능성과 배출기준설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자력의 향후 이용 전망

과 관련하여 현재의 현황을 살펴본 후 원자력발전의 한계와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지구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유력한 방안으

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회수 및 격리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의 예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발전분야의 원자력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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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력시장에서의 요금규제 

제1절 전력시장 자유화와 발전시장 전망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중심의 가격결정체

계를 적용하여 전력공급 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OECD 국가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자유화된 전

력시장에서는 투자 및 가격결정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경쟁의 도입에 따라 전력소비자의 가격부담을 경감시

킬 수 있다.

또한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단순히 전력가격 수준뿐 만 아니라 비용의 구

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발전부문, 송배전부문, 전력공급서비스부문 등에 있

어서 비용대비 수입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력시장자유화는 전력공급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혁 조치들

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l 주식회사화(corporatisation) : 정부소유의 회사를 상업적으로 구조화되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형태로 전환시킴

l 민영화(privatisation) : 전력산업의 자산을 정부소유로부터 개인소유로 이

전시킴

l 탈규제화(deregulation) : 전력산업의 운영흐름에 대해 직접적인 정부규제

나 감시를 감소시킴

l 경쟁의 도입 : 한개 이상의 전력공급자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도

록 허용함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소유자)들은 발전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채택할 것이고, 의사결정의 목표



- 3 -

가 공공 경제성보다는 사적인 관점으로 집중하게 되며 비용의 효율적 반영을

통해 투명하고도 효과적인 가격결정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국가별로 그리고 기업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보다 근본

적인 차이점은 기간의 장단에 따른 기업의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이 차별

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스톡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발전업자는 운전유지비용을 줄이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의 효율

성을 증대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낮은

비용의 발전원 구성을 위해 신규 투자 및 신기술, 미래의 전력수요예측, 규제제

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자유화 이전의 투자환경에서는 과잉투자로 인한 비용증가분이 적절한 것

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전력가격의 상승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즉,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과 정부의 자본조달비용에 가까운 부채이자율 등 시장

의 위험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력시장자유화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규제적, 경제적, 비

용지출 등에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들이 이전에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부담이었

던 반면에 지금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몫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즉, 발전원

별 용량투입이 경쟁적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원자력과 기타 발전원 사이의

투자결정이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이전하였고 투자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이 부각되는

위험의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전력 또는 노동과 자본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들

l 규제 위험, 정치적인 위험 등과 같은 정책입안자들의 영역안에 있는 요인

l 기업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요인들로써 투자의 규모 및 다양성, 발전기

술의 선택, 건설 및 운영비용의 조절 등

l 전력시장의 규모 및 가격 위험

l 연료가격 및 이용률 위험

l 투자자본의 조달로부터 연유하는 재무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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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발전원

투자결정의 새로운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하며 자

본비용(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를 자체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수익률과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전원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미래의 전력시장가격에 대한 위험 요인은 선물계약을 통해 어느 정도 시

장참여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위험은 투자자들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

다면 덜 자본집약적이고 더욱 짧은 건설기간을 갖는 투자대안을 선택하도록 유

인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가격변동성에 대한 자연적인 헷지(hedge)

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상기한 위험이 의미하는 바

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l 투자수익률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전력가격의 변동

성 위험이 있으며 이는 모든 발전원에 서로 다른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 건

설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운영비용이 작은 발전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

고 영국 British Energy의 전력시장 경험을 통해 볼 때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

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l 연료가격의 위험성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의 비중이 큰 발전원의 경우 크

게 부각되며 천연가스발전원이 특히 이 부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천

연가스시장이 자유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연료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이

더욱 증가하기 마련이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가격이 하락하

는 경우 재무적 위험이 심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로써, 네덜란드의 열병

합발전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었던 경험이 있

다.

l 연료가격과 전력가격의 차이(Spark spread)가 발전원별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운전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 : 투자비용의 회수에 필요한 필요운

전시간을 감안할 때 기저부하발전원과 최대부하발전원간의 운전투입조건이 상

이할 수 있다.

l 전력시장규칙의 위험, 즉 전력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기회비

용을 정하는 시장규칙에 있어서의 변화(예로써, 영국 풍력발전 비용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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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추가적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요인 : 황산화물, 질산화물, 분진, 방사성

물질 등을 비롯한 환경규제의 변화에 대한 투자위험 요인

l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정도 및 규제방안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써 화석연

료발전원에의 투자위험 및 전력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 신규발전소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가능성, 소요기간) :

가스화력 또는 소형발전(연료전지, 태양광 등)이 비교적 소요기간이 짧을 것으

로 예상된다.

발전기술들의 위험을 비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전기술의 형태 및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 산출된 평

준화발전원가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발전원별로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갖고 있

기 때문에 효율적 전원구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

게 된다. 다음의 표 2.1-1에서는 발전기술별 위험의 특성을 정성적인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발전기술 단위기
규모

건설기간 투자비
/kWe

운영비 연료비 CO2 발생 규제적
위험

CCGT 중간 짧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낮음

석탄화력 크다· 길다 높음 중간 중간 높음 높음

원자력 매우 큼 길다 높음 중간 낮음 거의 없음 높음

수력 매우 큼 길다 매우높음 매우낮음 거의 없음거의 없음 높음

풍력 작음 짧음 높음 매우낮음 거의 없음거의 없음 중간

Reciprocal
engine(1)

작음 매우짧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중간

연료전지 작음 매우짧음 매우높음 중간 높음 중간 낮음

태양광
발전

매우작
음

매우짧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거의 없음거의 없음 낮음

표 2.1-1 발전원별 위험특성의 비교

(1) 분산형 발전기술로써 구입전력의 비용 정도에 따라 활용여부가 결정된다.

자료원 : “Power generation investment in electricity markets", OECD/IEA, 2003.

발전기술들간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던 평준화발전비용(levelized generation cost)법은 전력시장자유화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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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발전기술 및 비용요소별로 상이한 위험도를 고려

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력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원별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전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과 전력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막대함, 또한 거의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력공급의 안정성 혹은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정부

의 장기적인 전력수급정책 및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유화

된 전력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단기적인 대응전략에 치중하게 마련이고 공

공경제성의 고려 및 장기적 안목의 전력공급 인프라시설 구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 및 간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발전회사들은 각각의 발전기술이 갖고 있는 취약한 위

험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생산효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강

화하는 것만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규제의 관점에서 본 자유화된 전력시장

1. 경쟁적 전력시장의 목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상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장기적인 편익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러한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적 도매전력시장을 도입하고,

이러한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발전설비의 투자 및 운전비용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유인 제공과 전력공급기술의 혁신 유도, 그리고 발전기술 선택 및 건설,

운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공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매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

금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선택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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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송배전 부문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

식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도매시장과 소

매시장과 더불어 송배전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의 개혁이 필요한데, 이

는 송배전부문의 효율개선을 통해 경쟁적인 도소매시장의 성과를 보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송배전부문에 대하여 잘 설계된 유인규제를 적용하면 송배전 부문

의 비용감소를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소매전력가격의 하락에 도움이 된다. 영국

과 웨일스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전력가격이 실질가격기준으로 상

당히 많이 하락하였는데 이중 35%가 송배전부문의 비용감소와 연관이 되어있

다.

두 번째로, 도매시장의 효율성은 특히 송전망의 기능이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효율적인 운영

및 투자에 대한 유인제공이 경쟁적인 도소매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규제하의 독점적 전력산업에 비하여, 경쟁적 전력산업이 궁극적으로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소매가격을 유도하고 동시에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 혹은

향상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2. 전력의 특징

기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형태의 전력시장 구조를 분권화된 경쟁적

시장 구조로 대체하는 데는 전력이 가지는 물리적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특성은 경쟁적 시장설계뿐만 아니라 규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력은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없고, 소비는 생산과 실시간으로 일치해

야한다. 실시간으로 주파수, 전압, 그리고 송전망의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전력

의 송전망 운영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과 더불어, 송전망 혼잡과 물리적 손실,

그리고 비저장성으로 인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은 송전망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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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해야한다.

② 송전망의 혼잡은 비저장성으로 인해 경쟁의 정도를 제한한다. 이는 원

거리 공급자의 경쟁 가능성을 제한하고 시장지배력 문제를 심화시킨다.

③ 전력의 단기 수요탄력성은 매우 낮으며, 용량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 높은 수요에 대하여,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다. 그 결과, 현물 전력가격은

본질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공급자의 시장지배력 행사의 위협에 취약하다.

④ 교류 송전망상의 전력 흐름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으로 인한 loop flow

로 인해, 송전망 상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발전기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

해져서, 공급자가 시장가격을 일방적으로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지고, 협력과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 시킨다.

⑤ 이러한 전력의 특성으로 인해 전력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재고”의 역할을 할 자원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수급조건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대기(standby) 발전기가 “재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요 측 반응도 이론적으로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보

조서비스의 획득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장은 설계되어야한다.

이들 전력의 특성은 효율적인 시장설계 및 규제기관의 설계에 영향을 미

친다. 규제의 설계와 시장의 설계에서 이들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시

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3. 전력시장의 쟁점 및 규제의 방향

앞에서 언급한 전력의 특징을 반영하여 경쟁적 전력시장의 목표를 추구하

는 것이 전력산업 규제의 기본방향이다.

전력시장의 구조개편과 경쟁을 도입한 나라들의 전력부문의 성과는 상당

히 개선되었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하여는 전력시

장의 설계 및 규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l 현물도매시장의 시장지배력 문제

l 가장 효율적인 현물 도매시장의 설계

l 적절한 수의 경쟁적 공급자의 확보

l 시장가격의 왜곡을 야기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행태의 식별에 필요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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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장 감시

l 도매경쟁으로 인해 창출된 편익을 주택용 및 소규모 상업용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모형의 필요

l 송전망 운영의 개선 및 적절한 투자의 유도

l 신규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유인 제공

l 성공적인 전력산업 개혁의 중심인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우수한 규제능력

의 필요

제3절 전력요금 규제방식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의 최종 목표는 그동안 독점형태로 운영되어오던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을 수직/수평으로 분할시킴으로써 각 부문내의 기

업간 자유경쟁도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

항으로는 합리적인 전력요금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력요금

의 합리적인 규제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효과를 상승시키고 전력상품의 중

간재/소비재적 특성을 통한 적정물가의 형성, 그리고 적정 발전설비투자를 유

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형

성하고 있다.

흔히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게 되면 전력가격은 수급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재인 전력의

다양한 상품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전력요금 규

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인들로써는 소비자 효용의 정도, 공정

하고도 적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 유지 가능성, 타규제

와의 형평성, 전력산업관련 특수상황 이외에도 전력산업 자유화의 진행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독점상태의 규제대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요금규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요금규제로는 투자

보수율 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와 가격상한 규제(Price Cap

Regulation)가 있으며 또한 이들 방식의 변형 혹은 보완 형태의 규제방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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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은 흔히 공익사업(public utility)으로 지칭되는 전력, 수

도, 가스, 통신 등의 산업부문에서 대부분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방식인데,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서비스비용 규제방식(Cost of

Service Regulation)으로도 불린다.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투자보수율 가격규제에 대해 많은 단점이 지적

되어온 결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방식인 가격상한 규제방식이 적용되

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1984년 영국의 통신회사인 British Telecom.을

시작으로 1986년 Britsh Gas, 1989년 미국의 AT&T, 그리고 1990년에는 영국의

전력산업에 적용되었다.

1. 기존 규제방식(투자보수율 규제)

투자보수율 규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배분 효율성의 효과적 달성을 주

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호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독점체제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오던 규제방식이다. 기본 개념은 전력소비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적정 투자수익률을 가

정함으로써 결정되는 요금수준을 규제의 수단으로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격 결정의 방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출된

운영비용(인건비, 유지비, 연료비, 경비 등)과 자본저량(이미 상각된 투자분은

제외)을 투자보수율 적용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외에 허용되는 비용(allowed

costs)을 추가함으로써 이것이 필요 수입 및 필요 전력가격 설정의 기본이 된

다. 이러한 요금결정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로는 독점사업자의 필요

수입을 산출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두번째로는 적정 투자보수율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과정이 되고 있으며 필요수입을 비용과 연계시킴으로써 과

거의 실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요수입을 산출하는 식을 간단히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필요수입액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 허용비용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투자보수율 규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독점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수집이 전제조건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수입 산정을 위한 요금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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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요금기저, 투자보수율, 허용비용 등의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요금기저(rate base)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수입이 요금기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항목이 여기에 포함되며 비용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의 기준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즉, 타 산업분야에 참여하고 있음

으로 해서 연관되는 자본과 비용의 처리문제, 장기투자비용의 기간별 배분문제,

건설비용의 연도별 비용처리 문제등에 대한 규제기관의 기준설정이 요금기저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금기저를 설정하는 것은 과거에 지출

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규제기

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전력산업의 안정성 확보, 과잉설비투자의 가능성, 전력

시장의 경쟁성 정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합리적인 요금기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비용항목 선정과 반영될 규모의 결정에 있어

서 정보교환 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 적정 투자보수율(fair rate of return) 

투자보수율은 자본시장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결정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예상 기대수익률을 통해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용이성 및 조달되는 자본비용의 규모,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등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보수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신규투자를 유발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

자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의 감소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과 신뢰도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 적정 수준보다 높은 투자보수율은 전

력요금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이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

상품의 소비재/중간재적 특성으로 인해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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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투자보수율은 소비자 후생과 기업의 적정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안정

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장기적이고도 자본집약적인 전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다. 허용 비용(allowed costs)

이 비용의 계산에서 고려되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경제적 충격 혹은 인플

레이션 등의 예측치에 따라 조정되는 비용과 특별 비용 혹은 투자비용에 대한

공제 부분이다.

라. 투자보수율 규제의 장점 

적정 투자보수율하에서 결정된 요금은 기본적으로 지출된 비용과 연계되

어 있어서 이윤에 대한 통제기능을 통해 잉여 효용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요금체계 조정) 타 산업에 대한 경제정

책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요금수준의 규제는 대부분 요금체계의 통제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소비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차보조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의 정보수집 및 분석의 정확성이 높다고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목표 달성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 투자보수율 규제의 단점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은 규제대상기업의 비용 회수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

하여 주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절감 유인이 적고 이로 인한 생산의 비효율성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투자비용 증가 유인을 살펴보면 자본투입에 대한 제

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비용 이상의 투자보수율을 통해 보장되어지는 안정적

수입확보(비용회수)는 기업으로 하여금 과잉투자를 유발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효율적 생산(비용최소화) 원칙에 상응하는 자본/노동의 비율을 초과하는 요소

투입비율을 시현하여 과잉 자본축적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즉, 비용절

감의 유인은 적고 투자비용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더욱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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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 유인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방식이 전력요금의 상승과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Averch-Johnson(1962)이 분석한 결과에서 위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투자 혹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

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규제대상기업과 규제기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보

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독점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지대

(information rent)를 허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분배형평성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

제는 기업이 규제기관에 대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전력산

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가격 상한 규제방식

가격상한규제란 규제 대상기업이 생산하는 각각의 상품가격 혹은 여러 가

지 상품의 가중평균 가격에 상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가

격조정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규제기간 동안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르는 수익을 기업이 향유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상한규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는 RPI-X방식은 민

영화 이후 영국 British Telecom.(BT)의 투자보수율 규제에 대한

Litttlechild(1983)의 보고서에서 제시되었고 이후 영국의 공공 서비스산업의 규

제에 적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에 대한 단점으로써 운

용비용의 과다, 비용절감 및 효율성제고 유인의 감소, 특정 상품에 대한 규제영

향력의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비해 RPI-X 규제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영국의 독점 및 합병위원회

(Monopolicies & Mergers Commission :MMC)는 1982년에 투자보수율 규제방

식의 단점으로서 피규제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가운데 비규제대상 상품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생산품목간의 수익률을 상호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감

가상각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의 상이함, 비용절감 유인이 적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투자보수율 규제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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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child에 의해 제시된 RPI-X 규제방식의 기본개념을 수식을 통해 간

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 t

P t-1

=1+RPI-X

( Pt : 당해연도 가격, Pt-1 : 전년도 가격, RPI : 전년대비 소매물가지수, X : 내부효

율성증가에 의한 가격인하요인)

위 식이 의미하는 바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당해연도 가격은 당해연도의

전년 대비 소매물가지수(RPI : Retail Price Index) 상승률을 고려한 후 전년도에

비해 적어도 효율성증가에 의한 가격인하요인인 X만큼 인하하도록 제한된다는

것이며 이는 X를 초과하는 내부효율 달성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경우 그 초

과이윤 부분은 모두 당해기업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해기업이 비

용절감 등을 통해 내부효율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지만 규제대상기업의 독점렌

트를 충분히 회수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격상한규제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 미래가격의 설정에 대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규제특성을 가지고 있다.

l 다양한 상품의 바스켓에 대한 가격상한규제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가격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원가와 가격간의 차이를 조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성의 전략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l 규제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혹은 5년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 유인을 제공하며 투자보수율규제가 규제기간이 비교적 짧고(보통 1년 단

위) 내생적 요인(비용변화요인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가격상한 규제에서

는 기간이 길고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l 당해연도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과거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차기의 가격결정시점까지의 비용은 어느 정도 반영되게 마련이

다.

RPI-X에 의한 가격상한규제는 가격바스켓 규제방식을 통해 1984년 영국의

BT을 시작으로 하여 1989년-1990년에는 수도산업에 적용되었고, 가격상한규제

를 변형한 평균수입규제방법은 British Gas산업(1986년), 1987년 영국공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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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Airport Authority), 그리고 1990년 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에

적용되었으며 현재 영국 전체로 볼 때 수십여개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력 및 통신시장에 그리고 프랑스,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는

전력산업에 도입하게 되었다.

가. RPI-X 규제

대표적인 가격상한 규제방식으로서 크게 가격바스켓규제(tariff-basket

regulation)와 평균수입규제(average revenue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어

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산성 향상지수인 X값의 설정은 기업에 생산성 향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X값은 생산성 향상

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배하는 정도를 명시하는 것으

로서 X값만큼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그만큼 손

해를 보게 되며 X를 초과하는 비용감소분은 기업에게 귀속되게 하는 특성이

있다. X=0의 의미는 비용감소분의 전부를 기업이 향유하는 것이며 X >0인 경

우는 비용감소분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기업이

효율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X값의 설정은 규제기관의 입장에

서 많은 위험(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비용을

고려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투자보수율 규제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

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 가격바스켓 규제

당해기업이 생산하는 각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의 가중평균가격이 특정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이다. 산출되는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정 개별 품목의 가격에 대

해서는 당해기업이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생산하

는 재화․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들 각각의 사용량 계측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규제방식이며 단위당 요금 혹은 시간당 요금이 다른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가격바스켓규제가 민영화기업으로서 BT에 처음으로 적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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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BT의 요금제도는 노선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차등화하고 있어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들 각 서비스를

동일 단위로 계측할 수 없으므로 가격바스켓규제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여러 개의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가격바스켓규제 일

반식은 다음과 같다.

∑W i ( P t
i

P t-1
i

) ≤ (1+ RPI t-X)

(여기서 W i : 재화 i에 부여한 가중치, P t
i : 재화 i의 당해연도 가격, P t- 1

i : 재화 i의

전년도 가격, RPI t : 당해연도의 소매물가지수 상승률, X :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의해 달

성된 가격인하 요인)

위 식의 의미를 보면 당해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서비스 가격의 당

해연도 가중평균치는 전년도의 재화․서비스 가격의 가중평균에 비해 소매물가

지수 상승률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가격인하율을 차감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중치의 선정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가중치의 크기가 매출액

비중과 무관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은 가중치가 작게 설정된 재화의 가격을 상

대적으로 크게 인상함으로써 가격상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초과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중치의 크기

는 매출액 비중과 비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

해 전년도의 재화 i의 매출이 전체수입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

할 경우 변형된 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R t- 1
i

∑R t- 1
i

)( P t
i

P t- 1
i

) ≤ (1+ RPI t-X) ( R t-1
i : 전년도 품목 i의 매출액)

(2) 평균수입규제 

이 방법은 규제대상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의 당해연도 총매출액 또는 총수

입을 매출수량으로 나눈 값이 특정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종류가 단일품목이거나 또는 복수품목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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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들을 동일 단위로 계측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규제방식이

다. 예를 들면 단위당 또는 시간당 요금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영국의 대표적인 민영화기업 British Gas에 적용되었던 평균수입규제방식

을 살펴 보면, 사용량의 측정단위는 therm으로 동일하고 지역적으로 다를지라

도 사용량에 따라 단순히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될 수 있어서 평균수입규제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균수입규제방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 t

Q t ≤ P t= P t-1 (1+ RPI t-X)- K t

(Rt : 총수입, Qt : 매출수량, Pt 와 Pt-1 :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수입상한, RPI t : 당

해연도의 기준연도 대비 소매물가지수 상승률, X : 생산성향상에 의한 가격인하율, Kt

: 수정요인(correction factor))

위의 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해연도 평균수입은 전년도의 평균수

입상한에서 소매물가지수 상승률을 가산하고 생산성향상에 따른 가격인하율을

차감한 후 이를 수정요인에 의해 조정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격바스켓규제에 대해 평균수입규제의 장점은 개별재화의 가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추정된 가격에 의해 산정된 수익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확인될 수 있으므로 평균수입규제의 상한치를 고의에 의

하지 않고서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평균수입상한을 초

과했을 경우 규제자는 당해연도의 평균수입상한을 낮추어 전년도의 초과수익부

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수정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나.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규제의 비교

독점기업에 대해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에서 가

격상한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방법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유인 결핍과 Averch-Johnson효과로 인한 자본의 과잉투자가

방치된다는 단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방식은 투자보수

율 규제에 비해 투자비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이 상대

적으로 커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비용절감 등에 노력을 치중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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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투자보수율 규제 가격상한 규제

목표 및

주요

특성

- 투자비용의 안정적 회수

- 규제기간이 짧음(보통1년)

- 내부적 비용요인의 반영

- 지출실적을 통한 과거 지향적인

규제

- 생산성 향상, 혁신, 비용절감 유

인의 증가

- 규제기간이 비교적 장기(3년, 5

년)이며 외생적으로 결정

- 내부적 비용요인 반영 불가능

- 미래 지향적인 가격규제

장 점

- 독점이윤의 방지 및 배분효율성

조절 가능

-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 전력품질의 향상 유인 존재

- 생산성 제고의 유인 존재

- 규제가격의 설정 및 계산이 용

이함

단 점

- 자본의 과잉투자 유인으로 인해

요소투입의 비효율성 존재

(Averch-Johnson 효과)

- 피규제기업의 비용 과대계상 유

인 존재

- 생산성 향상 혹은 기술혁신 유

인의 결핍

- 피규제기업의 비용분석에 대한

과도한 정보 요구

- 피규제기업이 여타산업의 생산

활동에도 복수 참여함으로써 다

른 산업의 경쟁적 시장 능력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predatory

pricing의 문제)

- 초기 기준설정 절차의 복잡성

- 과소투자로 인한 품질저하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부족 가능성

- 투자위험증대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 가능성

- X값의 설정 관련 복잡성의 증

대

표 2.3-1 투자보수율규제와 가격상한규제의 장단점 비교

로 예상되어 투자감소로 인한 전력품질의 저하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감소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규제방식의 장단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보수율규제와 가격상한규제방식을 비교․평가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하나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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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각 방법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함으로써 전력시장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규제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는데, 가격상한제도의 상한가격을 설정할 경우 규제대상기

업이 획득할 수 있는 예상 투자보수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이 크

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가격상한제는 중기적인 규제기간별로 행

해지는 투자보수율 규제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즉, 차기 규제계약기간의 이윤

과 투자보수율 결정을 위한 영국의 분석모형에서 초과이윤을 제거하기 위한 수

준에서 X값이 정해진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초과이윤이 지속된다면

투자보수율 기준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의 규제방식

앞에서 말한 것처럼 투자보수율 방식과 가격상한방식은 나름대로의 장점

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두 방식의 기준가격 혹은 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비용실적 자료를 참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투

자보수율방식을 적용하면서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

을 부가하거나 독점시장에서 기업의 정보우위성에 따르는 정보지대를 감소시키

기 위해 비슷한 기업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좀더

효율적 전력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적인 규제방식의 적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변형된

형태의 대표적인 규제방식으로 sliding scale방식과 yardstick방식이 있다.

가. sliding scale 방식

이 방식은 기업이 실현한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사전에 설정된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수익률

을 초과한 이윤중의 일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귀속되게 함

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기

본적 형태의 방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Joskow and Schmale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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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Viscusi et. al 1995).

R = r(t) + h(r* - r(t))

(여기에서 R : 새로 설정된 수익률, r(t) ; t년도에 있어서의 실제수익률, r* ; 목표수익

률, h : 0에서 1 사이의 배분상수)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작으면 목표수익

률과 실제수익률의 차이에 h를 곱한 것만큼 설정수익률이 상향 조정되고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하게 되면 ‘배분상수 h'를 통해 일정부분 하향 조

정된다. 즉, h가 1이면 기업의 실제수익률 여하와 상관없이 가격은 항상 목표수

익률을 정확하게 보상하게 되며 h가 0인 경우는 초과이윤 또는 손실 부분은 모

두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h가 0.5인 경우 초과이윤 또는 손실부분은 생

산자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주요 장점으로는 사전에 결정된 목표수익률과 배분상수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 증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존의 투자보수율 규제를 적

용해오던 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외부상황이 변할

경우(인플레이션 발생, 기술혁신이 외부에서 일어남) 적정수준을 지나치게 벗어

난 가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 yardstick 방식

이 방식은 독점기업의 환경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독점기업의 정보지대

를 최소화시키고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 향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

도록 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기본적 개념을 보면, 생산 및 수요환경이 유

사한 다수의 기업들을 비교하는데 비교가능한 n개의 기업들 각각은 자신을 제

외한 (n-1)개의 기업 실적(예를 들면, 비용)평균을 당해기업의 가격규제를 위한

기준치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당해기업의 실적은 당해기업의 평

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타 기업들의 평균실적에 따라 조정되게 되고 이

는 당해기업이 타 기업평균보다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이익을 시현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상호 비교가능한 충분한 수의 기업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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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문별 전력시장에서의 가격 규제

1. 도매시장

도매전력 가격은 전력시장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웨일스, 유럽

의 많은 나라들, 호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들에서 하락하였다(가

격 하락은 연료가격의 변동에 의한 요인을 제거한 것임). 이는 경쟁적 도매시장

이 발전하고 신규 발전설비가 진입함에 따른 공급확장 및 경쟁심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물 도매전력시장과 운영예비력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 행사 문제는 경쟁적 발

전사업자 수의 제한, 도매시장의 설계 결함, 송전과 발전의 수직적 통합 등과

더불어 전력 고유의 특징에 기인한다. 그 결과로 시장지배력 완화가 도매시장

개혁의 중요한 부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입찰의 행태에 대하

여 제약을 가하여 가격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완화를 도모하는 전

략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으며 신규발전설비의 투자를 저해하는 등 왜곡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격상한의 설정보다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사업의 발전설비 분산화, 의무적인 선도계약, 그리고 시장설계 개선 등의

구조적인 치유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도매전력시장 발전의 이행기에서 나타나는 도매전

력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시장지배력 문제에 대한 조치로 가격상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격 상한과 자원의 희소성 및 시장지배력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첨두부하용 발전기는 운전시간은 짧지만, 신뢰

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첨두부하용 발전기의 이윤 확보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격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급지장의 증가와

운전 중인 설비용량부족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첨두부하용 발전기의 투입을 위

한 적정 가격 신호의 정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분히 높은

가격은 발전설비의 추가 투입을 유도함으로 신뢰도의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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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력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므로, 시장의 성과와

경쟁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시장참여자

들은 시장가격에 아무런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으며 가격 스파이

크는 자원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

지배력에 의한 가격 스파이크는 자발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비규

제 산업에서와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력시장에서의 가격 스파이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전

설비용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 상한은 비적절한 시장개입이

며,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공급부족과 시장왜곡만을 초래할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쟁점은 새로운 자유시장이 직면하는 것으로 기존의 평

균비용가격에 익숙한 규제자들과 소비자들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도매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스파이크는 다른 경쟁시

장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빈번한 가격 스파이크의 한 원인으로서 시

장지배력의 행사가 언급되고 있다.

예상 전력수요가 높으면,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발전설비용량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전사업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가격의

추가 생산 입찰이 예상된다. 높은 입찰가격은 높은 시장청산가격으로 이어지거

나, 혹은 추가 생산을 기피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상승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발전량의 수입을 증가시켜 높은 이윤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소비자와 시장중개자들은 가격

급등 현상이 주로 시장지배력의 행사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시장지배력의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과거의 입찰 실적, 한계비용, 혹은 다른 원칙에 근거한 가격 상한 혹은 입

찰 상한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타협안으로써, 가장 비싼 발전기의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도 한다. 일례로 여름 성

수기에 New England의 ISO, New York의 ISO, 그리고 PJM은 $1,000/MWh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ISO는 $250/MWh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였다.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한 가격 상승은 허용해야 하지만, 시장지배력의 행

사로 인한 가격상승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의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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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격 스파이크가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기인하는 것

인지 혹은 자원의 희소성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만 시장지배력의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을 경우 비용이 높은 공급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청산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시장청산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 보다 더 낮은 비용의 공급자들은 가격이 비용을 초과

하므로 추가 이윤을 얻게 된다(그림 2.4-1).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모두 시장에서 공급이 되므로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 희소성(relative scarcity)”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참여가 허락된 공급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의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에서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면, “절대

적 희소성(true scarcity)" ,즉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2.4-2). 그림 2.4-2에서의 경쟁적 시장청산가격은 Pd인데, Pd는 가장 높은

입찰가격인 Ps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Ps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

는데 이러한 초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접근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수요

공급

수량

가격

margin

earned

그림 2.4-1 상대적 희소성하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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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가격
Pd

Ps

그림 2.4-2 절대적 희소성하의 가격

전력시장의 특성상,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지 않아도 가격 스파이크 현상이

예상될 수 있다. 현재의 전력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단기적인 가격신호에 반응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시장의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곡선은 그

림 2.4-3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3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지 않고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소비자의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소비자의 선호는 가격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량

가격($/MW)

Ps

그림 2.4-3 비탄력적 수요와 적절한 공급하의 가격

희소성하에서의 가격설정에서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

고자 하는 금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

는 금액 $5,000/MWh라고 규제기관이 판단한다면, 그 이상의 가격에서의 전력

은 공급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따른 부하차단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에 미국의 FERC는 가격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하여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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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가격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장지배력의 기여 분을 구분하기 위

해서는 시장설계의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동안 미국의 경험에

근거한 한계비용 수준은 $250이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어,

New England지역과 PJM 시장의 입찰기록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발전사업자

들이 $160/MWh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찰 최고

가의 수준을 $160/MWh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l 이 입찰가격은 최근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l 에너지 혹은 보조서비스의 단기 한계비용은 발전기의 online 상태 여부와

ramping up 혹은 down의 필요성 여부 등에 좌우된다.

l 정상적인 발전능력을 넘어서서 발전하도록 요구를 받으면 한계비용은 더

욱 상승한다.

l 발전량이 환경, 수자원, 혹은 다른 생산요소의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전기의 한계비용은 미래의 판매 기회 상실을 고려하여 한계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에너지 제한 발전기(Energy-limited generator)의 한계비용은 보조서

비스 공급 능력의 보유를 위해 더욱 상승한다.

실질적인 설비용량 부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200/MWh 혹은

$250/MWh이 넘는 부분의 가격 스파이크는 시장지배력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그 동안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

체적인 결론을 규제기관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공급용량에 여유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의

완화수단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price cap이다.

price cap으로 인해 가격이 시장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비가격 배분 방법(대기, 배급 등)에 의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신규투자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 단기적인 시장 불균형현상을 장기적인 공급부족으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price cap이 시장지배력의 완화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를 억제시키

는 정도는 시장조건과 SO의 가격 정책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경쟁적 조건하에서의 가격지속곡선(price duration curve)은 그

림 2.4-4와 같다. 그림 2.4-4에서 $200이 넘는 가격은 공급부족 현상 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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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값이다.

$0

$500

$400

$300

$200

$100
생산자간의 경쟁으로 결정된

가격

추정 가치나 소비측에 의해

결정된 가격

그림 2.4-4 경쟁적 조건하에서 가격지속곡선

그림 2.4-5는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의 가격지속곡선이다. 시장 지배

력이 존재할 경우의 가격지속곡선과 경쟁적 상황 하에서 도출된 가격지속곡선

의 면적 차이가 시장지배력의 행사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이다.

$0

$500

$400

$300

$200

$100

가격상한이 없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의 가격

그림 2.4-5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의 가격지속곡선

그림 2.4-6은 price cap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price cap으로 인해 면적B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장지배력 영향이 완화되

지만 면적A 만큼의 시장지배력 영향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또한, price cap으

로 인해 면적 C 만큼의 추가적인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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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A의 넓이가 면적C의 넓이보다 상당히 크다면, price cap하에서도 시장지배력

의 행사로 인한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0

$500

$400

$300

$200

$100

$250에 가격상한이 있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의 가격

그림 2.4-6 시장지배력과 $250에 가격상한이 있는 경우의 가격지속곡선

그러나 면적A의 크기와 면적C의 크기는 가격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한계비용이 $150이하의 발전기들은 경쟁적 조건하에서보다 오히

려 price cap하에서 더 많은 수입을 획득할 수 있으나, 한계비용이 $250에 근접

하는 발전기들은 price cap하에서 얻는 수입은 거의 없게 된다. 면적A, B, C의

넓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설비용량의 여유 정도인데, 경제적 설비

용량이 충분하면 잠재적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완화될 것이므로 면적A, B, C는

상당히 작아질 것이다. 이 경우 $250 수준의 price cap을 설정해도 시장가격이

$250수준에 근접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다.

그런데, 설비용량의 여유가 거의 없으면 가격지속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의 price cap은 면적A, B, C 모두 다를 증가시킬 것이다.

설비용량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price cap은 시장지배력 완화 및 가

격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므로, 규제기관은 상황을 주의 깊게 분석해서

price cap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SO에게 위임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은 그들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price cap이나 기

타의 시장지배력 완화 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므로, 규제정책은 사전

에 잘 준비되어서 선도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중간에 규칙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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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지 말아야 하며,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호주에서는 2년 전에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을 때 도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수요가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

하는 것이다. 당분간은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 경우 price cap은 일반적인 정책이지만 매우 불완

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한다. price cap은 용량부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한

가격상승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므로, price cap을 설정할

경우 시장지배력 완화와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상충적(tradeoff)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나. Price cap과 설비용량시장

도매전력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량 요구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 이러

한 시장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

다. New York, New England, 그리고 PJM에서는 ISO들이 LSEs로 하여금 설

비용량에 대한 계약 권리를 소유하던지 혹은 예측 첨두부하를 충족시킬 수 있

을 정도의 충분한 설비용량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전력시

장 자유화를 도입한 지 수년 동안 이러한 용량요구조건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2002년 1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용량시장을 도입하게 되면 도매전력시장에서의 가격 스파이크 현상이 완

화되므로 price cap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 이윤의 급

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ICAP 시장 옹호자들은 ICAP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해주며, 규제기관과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발전설비의 존재를 확신시켜 줌으

로써, 전력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ICAP 시장의 비판자들은 ICAP과 이와 연계된 price cap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과거 규제의 유산임을 강조하고, ICAP은 발전사업자들에게 가격

조작과 부당한 수입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인위적인 시장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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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또한 ICAP 시장이 존재하면 비경제적인 기존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가동을 유인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지연과 환경오염의 유발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다.

(1) ICAP 시장에 대한 평가

(가) ICAP의 에너지가격 왜곡 효과와 설비 진입 결정의 왜곡 효과

용량 추가에 대한 유인을 전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도록 도매전력시

장이 설계된다면 충분한 양의 설비 추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정치

적인 압력으로 인해 너무 낮은 수준의 price cap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수준의 price cap에서는 정전회피를 위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수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가격 스파이크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용량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용량 수준의 변동성은 ICAP 시장

에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캘리포니아 시장의 예에서와 같이, 어떤

해에 매우 낮은 가격이 실현되면 다음 해에는 매우 높은 가격이 발생하는 경향

이 있다.

Ramp rate나 기타 운전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용량지불이 이루어지면, 시

스템 첨두부하 시에 발전설비의 가용성과 신축성 개선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첨두부하시기 동안의 발전설비의 가용성에 근거하여

ICAP 크레디트를 산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PJM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제안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ICAP에

의하여 야기되는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왜곡을 유발하는지

의 여부는, 부하가 실시간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와 산정된 설비용량이 첨두부

하 기간동안의 실제 발전설비 가용 용량과의 차이 정도에 좌우된다.

(나) ICAP의 가치

만약에 ICAP 요구조건이 시스템의 타당성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들은

ICAP에게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에너지와 운전예비력의 가격 그 자

체만으로는 충분한 용량의 투입을 기대할 수 없다면, ICAP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P 크레디트는

ISO의 규칙에 의하여 그 수요가 창출되는 인위적인 상품인 것은 확실하다.

ICAP 크레디트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은 ICAP 시장 자체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데, ICAP 크레디트의 소유자는 ISO의 규제에 순응함으로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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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현금흐름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ICAP 크레디트는 그 스스로가 본질적인 가

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CAP 크레디트 시장은 ISO의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New England의 경우에는 ICAP의 단기 비용은 발전기의 추가 운전유지

비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New England에서는 ISO가 충분한 발전용량을 확보

하지 못할 경우 신뢰도 확보를 위해, ICAP 시장에 입찰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쌍방시장에서 용량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발전기에 대한 투입 명령권을 ISO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발전기들

의 기회비용은 zero이므로, 잉여 설비가 존재할 경우의 ICAP 가격은 zero에 근

접하게 된다.

(다) ICAP의 시장지배력 문제 심화 효과

용량시장에 game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ICAP 시장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용량시장의 존재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집중되면 가격에 대한 전략적 조작이, 에너지, 용량, 송전 및 보조서비스 등 모

든 시장에서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ICAP 시장(에너지 price cap과 연계된)은

단지 시장지배력을, 현물 에너지 시장에서 용량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

하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ICAP 시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

한 사례가 ICAP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ISO들에서 발견된다. New England에

서는 월 ICAP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목도되었다. 높은 가격에서의 체결을 목

적으로 매우 높은 용량공급입찰이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입찰이 ICAP시장의

초과공급과 기회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설비용량에

대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의 형태로 입찰되기 때문이다. PJM에서

와 같이, 가격에 탄력적인 수요가 가능하도록 ICAP 시장 입찰을 설계하였다면,

이러한 game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Price cap과 설비용량과의 연계 고려 방안

용량 유인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l 운전예비력에 대한 강제적 요구조건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격 스파이크에

의한 용량 유인에 의존한다. 이 경우 전력공급 부족 시 매우 높은 price ca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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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l 운전예비력에 대한 강제적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이 경우 보통수준의

price cap을 설정한다.

l ICAP 시장을 개설하고 예비력에 대한 강제적 요구조건을 부과한다. 이

경우 낮은 수준의 price cap을 설정한다.

이러한 3가지 용량 유인 접근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접근 방법들은 적절한 price cap과 운전 예비력가격 지불,

그리고 ICAP 요구조건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일정한 시스템 신뢰도의 달성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3가지 각각의 접근 방법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며 용

량시장의 개설이 소비자 비용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용량 판매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에만 의존하여 충분한 용량 투입을 유도하는 것은 경

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설비용량 부족

시 에너지 가격이 VOLL에 접근할 경우에만 비로소 추가 용량 투입의 유인이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소비자가 실시간 가격 신호에 반응하기 곤란한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과 같이 자유화된 전력시장의 개설 이전에 적용되던 공급지장비용에 근거하여

추정한 VOLL값을 에너지 price cap으로 설정할 수 있다.

ICAP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운전 예비력에 대한 강한 요구조건의 부과와

더불어 낮은 수준의 price cap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에 충분한 양의 수요가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화에 반응을 보인다면,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의 신뢰도

평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ICAP 요구조건 부과의 경우보다 더 우월하

다고 할 수 있다.

ICAP 요구조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서, 발전

사업자들이 ICAP 입찰에서 game을 할 유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가격에 반응하는 수요의 양이 상당히 늘어난다면, 운전예비력 시

장으로 전환하여 높은 수준의 에너지 price cap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주권이 첨두 부하시의 가격 반응을 통하여 잘 시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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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사태의 발발 원인에 대하여는 연방규제기관인 FERC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그 중에서 price cap의 부과 요청을 FERC가

수락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000년 여름 전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캘리포니아의 이해관계자들은 FERC에게 price cap의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FERC는 이를 거부하였다. 만약에 FERC가 price cap을 당시의 미

국 서부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던 수준인 $150/MWh 혹은 $250/MWh 정도의

수준에서 적용하였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price cap만으로 캘리포니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기대

는 너무 단순한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실질적인 공급부족을 겪고 있었고

소비감축과 신규 설비의 추가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price cap이 시행되었

다면 발전사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2001년에 실제로 건설을 시작한 17,000 MW의 추가 설비의 투입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캘리포니아 사태는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미국에서는 도매 전력시장가격의 급등 현상을 경험한 이후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price ca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FERC는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형태의 price cap

을 승인하였는데, price cap의 성격은 크게 소비자를 최후로 보호하기 위한 수

단(차단기, Circuit Breakers)으로서 price cap과 시장지배력 행사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price cap(Remedial price cap)이 있다. 차단기

(Circuit Breakers)로서의 price cap은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 설계에서 규정되

어 있는 최대발전시장 가격과 유사한 개념이고 remedial price cap은 규제상한

가격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l 최후의 보호수단(Circuit Breakers)으로서의 price cap

New York, New England, PJM에서는 $1,000/MWh의 price cap을 승인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수준의

price cap은 합리적인 생산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최악의 가격 스파이크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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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구제 수단으로서의 price cap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요금수준을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규제기관이 판단할 때, 규제기관은 시장가격을 대체하기 위한 price

cap을 설정한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캘리포니아의 사례인데, 캘리포니아

ISO는 전력가격이 급등하자, 2000년 6월에 $750/MWh의 price cap을 설정하였

다가, 이후 7월에는 $500/MWh로, 8월에는 $250/MWh로 각각 price cap 수준

을 조정하였다. 가격이 차단기(Circuit Breakers) price cap 수준에 도달할 가능

성은 거의 없지만, 구제수단으로서의 price cap에 도달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

다. 캘리포니아의 실제 평균전력가격은 8월이 6월보다 오히려 더 높았으므로, 8

월에는 발전사업자들이 비첨두부하 시기에 가격을 올려서 첨두부하 시기의

price cap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

변동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price cap이 설정되는 사례도 있는데,

Nov. 1 Order Proposing Remedies for California Wholesale Electric Markets

의 보고에 따르면, 첨두부하 시의 대부분 발전기의 변동비는 $160/MWh에서

$200/MWh이지만, 어떤 발전기의 변동비는 $500/MWh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가스가격이 $61/MMBTU(2000년 후반에 남부 캘리

포니아로 연결되는 가스수송선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실적가격

임)으로 상승하고, 열효율이 10,000 BTU/MWh과 같은 효율적인 발전기를 고려

한다고 해도 변동비용은 $610/MWh에 이르러 대부분의 가격상한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price cap은 비첨두부하시의 과도한 가격 설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

할 수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 9월 첫째 주에 비첨두 부하시기

의 가격이 첨두부하시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price cap은 합리적인 시장가격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2000년 12월 5일에 FERC는 ‘Order Directing Remedies for California

Wholesale Electric Markets’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도매전력가격시장에

$150/MWh의 soft cap을 설정하였다.

soft cap에서는 cap을 상회하는 가격 수준의 입찰이 가능하며, 이들이 투

입명령을 받게되면, 그들이 제출한 입찰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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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가격이 곧 시장청산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은 시장지배력이 행

사되지 않았으며 입찰가격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

어야한다. 만약에 불공정한 행동이나 전략이 추후에 발견된다면 soft cap 이상

에서 거래된 금액은 전액 환불조치 된다.

soft cap은 가격 설정에 있어서의 지나친 폭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soft cap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발전기는 증분

발전비용과 기회비용까지도 보고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강요적인 규제 방식의

성격을 가진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만 규제가격 상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가격

상한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가격 수준으로 설정된다. 스코틀랜드에서의 경쟁

적 전력시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스코

틀랜드에서는 Scottish Power와 Scottish & Southern 양사의 복점 형태가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규제기관인 Ofgem (Scottland)는 규제가격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1년 3월 27일에 새로운 전력거래 제도(NETA: 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를 도입했으며 그 영역을 2004년에는 스코틀

랜드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규제가

격 상한은 NETA가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확장되면 소멸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해석된다.

(3) 호주

호주에서는 일괄적인 가격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격 상

승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규제를 가하며, 그 외의 기간동안에는

VOLL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2단계적 규제구조의 성격을 갖고 있

다.

일정한 기간동안의 실현된 시장가격이 사전에 설정된 임계 기준가격을 초

과하면, 관리가격 상한(Administered Price Cap)을 상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가격상한은 VOLL 값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일

정기간동안이란 7일 간을 말하며 실현된 시장가격은 누적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7일동안의 누적 전력가격이 사전에 설정된 임계누적기준가격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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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관리가격상한이 작동하며 도매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가격은 이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임계누적 기준가격

은 AU$150,000이며 관리가격 상한은 첨두부하시에 AU$100/MWh이고, 비첨두

부하시에는 AU$50/MWh이다.

VOLL 값은 자유화된 전력시장 개설 이후에 변화해 오고 있는데, 초기에

는 AU5,000/MWh 이었으나 2002년 4월 이후에는 AU$10,000/MWh을 적용하

고 있다. 이러한 VOLL 값은 자유화된 전력시장 개설 이전에 적용하던 “공급지

장비용”으로 평가한 신뢰도 수준을 MWh당 가격으로 전환하여 추정한 것이며,

VOLL 값을 상승시킨 것은 발전 및 수요측이 가격신호에 반응하여 궁극적으로

는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 NordPool

NordPool에서는 겨울에는 10,000NOK, 여름에는 5,000NOK의 가격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현물시장으로 NorPool이 존재하고 운

영예비력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수급균형시장(balancing market)에서는 가격스

파이크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는 운

영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운영예비력인 disturbance reserve

capacity가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자인 Svenska Kraftnat

는 최소 6,000SEK/MWh의 가격 상한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예비력

이 소진되고 부하가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최소 20,000SEK/MWh의 가격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2. 소매시장

가. 전기요금 결정원리의 변화

과거(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전기요금이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 투자보수율 규제를 통한 결정방식을

택하여 왔다.1) 이러한 투자보수율규제는 그동안 독점 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구조개편 초기단계인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부문이

1) 개정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공급규정의 인가기준 등) 제1항.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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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도매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2) 소비

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향후 양방향입찰시장의 도입과 소매경쟁이 이루어지면 이에 맞추어 전기

요금의 결정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

l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

소매경쟁이란 소매시장에서 전기의 최종소비자가 공급자(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부문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지역 독점 배전/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소

비자(contestable customer)의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

해 결정된 가격이 적용된다.

l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 결정

현행 총괄원가주의에 의한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평균비용에 의해 가격

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은 일

반회계 원리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결정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운영 측면에서

도 단순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균비용 방식은 과거의 가치기준으

로 미래를 평가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쟁체제 하에서는 한계비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즉, 과거의 가치기

준으로 미래를 평가하는 현행의 평균비용 가격체계에서 미래의 추가적인 한 단

위의 수요증가에 대한 비용증가분을 가격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한계비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투하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총괄원가에 입각한 투자보수율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 하에서는 전기요금의 수준이 물가 등 거시지표의 변화 등 부문 외적

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경쟁체제 하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

격이 결정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여지가 크게 감소되고 일 부하구조와 전

2)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

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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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이 요금수준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l 분리가격제(Unbundled Price)

2001년 발전자회사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모든 수직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에 상응하여 가격 결정시 각 단

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결정되었다. 향후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각 기능별 가격을 적상하여 결정하는 분리가격제

(unbundled price)가 도입된다. 분리가격제에서는 각 기능별 가격 결정시 원인

유발자의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송 배전비용 결정시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다.

l 실제원가를 반영한 가격 결정

현행 총괄원가에 입각한 가격결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원가주의에 입

각한 가격결정이나 현재의 용도별 가격구조는 비용구조를 반영하였다기보다는

정책적 요인(농어민 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경쟁체제에서는 전압별, 부하패턴별 서비스 종류를 구분하여 가격을 책정

하게 되므로 한계비용 가격원칙이 보다 충실히 적용되고 소비자간 교차보조의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즉, 분리가격 및 한계비용 가격을 통해 수용가별 공급

시간대별 전력공급의 실제원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나. 소매전력시장 가격의 특성

(1) 소매경쟁과 최종소비자 요금의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경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그 시기가 확실치는 않지만 우선 대규모 수용가

를 대상으로 소매경쟁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에

는 모든 소비자가 경쟁에 참여하는 완전소매경쟁이 실시될 예정이다.

완전소매경쟁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최종소비자를 비경쟁소비

자(franchise customer 또는 non-contestable customer)와 경쟁소비자

(non-franchise customer 또는 contestable customer)로 구분할 수 있다.

비경쟁소비자는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배전/판매

사업자(local distributor)로부터만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을 의미하며 포획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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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ve customer)라고도 한다. 경쟁소비자는 지역 독점 배전/판매사업자를 통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즉, 풀

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독점 판매사업자 이외의 판매사업자를 통한 구입

할 수 있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완전소매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경쟁소비자

는 없어지고 모든 소비자가 경쟁소비자로 분류된다.

(2) 비경쟁소비자의 전기요금

소매경쟁이 실시될 경우 비경쟁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위치한 지역

의 배전/판매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

전분할 이후 소매경쟁이 도입되면 비경쟁소비자의 전력거래 과정은 공급자가

한전에서 지역 독점 판매사업자(host retailer)로 바뀌는 것 외에는 현재와 동일

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도 소매시장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

자 시장에서의 가격규제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나 구조개편 초기 도 소매시장

의 자유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에 교섭력이 약한 비경쟁수용가

(franchise customer)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구조개편이 진행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구조개편이 시행된 시기가

짧아 시장자유화의 정도가 불완전한 경우, 비경쟁수용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

종소비자요금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비경쟁소비자에 대한 요금은 기본

적으로 한계비용과 분리가격제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3) 경쟁소비자의 전기요금

소매경쟁 도입 후에도 비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계속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 되나, 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장

자유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전력상품이 갖는 생활필수품 또는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요금이 비용수준을 크게 넘어서 국

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요금규제를 실

시하게 된다. 시장자유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도 실제로 배

전 판매사업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거나 독점적 영업허가

대상으로 남아있어 최종소비자 요금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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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l 판매사업자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요금: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판매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에 계약기간과 요금구

조(고정요금, 변동요금)등을 포함시키게 되며 계약조건 등을 공표할 필요가 없

다.

l 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풀에서 전력을 직접 구입할 경우

수용가는 에너지비용(도매전력 구입비), 풀비용, 송,배전망 사용비용, 기타 부대

비용을 각각 해당 기관(전력거래소, 송 배전사업자 등)에 지불한다.

l 규제기관이나 판매사업자가 설정하는 요금(default 또는 deemed tariff):

경쟁소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으나 정해진 시점까지 앞서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소비자(비선택 경쟁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의미

한다. 이 경우 비경쟁소비자의 요금과는 차별화된 요금이 적용된다. 비선택 경

쟁소비자에 적용되는 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면 소비자가 경쟁시장으로 이동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상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

경쟁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선택 경쟁소비자 요금을 높

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l Safety Net: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기존의 요금을 적용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Safety Net은 장기 정책적인 서비스인 반면에,

비선택 경쟁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시장 대안 서비스인 Default 서비스는 규제하

의 독점 서비스로부터 경쟁적 발전 서비스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제공

되는 정책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4)

Default service에 대한 소비자 지불가격인 default price는 경쟁적 전력시

장에서 “비교 대상 가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경쟁적 시장의

공급자를 선택할 때 default price를 경쟁적 시장의 공급자들이 제시하는 가격

과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Default price는 시장 가격의 대리변수로서, 그 수준이 규제기

관이나 입법과정에서 정해지는데, 관리적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경매 혹은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Massachusetts주(standard

4) 예외적으로 Massachusetts와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시장 대안 서비스를 장기적인 서비스로 입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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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와 Pennsylvania주(shopping credit)와 같은 곳에서는 default service 가격

이 고정되어 있으며 정치적 타협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반면에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 New York의 일부 지역에서는 default service에 대하여 고정가격

이 아니라 변동가격(현물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격수준은 경쟁적인 구매

혹은 관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Default service에 대한 가격 정책은 경쟁적 시장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매시장 가격과 default service 가격의 차이는 소비자와 공급자

의 이해와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 비하여 default 가격이 높으면 높

을수록 경쟁의 정도는 더 심화되며 이행과정에서 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경

쟁시장에 참여하게 된다.5)

다. 비경쟁소비자 요금에 대한 규제방식

비경쟁 소비자요금에 대한 규제방식은 크게 현행요금으로부터의 가격 변

동에 대한 상한 설정방법과 전가비용에 판매마진을 더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방

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요금으로부터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반적

인 CPI-X형 상한 설정방법으로 이 때 핵심은 규제기간에 적용할 'X'값을 결정

하는 것이다.

판매마진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도 본질적으로는 가격상한 설정에 해당하

지만 판매사업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의 요금전가

(pass-through)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 요금징수, 고객 서비스 등과 같은 모

든 소매부문 비용과 이윤은 규제된 마진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별 수익성

은 효율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의 근본적 차이는 사업자의 투입요소비용의 변동위

험을 사업자와 비경쟁 수용가 중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소매요금에 상

한을 설정하고, 비용의 전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많은 투입요소비용이 변동

성이 크면서 사업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다면 사업자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통제 범위 밖의 비용에 대한 전가를 허용하고, 전가비용에 덧붙일

5) Default 가격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경쟁시장 진입율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는 (마)항의 주요국의

사례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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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마진에만 상한을 두는 경우, 요금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소비자

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누가 이러한 위험을 보다 잘 감수할 수 있고 또 제

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적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

는 투입요소 비용과 관련한 장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사업자의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 사업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변화가 가격으로 전가되어야 한

다.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

로 이러한 약정에는 필요한 헤징비용에 상당하는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소규모 비경쟁수용가의 경우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경

쟁 수용가와 동일한 수준의 변동성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

규모 수용가들과는 달리, 이러한 수용가들은 금융시장에서의 헤징과 같은 여러

가지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없다.

반면에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판매사업자도 투입요소가격 위

험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에너지비용, 망사용료, 도매시장 수수료 등

판매사업자 비용의 대부분이 사업자의 통제가 어려운 비용이며, 특히 에너지비

용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물론 판매사업자가 소규모 수용가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위험 관리를 잘할 수 있지만, 위험의 헤징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헤징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력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완전한 보호는 사업자의 상당한 헤징 노력이 따라야 하는데 이

러한 노력은 도매전력시장에의 수요측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적 시장성과의

개선을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간접적인형태로 부담하게

된다.

양자를 절충하는 방법으로 판매마진의 상한을 규제하되 특정종에 대한 요

금변동의 상하한이나 특정 전기비용항목의 상하한을 추가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비경쟁 수용가요금에 대한 부가적 제약을 가하거나 도매시장

구입전력가격의 상하한 설정하여 전년도 구입비용 회수의 과부족분을 차기로

이월하여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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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전가 비용항목

판매회사의 비용요소 중 송전비용, 배전비용, 기타 공적부담금(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전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송배전요금은 규제하에서 결정되므로 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공적부담금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규모나 징수 방법이 외생적으로 결

정되므로 판매요금에 일정한 부담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순수한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배전요금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배전/판매사업자에게

배전요율은 유인규제 항목이 된다.

판매비용은 판매회사가 통제가능하므로 비전가항목으로서 유인규제의 대

상이다. 또한 판매사업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비용항목의 경우에는 외

생적인 변동요인이 있더라도 인센티브의 제고를 위하여 배전(판매)사업자가 위

험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Pool에서의 전력구매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게 되면, 판매사업자는 구매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없

을 것이다. 또한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력구매비용을 그대로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전력구매비용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측도 용이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전력거래에 있어서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할지의 의문도 있기 때

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배전(판매)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위험분담

(risk-sharing)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매가격 변동으로부터 격리된 소

매요금은 가격에 따른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을 약화시켜 2000년 캘리포니아 전

력위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마. 주요국의 사례

(1) 영국의 소매가격 규제

영국은 1990년 구조개편을 시작하여 1999년 5월에 완전 소매경쟁을 도입

하였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진 소매가격규제는 4기로 나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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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1기(1990-1994. 3)의 가격 상한 규제

제1기의 소매가격 상한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공급사업을 운영하는 비용과 적절한 이윤을 충당하도록 설정하였음

- PES(Public Electricity Supplier)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전가(pass-through)를 허용하였음

- 전가가 허용된 비용항목들은 평균전력구매비용, 평균화석연료부담금,

허용된 단위 송전비용, 허용된 단위 배전비용, 풀 정산(Pool

settlement) 평균비용임

- 전년도 실현된 수입과 허용된 수입간의 괴리를 반영하도록 조정항목

(correction term)을 사용

- RPI-X의 X값은 0을 사용함

가격규제의 대상소비자를 1MW 이하(UM)의 고객과 1MW 이상(OM)의

고객으로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최대요금을 설정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단위

당 최대허용평균요금(maximum allowed average charge per unit supplied)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가중치는 OM과 UM 요금 전력량을 사용하였다.

l 제2기(1994. 4-1998. 3)의 가격 상한 규제

제2기의 소매가격 상한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가격상한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월100kW 이하의 비경쟁소비자에만 적

용함

- 최대허용평균요금을 허용된 고정비용, 소비자당 허용 요금, 전력량당

허용요금의 조합으로 세분하여 구성함

- RPI-X의 X값은 2를 사용함

- 비용전가 가능항목은 제1기의 항목과 같으나 Pool 정산비용은 PES가

통제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킴

l 제3기(1998. 4-2000. 3)의 가격 상한 규제

제3기의 소매가격 상한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개별 요금의 가중평균(가중치는 전력량)에 대하여 상한을 적용함

- 개별 요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격상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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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전가는 화석연료부담금(Fossil Fuel Levy)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삭제하여 비용전가의 원칙을 포기함

- 총 평균수입에 대한 상한: PES의 종별 공급요금의 가중평균 증가율에

대하여 상한을 적용함

- 수용요금(standing charge)에 대해서는 미리 주어진 소비자의 수, 전력

량요금(unit charge)에 대해서는 미리 주어진 공급량을 가중치로 이용

함(1997년의 수치를 이용).

l 제4기(2000. 4-2002. 3)의 가격 상한 규제

제4기의 소매가격 상한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경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간을 2년으로 설정함

- 고객요금, 주택용(Economy 7)요금에 대해서만 RPI-X 방식으로 규제하

고 다른 요금은 차별금지 등의 간접적 수단으로만 통제함

- 2년간의 요금규제 기간동안 첫해에는 각 사업자별로 실질요금 인하율

이 제시되고, 두 번째 연도에는 명목요금이 변동되지 않도록 규정함

- 첫 연도의 실질요금인하율은, 주택용 표준형의 경우 2.7∼10.8%(평균

5.8%), 주택용 Economy 7의 경우 0.1∼6.6%(평균 2.1%)

- 비(非)주택용 수용가와 소규모 기업 수용가를 2000년 4월부터 요금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비용요소는 발전구매비용, 송배전이용요금, 화석연료부담금, 공급운

영비용 및 마진의 변화를 추정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X값에 반영함

표준주택요금의 약 50%를 차지하는 발전구매비용(generation purchase

costs)은 부하자료와 전년도의 Pool가격을 이용하여 각 요금에 대한 Pool구매비

용을 산정한 후 여기에 11%의 계약프리미엄을 가산하고 발전소와 소비자계량

기까지의 전력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소비자요금의 1/3을 차지하는 배전 및 송전이용요금(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Use of System Charges :DUoS,TUoS)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적

용될 계통사용요금을 추정하여 적정한 할당액을 설정하였다.

공급사업비용(Supply Business Costs)은 소비자요금에서 약 13%를 차지하

며, 배전에서 일부 업무(주로 계량기 검침과 관련된 업무)가 공급으로 이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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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7%가 된다. 이 비용은 소비자당 적절한 할당액을 고려하여 이것이 모든

PES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여기에 고정비용을 더하여 적절한 할당액

을 산정하였다.

공급마진의 경우 1999년에 적용된 규제에서는 1.5%의 이윤을 적정수준으

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실현된 마진은 5%로 훨씬 높았다. 마진은 사업자가 직

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2000년에도 동일하게 1.5%를 적용하였다.

1990년 민영화 이후 영국은 자연독점부문 규제 개선의 전형적 모델로 간

주되었다. 영국에서 채택한 CPI-X형 규제는 효율 개선을 가져왔으며, 다른 여

러 나라에서도 선호하는 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은데

특히 민영화 이후 사업자의 비용절감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전력산업의 초기 가

격통제가 너무 느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기업간 비교분석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의 가치를 인식하

고 가격상한규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잣대(Yardstick)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방

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 호주의 소매가격 규제

호주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주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 함께 이루

어지고 있다. 도매시장과 송전가격 규제는 주정부에서 연방기구인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로 이관되었으나

배전 및 소매사업은 주단위에서 규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Victoria)의 경우 1995년, 요금고시(TO; Tariff Order)를 통해

CPI-X 규제를 기초로 하는 1차년도 요금을 설정하였다. 이 요금은 규제당국이

승인한 MUT(Maximum Uniform Tariff,상한 통일요금)로 불린다. 당시 5개 소

매사업자가 Victoria주 소매수용가에 대한 판매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들 판매

사업자는 독점 판매권을 가지면서 승인된 MUT 혹은 그 이하의 요금으로 수용

가에 전력을 공급할 의무를 가졌다.

1995년 TO가 시행될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Victoria주의 완전소매경쟁

(FRC, Full Retail Competition)은 2001년초부터 개시될 계획이었으므로 비경쟁

수용가에 대한 요금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TO와 Vesting Contract는 2000년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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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다. 그러나 완전소매경쟁이 2001년초에 개시되지 않고, TO의 관련 조

항은 2000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계획된 완전소매경쟁(FRC)시작 시점

(2002년초)까지 소매요금 관리를 위한 과도기적인 Safety net협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협정은 자기 지역 배전/판매사로부터 계속 전력을 공급받는 년

40MWh 이하를 소비하는 주택용 및 소규모 사업용 수용가에게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수용가에 대해 소매사업자는 계속해서 배타적 판매권과 공급의무를 가

지게 된다.

또한 경쟁수용가의 자격(eligible)이 있으나 판매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고

풀에서 전기를 구매하지도 않는 수용가에게는 전기소비량에 따라 default tariff

와 deemed tariff가 적용된다. 전기소비량이 연간 160MWh를 초과하는 수용가

의 경우 default tariff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default tariff는 풀가격에 연동된

다.

연간 전기소비량이 160MWh 이하인 수용가의 경우는 판매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기존의 판매사업자와 계약(deemed contract)

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요금 및 조건 등은

공표된다. 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Retail Code에서 정한 사항과 이에 대

해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계약기간이

나 조건은 감독기관 (Office of the Regulator -General, 현재는 ESC; Essential

Service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efault tariff나 deemed contract에 의한 요금은 소비자가 판매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적용이 중단되며 이후에는 다시 default tariff

를 선택할 수 없다.

완전소매경쟁 도입 후에도 주택용 및 소규모 사업용 수용가는 “공정하고

유효한 ” 소매경쟁이 확립되기 전에는 표준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규제기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부는 2004년말까지 요금검토

를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용 수용가는 개인정보 비밀 유지, 요금납부 방법의 대안, 불

만 처리 등과 관련한 “전력소매규정”상의 최소기준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

다.

l 완전소매경쟁 실시 이전의 요금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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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정부의 전력요금규제는 크게 비경쟁 프랜차이즈 수용가(franchise

customer)에 적용되는 요금규제와 경쟁 수용가(non-franchise customer)에 적용

되는 요금규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Victoria 정부는 이 두 소

비자 그룹에 대한 가격 규제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

한 것이 Tariff Order이다.

프랜차이즈 수용가의 경우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독점 판매사업자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 가격의 규제는 Tariff Order clause 2의 최대

허용균일요금(Maximum Uniform Tariff)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프랜차이즈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요금규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가격에 대

한 가격상한(CPI-X)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요금에 영

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의 변화)에 한하여, 비용부분의 전가를 허용한다.

수용가는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범주에 따라 적용되는 X

의 크기가 Tariff Order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TO에 의하면, 주택용 및 농사

용 수용가(residential and rural customer)에 대한 요금은 1996년 중반까지 동

결되며, 1996년 7월 이후 2%의 실질 감소, 이후 2000년 12월까지 매년 1%의

실질 감소가 적용된다.

경쟁수용가(contestable customer)의 경우 소매 판매업자(retailor)로부터 전

력을 구매할 수도 있고, Pool을 통하여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Victoria 정부는 배전의 경우, 요금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경쟁수

용가에게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비프랜차이즈

수용가는 최적의 요금을 제공하는 전력의 공급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소매 사업자가 경쟁 수용가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Tariff Order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지만 전력요금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는 규

제의 대상이며, 이런 의미에서 간접적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소매 사업자가 부과하는 요금은 에너지 비용(energy costs), Pool 비용

(Pool fees), 망 사용비용(Network costs), 기타비용(other elements)등의 비용요

소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비용(other elements)은 판매사업자의 영업비용

(marketing costs)및 이윤(profit margin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의 배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에 체결한 규제기관 주도의 헤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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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ng contract)에 대해 조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배전 사업자에게 발생

한 손실분을 프랜차이즈 수용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TO

clause 2.7에 의하여 가능한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배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에 관한 신설, 변경과 법원 등에 의한 규정해석의 변화로 인한

변동분은 승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3) 미국의 Default 서비스 가격 설정 사례

(가) default service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들

미국의 경우 default service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주마다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default service를 받는 대상과 default service의 공급방법에 따

라 4가지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l 기존의 utility에 공급권을 부여: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현재에 캘

리포니아, Massachusetts, Rhode Island, New York, Pennsylvania에서 통용되

고 있다. utility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기, 도매공급자와의 계약 혹은 도

매전력시장에서의 구입 등을 통하여, default service를 공급한다. 이 때 utility

는 default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입을 회수할 금전적 책임을 진다.

default service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시장 자유화가 도입되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l 이전(Transfer): utility의 계열회사나 혹은 제3의 기관이 default service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Texas와 Connecticut만이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l 가격입찰 경쟁: default service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소매가격에 대하여

default service의 공급을 원하는 공급자들 사이에 입찰경쟁을 통하여 공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 낙찰된 가격이 default service 고객의 지불가격이 된

다. Maine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default service의 공급을 다수의 입찰

자에게 허용하였다. Maine의 소비자들은 utility로부터 하나의 요금고지서를 받

는데, 요금고지서에는 default service 공급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l 할당(Assignment):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경쟁적 공급자를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는 하나의 경쟁적 공급자에게 할당됨으로써 default service를 사실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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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 방식이다.

(나) default service 권리와 가격에 대한 초기 경험

초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경쟁적 시장 가격이 default service 가격 보다

낮은 곳에서는 경쟁적 시장이 신속히 활성화되며, default service 가격이 도매

시장 가격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경쟁적 시장의 확산이 더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efault service 공급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경쟁적 시장 발전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소매 경쟁시장을 활발하게 진척시키고

있는 4개의 대표적인 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l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규제하의 utilitiy들이 집중화된 전력거래소인 PX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여 이것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며 소비자는 도매시장의 월평균가

격을 지불한다.

소비자들에게 소매시장가격이 아니라 도매시장가격과 일치하는 default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utility로 하여금 default service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default service 정책은 신규 시장 진입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18개월 간의 경쟁기간동안 customer migration

rate6)가 2% 미만을 기록하는 저조함을 보였다.

l Pennsylvania주

Pennsylvania주는 “shopping credit” 제도를 도입하며, 12년 동안 고정된

default 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Pennsylvania 시장의 customer

migration은 매우 활발한데 이것은 shopping 크레디트 때문이였다.

Pennsylvania주의 규제기관이 몇몇 utility들에 대하여 설정한 default 가격이

도매전력의 평균가격을 상회함으로써 경쟁적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Pennsylvania utility들 사이의 상이한 customer migration rate는 default

가격과 도매 전력가격과의 차이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Pennsylvania

utility인 PECO와 Duquesne Light는 default 가격이 도매 전력가격 보다 높은

데, 최초 6개월 동안의 경쟁기간 동안 customer migration rate가 각각 15% 정

도에 이르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Allegheny Power와 PP&L은 경쟁확산의 속도

6) customer migration rate는 경쟁적 공급자를 선택한 소비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경쟁적 시장 활동의

주요 지표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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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조한데, Allegheny Power의 customer migration rate는 2%이고 PP&L의

customer migration rate는 3%였다. 결국 최초 6개월 동안의 경쟁기간동안

Pennsylvania 시장의 customer migration rate는 8%에 이르렀다.

l Georgia주

Georgia주의 가스 시장은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방법을 활용하

여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한 유일한 예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전력

시장이 아니라 가스 시장이지만, Georgia 가스 시장은 할당을 통하여 에너지시

장 구조개편의 유일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경쟁적인 소비자를 선택

하거나 혹은 무작위 할당을 통하여 경쟁적인 공급자를 배정 받았다.

이러한 할당제도는 경쟁적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강력하게 유도하였는데

이는 공급자들이 별도의 부대비용(광고 및 판촉)의 지출 없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당에 따른 유인과 default 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에 기인

하여 최초 9개월 동안의 경쟁기간 동안 79%의 자발적 customer migration rate

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21%는 경쟁적 공급자에게 할당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경쟁적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l Massachusetts주

Massachusetts는 “standard offer"모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utility가

default 공급자가 되며 default 가격은 수년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Pennsylvania주의 것과 유사하다.

Massachusetts는 경쟁적인 공급자를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standard offer"를 제공하고, 신규 소비자나 경쟁적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를 받다가 그만 받기로 결정한 소비자들에게 ”default service“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Massachusetts의 default 가격은 경쟁적 소매공급자가 부과하는 가격보

다 상당히 낮은데, 이러한 점에서 Pennsylvania의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Massachusetts의 standard offer 요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므로,

언젠가는 소매가격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시장이 개설된 1998년 3월이

래 standard offer 요금은 줄곧 도매가격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시장에

진입한 경쟁적 공급자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경쟁적인 공급자를 선택한 소비

자는 1%미만으로 거의 없었다.

(다) default service 공급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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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구조개편을 도입한 주들(캘리포니아, Massachusetts, 그리고 New

York)에서는, default service는 기존의 utility들의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나중에 구조개편을 도입한 주들에서는 초기의 경험을 고려하여, default service

가 기존의 utility들의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Maine,

Maryland, Connecticut와 같은 주에서는 default service는 경쟁적인 절차를 거

쳐서 구입되도록 하고 있다. Nevada, Ohio, New Jersey와 같은 주에서는 규

제위원회가 default service에 대한 경쟁적 구입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라) default service 설계의 원칙

default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권한은 경쟁적인 과정을 통하여 소비

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utility에게 default 전력공

급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수평적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수 있으며 경쟁적 공급

자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의 소매시장의 경쟁화 진척은 초기상태라 할 수 있

다. Massachusetts, 캘리포니아나 심지어는 가장 경쟁화가 활발한 Pennsylvania

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수평적 시장지배력 측정 방법인 Hirchman-Herfindahl

Index(HHI)를 사용하여 측정하면, 시장지배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켜 경쟁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

를 설정해야할 것이다.

경쟁적 전력시장의 활성화 및 진척은 주로 default service와 default 가격

책정에 좌우되는데, default service는 경쟁적 시장을 비교적 단기간에 활성화시

키는 이행기의 정책수단이 되어야하며, 경쟁적인 과정을 통하여 default service

의 공급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바. 소매가격 규제시 고려사항

규제의 유형은 크게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

여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 측면, 그중에서도 특히 가격, 수량, 진입 및 퇴출(기

업의 수)등의 측면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사회적 규제

는 환경, 건강, 안전 등 경제적 이외의 측면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

한다. 가격과 진입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규제의 핵심이 되는데, 이는 이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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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생산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이 대부분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이 그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 달성되며 생산적 효율성은 재화․서비스의 가격수준이 그 최소총평균비용

(minimum average total cost)과 일치할 때 달성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각

개별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이 그 한계비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

로 최소총평균비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이 두가지 효율성

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사

회적 후생의 극대화와 효율성이 모두 자동적으로 달성되므로 인위적인 정책개

입, 특히 가격측면에서의 정책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매요금의 경우도 경쟁시장이 도입되면 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매경쟁으로의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행기

간 동안에는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이 혼재되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소매전력시

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수용그룹이나 수요에 대한 정책적

인 차별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기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시장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취약 수용가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은 규제를 통해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통상 이러

한 목표들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수용가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들 간의 균형을 모색하여야한다. 이 과정에서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l 소비자 장기 편익

규제기관은 단기의 소비자 편익을 넘어서 요금 관련 의사결정이 장기적으

로 가격, 서비스의 질, 공급 신뢰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만약 단

기적인 소비자 편익을 위해 공급원가 이하로 요금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의 공급자는 손실을 보게 되고, 소매시장 신규 진입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경쟁시장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최악의 결과

를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을 허

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l 경쟁적이며, 공정한 시장 행동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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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소비자에 대한 상대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소매시장규칙, 판매규정, 소비자 공급선 전환규정, 기타의 규제적 수단

을 통해 소매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l 시장지배력 행사 방지

소매경쟁 부문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주된 방안

은 지역 판매사와 경쟁할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 경제적 효율성 제고

규제기관은 규제 행위나 요금구조 등이 생산과 소비에서의 비효율을 유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연성규제를 택하면서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산업의 전 부문에 걸쳐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

다.

l 경쟁과 효율로부터의 소비자 편익 확보

경쟁적 시장과 효율 개선의 편익이 사업자에 의해 독차지되지 않고 소비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은 전력산업의 효율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사업자의 수입이 합법적 비용에 이윤을 더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l 사업자의 재무적 생존력 유지와 장기투자 유인

규제수입이 사업자의 재무적 자생력이 위협받을 정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력사업의 효율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계속 기업으

로서 투자를 행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적정투자보수

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소매사업자가 자신의 경쟁력 부족이 아닌 시

장운영의 결과로서 높은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이러한 비용은 정당한 비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l 여타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규제기관의 가격결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다른 규제와의 일관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소규모 수용가에 대한 요금규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할 수 있으며 민영화가 되지 못한 지역과 민영화가 완결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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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배전/판매사별 비용구조의 차이와 같은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l 합리적 실적 비용에 대한 고려

표준계약하의 공급에 수반되는 비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단순히 검토하는 것이 아

니라 합리적 비용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함

l 소매경쟁 이행기의 합리적 요금

소매경쟁 이행과도기의 비경쟁수용가를 비롯한 특정 수용가의 요금이 합

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기존 배전/판매사가 비경쟁수용가에

대한 공급의무를 지면서, 특정 수용종의 요금이 적정 이하의 이윤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낮은 수준에서 규제된다면, 전체적인 합리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는 여타 수용가에게 부족분을 전가시켜 요금을 높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간 교차보조 문제는 높은 이윤이 남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판매사

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되고 결국 기존 판매사업자는 이윤이 적거나

손해가나는 수용가에 대한 공급만을 맡게 될 수 있다(Cream skimming현상).

3. 송배전요금

가. 송전비용 구성 요소

송전비용은 단기비용(Short-run cost)과 자본비용(Capital cost)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비용은 계통운전비용, 유지․보수비용, 기회비용 등 송전거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비용은 송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

는 장비구입비, 설비증설비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송배전 요금의 주요 부분

을 차지하는 송전요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단기비용(Short-run Costs)

(가) 발전비용(연료비용)

새로운 송전계약이 체결되면, 송전전력의 인수점(Point of receipt) 및 인

도점(Point of delivery)의 위치에 따라 경제급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는

데, 이로 인해 송전거래 전․후의 총 발전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비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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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적으로 송전거래에 기인하므로 정도의 차이를 막론하고 송전의뢰자(계통

진입자)는 이 비용 모두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송전거래 전․후의 비용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요소에는 크게 선로손실의 변화, 무효전력의 추가공급, 순동

예 비력(Spinning reserve)의 확보, 그리고 재경제급전의 필요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발전비용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로손실이며, 기타 비

용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송전거래를 위해 송전회사의 일부 설비가 사용되면, 송전회사는 보다 경

제적인 전력수급의 기회를 놓칠질 수 있다. 이러한 기회상실로 송전회사가 입

게 되는 재정적손실이 바로 그 기회를 갖지 못한 발전사업자(계통진입자)의 기

회비용이 된다.

기회비용은 상시서비스(Firm wheel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송전회사에서

주로 발생하며, 비상시서비스(Non-firm wheeling service)의 경우 항상 서비스

차단이 가능하므로 기회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일반관리비(Transaction costs)

전력송전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된다.

(라)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송전선, 애자, 변압기 등 주요 송전설비의 열화로 인한 물리적 감가상각

외에도 송전회사는 안정적인 송전거래이행을 위하여 보다 빈번한 설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이 물리적 상각비용에 포함된다.

(마) 신뢰도유지비(Reliability costs)

계통신뢰도를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조상설비 등 기존설비

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신뢰도 및 안정도를 개선하는 방법과 설비증설을 통

한 신뢰도의 개선 방법이 있다. 만약 전력송전으로 인한 공급지장이 발생할 경

우 송전회사는 단기적으로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설비투자로 인한 장기

비용을 떠안게 된다.

(2) 장기투자비용(Capit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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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한 송전전력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면 송전회사는 첫째, 송전거래의 이행성 확보, 둘째, 송전으로 인한 자사 수용

가의 피해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설비확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소요되는 비용

이 장기 투자비용이다.

송전회사가 전력송전을 위하여 필요한 송전설비에는 계량기 같은 간단한

기기로부터 무효전력보상설비, 송전선 등과 같은 고비용 설비가 포함된다. 설비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송전능력(Power transfer capability)

향상과 관련된 설비들로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드는 무효전력보상설비와 막대

한 양의 자금이 소요되는 송전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설비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된

다. 총비용 관점에서는 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총비용보다 설비증설로 인해 절

약되는 발전비용이 클 경우에만 설비를 증설한다. 그리고 한계비용 관점에서는

한계투자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설비를 증설한다.

(3) 한계송전비용

경제급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모선 A, B 사이의 단기한계송전비용은

두 모선사이의 한계발전비용의 차이와 같다. 그리고 송전제약조건이 없는 계통

에서의 단기한계송전비용은 한계송전손실(Marginal loses)로부터 도출된다. 송

전용량제약조건이 없는 경우, 단기한계송전비용은 제약이 발생하는 선로 양단

에서의 한계발전비용의 차이와 같다.

나. 송배전요금의 규제제도

네트워크산업으로 분류되는 송배전부문은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송배전업자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다른 부문에

서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점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를 필요로 하게 된다.

송배전요금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송배전망의 사용요금부과에 대한

규제로써 송배전망 시설의 투자유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 효율적 송배전 요금제도를 위해서는 우선 송배전요금 결정의 합

리적인 원칙이 필요하고 이렇게 산출된 송배전 요금에 대한 적합한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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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수율 규제, 가격상한 규제, 혼합규제방식 등)을 부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네트워크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실시간 운전에서 발생하는 loop

flow, 혼잡, 손실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 이용의 한계비용

산출이 어렵다. 따라서 소유권의 정의 및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이 자원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송전에 대한 투자에는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그리고 투자의 불가

분성이 존재하므로, 최적 투자가 곤란하며 과잉투자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 및 사적 자본(merchants)이 이러한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망의 운영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의 추가 운전비용은, 망의 운영 능

력에 여유가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크며, 또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신규

망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설비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비

용 효과적이므로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송전 설비(특히, 고전압 시스템) 확장의 편익이 모든 이용자에게 무차별적

으로 돌아가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송전설비 투자로 인해, 값싼 전

기를 원거리로부터 가져와서 해당 지역의 값비싼 발전기를 대신할 수 있다면

송전설비 투자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송전혼잡의 완화로 인해

값싼 발전기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다른 시장참여자가 송전설비를 건설할 때까

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러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필요한 송전설비는 건설되지 않게 된다. 또한, 송전 혼

잡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향유하고 있는 부하발생지역의 발전기들은 송전 혼

잡을 완화시키려는 투자 수행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력 망 부문은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송전 서비스 요금 규제, 혹은 수입에 대한 제한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규제의 주된 목적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송전사업자

가 경쟁 시장가격 이상의 접속료 및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송전망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으로는 송전망의 효율

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송전에 대한 규제가 설계되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1996년 12월 19일에 유럽연합 위원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관한 강령(Directive 96/92/EC)을 채

택하였는데 동 지령은 회원국에 있어서의 발전과 소매 공급의 경쟁촉진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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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의 공급 경쟁 촉진은 자연

독점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력망에 대한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

키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력망 접속의 형태로는 규제모형(regulated model)과

협의모형(negotiated model)이 있다. 규제하의 제3자 접속(Third Party Access)

모형에서는 각국의 규제기관이 전력망(송전 및 배전) 접속의 가격 및 조건에

대하여 가격상한규제 혹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 속하는 나

라로는 영국,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있다. 한편, 협의하의 제3자 접속

(Third Party Access)모형에서는 접속을 원하는 측과 망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협

상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쟁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속하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다.

요금규제의 형태는 각국의 지역 특성 및 경쟁의 단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구조개편과정이 유사한 영국, 혼합규제방

식을 적용하는 네델란드, 소매경쟁단계를 추진 중인 호주의 요금규제현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의 OFGEM은 송전과 배전 부문에 가격상한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

하고 있다. 전력시장 자유화의 진행과 더불어 가격상한규제방식이 1989-1990년

경의 단기간에 전폭적으로 도입되었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으로 측정하면 개혁 이전 10년간의 연간 평균 효율성 증가율은 2.1%이고 개혁

이후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 증가는

민영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와 가격상한규제로 인한 생산성증가 요인이 혼합된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화만으로는 충분한 생산성의 증가를

보장할 수 없으며, 가격상한규제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을 명백

히 보이고 있다.

OFGEM의 추정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실현된 전기요금 하

락은 실질가격으로 주택용이 29%, 산업용이 30%이다. 이러한 실질가격 하락은

도매전력가격의 하락(민영화와 발전부분의 경쟁으로 인한), 전력망요금의 하락

(가격상한규제로 인한), 그리고 소매전력가격의 하락(소매공급의 경쟁과 가격상

한규제로 인한)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있어서 영국은 세계 각국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송전, 배전 각각에 대해서 가격상한규제를 적용하였다. 송전서비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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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보조서비스비, 송전손실비, 송전혼잡비, 송전설비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중에서 송전설비비를 제외한 3가지의 비용항목은 시스템계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uplift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송전설비비용이 주된 규제대상으로써 송전망접속료(connection charges)와

송전시스템이용료(use of system charges)로 구분되고 이러한 송전설비비의 평

균송전가격을 대상으로 하여 RPI-X 형태의 가격(수입)상한 규제방식이 적용되

고 있다. NGC(National Grid Company)에 대한 송전설비비용규제의 내용을 정

리하면 표 2.4-1과 같다.

규제대상

비용항목
가격상한 산정식 X값의 적용치

송전설비비

(접속료,

이용료)

M(t)=[1+(RPI(t)-X)]P(t-1)*G(t)-K(t)

(M(t): t년도의 평균송전가격 상한

RPI(t): t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P(t-1): (t-1)년의 송전가격

G(t): 기온변화에 따른 최대부하량 조정

계수

K(t): 수정계수)

1990/4 - 1993/3 : 0%

1993/4 - 1997/3 : 3%

1997/4 - 2001/3 : 4%

표 2.4-1 송전요금의 가격상한규제 적용예

배전부문에 대한 비용규제도 송전부문과 같이 지출비용의 원가보상 개념

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배전설비비용은 접속료, 시스템이용료, 배전손실료 등

으로 분류되어 있다. 배전설비비용중 접속료는 접속지점의 직접적 설비비용 만

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접속지점별로

차등적인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배전요금은 시스템이용료와 배전손실료 부분으

로써 RPI-X 형태의 가격(수입)상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스템이용료는 기

본요금, 전력량요금, 이용률요금(availability charge:첨두부하에의 기여율) 등으

로 세분화 되어 있다.

배전요금규제에 대한 과거의 진행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제1차 5개년 배전요금 규제기간(1995.4 - 2000.3) : 총수입에 대한 R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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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을 적용하였으며 각 회사의 X값은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다.

l 제2차 5개년 배전요금 규제기간(2000.4 - 2005.3) : 초기가격(Po)을 조정하

여 각 회사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초기년도의 수입은 회사별로

4%-33%의 감소효과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제1차 기간 중에 각 회사별로 다르

게 적용되었던 X의 값은 3%의 동일한 수치 (CPI-3%)가 적용되었다. 제1차 기

간에 비해 2차 기간 중의 수익성 기준이 강화된 것은 1차 기간 중의 비용절감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여 기업에게 높은 초과수익률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평

가되었기 때문이다.

규제대상인 배전요금(시스템이용료, 배전손실료)의 가격상한 규제식은 다

음과 같다.

M(t)= [1+(RPI(t)-X)]/D(t) * [ (P(ut-1) +P(mt-1))/2 * ((∑P(oi)D(it))/

(∑P(oi)D(it-1)) + C(t)/C(t-1)) + PL(t-1)*(AL(t)-L(t))] - K(t)

(여기에서 M(t) : t년의 평균배전가격상한, RPI(t) : t년의 소비자물가지수, D(t) : t기의 배

전량, P(ut-1) : (t-1)기의 평균배전요금(수송량 기준), P(mt-1) : (t-1)기의 평균배전요금(검침량

기준), P(oi) : 각 전압별 가중치, C(t) : t기의 수용가수, PL : 손실에 허용된 kWh당 가치, AL :

허용된 배전손실, L : 실제의 배전손실, K : 조정계수, X : 생산성 계수를 나타냄)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전력회사들이 그들의 성과를 개선할

유인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격상한규제방식과 함께

yardstick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들 규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

격규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yardstick경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l 효율성의 격차가 큰 회사들 사이의 yardstick 경쟁은 그릇된 유인을 제공

한다.

l 매우 비효율적인 회사는 비용감소가 용이하여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회사는 추가의 비용감소가 어렵고 따라서 추가 이윤을 얻기가 어렵

다.

따라서 본격적인 yardstick 경쟁을 실시하기 전에 비효율적인 회사들의 효

율성을 효율적인 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며, 가격상

한 규제방식에서 benchmarking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전력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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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율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benchmarking이 수행되어야 하는

데 통계분석 기술의 발달로 동 분야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왔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benchmarking의 기법에는 Data Envelope Analysis와 Frontier

Analysis 기법이 있다.

Benchmarking 과정을 통해 기업들의 효율성 수준이 평가되면, 비효율적

인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효율성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RPI-X 규제방식에 적응

하는 이행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들 사이의 효율성이 어느 정

도 유사한 수준이 되면 비로소 yardstick 경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상한 또는 수입상한과 함께 yardstick 경쟁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

l 정보의 비대칭성의 근본 문제 해결

l 지역별 배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유

도해냄

l 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l 초기의 이행기간 이후에는 규제업무는 모든 전력회사에 대하여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반영하는 공통의 X를 설정하기만 하면 됨

l 이 경우 X값은 yardstick 경쟁에 의하여 드러난 정보에 근거하거나 혹은

단순히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기대치에 근거할 수도 있음

이러한 방법은 네덜란드의 전력규제기관인 DTe에서 시행하고 있다. DTe

는 배전회사의 가격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단계 전략을 채택하

고 있다.

l 1단계 (Benchmarking):

- 회사들에 대한 benchmarking이 실시되고, 효율적인 frontier 수준에

도달할 의무를 짐(이미 설정된 이행기간 말까지)

l 2단계 (yardstick 경쟁):

- 모든 회사들은 비슷한 수준의 가격 통제를 받음(즉, 비슷한 수준의 X

값)

- 이는 생산성 향상의 기대치가 비슷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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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는 초기의 X값이 주어졌고 이행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

지로 설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모든 회사들은 비슷한 단위비용 수준에 도달 것

으로 예상된다. 향후 2004년부터는 yardstick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유인

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제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3) 호주 

호주의 전력산업 자유화는 주와 국가단위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송전부문

의 가격규제는 주정부의 권한에서 중앙정부의 공정경쟁관리 기관인

ACCC(Austrailian Competetion and Consumer Commission)로 이관되었으며

배전부문의 가격규제는 주정부 관할하에 주단위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 송

전과 배전부문은 가격상한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가격상한 혹은 수입상한을

통한 규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ACCC는 국가전력규범(NEC)에 따라 독점부문인 송전회사들

(TNSP:transmission network service provider)에 대해 수입상한(revenue caps)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전력시장(NEM)에 참여하는 각 주별로 ACCC가

송전부문 규제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며 5년 주기로 규제검토를 수행하고 있

다. ACCC의 송전부문 가격규제에 대한 내용을 각 주별로 정리하면 표 2.4-2와

같다.

주 송전회사 소유권
주별 규제 시작

시기
New South Wales TransGrid, SMHEA,

Energy Australia
정부

1999. 7.

Australin Capital Territory 1999. 7.

Queensland Powerlink 정부 2002. 7.
Victoria SPI PowerNet 민간 2003. 7.

South Australia ElectraNet 민간 2003. 7.
Tasmania Transend 정부 2004. 1

표 2.4-2 ACCC의 송전부문 규제 시작 시기 및 검토시기

ACCC는 가격상한규제방식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5년간의 규제기간 설정

하고 있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X값의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까지는 X=0

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상한 규제의 필요수입 결정을 위한 주요 비용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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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Return on capital)

l 연간 감가상각액(Depreciation)

l 운영비(O&M costs)

최대허용수입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building block approach)

최대허용수입(MAR) = (가중평균 자본비용 X 장부상 자산가치) + 감가상

각액 +운영비

배전부문의 가격규제는 각 주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데, 6개의 배전회

사가 있는 NSW(New South Wales)주의 경우 IPART(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가 가격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IPART는 기저수입을

설정함에 있어서 비용적상방식을 이용하고 여기에는 운영비, 감가상각, 투자보

수비 등이 포함된다고 공시하였다. 한편, Victoria주의 경우 5개의 민간배전사가

있는데 총발전설비능력의 5%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CPI-X 형태의 가격상한규제를 택하고 있다.

(1) 미국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논의 되고 있는 Standard Market Design의 내용 중

에서 ITP(Independent Transmission Provider)의 기능 수행주체를 사적 송전회

사인 ITC(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y)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주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미국의 ITC로는 Alliance, GridSouth,

WestConnect, TransConnect 등이 있다. Order 2000에서는 기존의 RTOs의 기

능을 ITP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주장에 따르면 ITC에

게 기존의 ISO의 기능을 부여하고 가격상한규제하에서 ITP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l ITP로서의 ITC와 가격상한규제

독점적 망 서비스 공급회사의 요금 형태는 일반적으로 2부요금제(two

part tariff)를 택하고 있다. ITC가 ITP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면, ITC는 혼잡관

리, 손실, 보조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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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운전유지비와 더불어 변동비 부분을 구성한다. 고정비 부분은 기존 설

비에 대한 고정 지출과 미래의 설비확장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평균가격에 대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형태의 가격상한규제를 고려할 때,

평균가격(여기서는 단순히 수입으로 표현함)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

여기서 Pt는 t시점에서의 평균가격, Vt는 t 시점에서의 변동가격(혼잡비용, 손실, 보조서

비스 등의 추가에 따른 송전 이용료) Ft는 t 시점에서의 고정가격(송전설비비 회수를 위한 송전

접속료)이고, Qt는 t시점에서의 송전량, Nt는 t시점에서의 고객 수임

2부요금제에 근거한 가격상한규제의 장점은 고정비용을 변동비용과 연계

하여 회수함으로써 ITC로 하여금 송전접속료와 송전이용료에 의한 수입 사이

에 상충관계(tradeoff)를 형성하는 것이다. 변동가격의 증가로 인해 평균가격이

가격 상한을 넘어서게 된다면, 고정가격의 인하로 이를 조정해야 하므로 고정

비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ITC는 변동비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가진다. 변동비가 증가하면, ITC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거

나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송전이용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송전제약으로 인해 송전혼잡비용이 증가하면, 송전제약이 발생

하는 지역에 발전기의 도입을 유도하거나 LSE로 하여금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ITC는 송전선을 건설함으로써 저렴한 비용

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격상한규제 제약의 초기치는 송전이용료와 송전접속료에 각각의 가중치

를 적용함으로써 산정될 수 있는데, 가중치로서는, Q와 N에 대한 기준치를 이

용하거나, 전년도의 수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규제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가격검토 시기에서(통상적인 가격검토 주기는 5년임)의 가격상한은

송전이용료와 송전접속료에 대한 가중 평균값에다가 투입요소가격 상승과 생산

성 상승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ITC가 부과하는 평균가격은, 생산성증가와 생산

요소가격 증가를 반영하는 가격상한규제 지수 공식을 적용하여 조정된다.

가격상한규제 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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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여기서 t-1은 전기를, QW와 NW는 Q와 N에 대한 가중치를, I는 생산요소가격 증가

율, X는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가격상한규제의 수입상한 수준의 결정이 중요한데 이 경우 혼잡 수준, 송

전손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성 요인과 생산요소가격의

측정 역시 중요하다. 만약에 평균가격 상승을 지나치게 낮추려고 X값을 지나치

게 설정하면 ITC에게 벌칙으로 작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유인

을 감소시키므로 ITC는 단지 경제적인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

약에 I 값이 평균적인 생산요소가격 상승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ITC는 너무 높

은 이윤을 얻게 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

l 가격상한규제와 ITC의 기능

이러한 가격상한규제를 ITC에게 적용시키면, ITC는 네트위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단기적인 운영비 최적화를 추구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설비확장

의 최적화를 도모할 것이다. 적절한 가격상한규제 규제를 통하여 ITC로 하여금

비차별성, 효율적인 운영 및 투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유인이 ITC의 이윤극대화

동기와 부합하게 된다. ITC의 이윤이, 망설비 투자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단

기적인 운영, 즉, 1일전 scheduling, 현물 에너지와 보조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급전, 실시간 혼잡관리, 그리고 비상상황 관리와 연계되어있다면, ITC는 효율적

이며 비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의 유인을 가지며, 망 문제(혼잡 및 신뢰성)에 대

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ITC가 좋은 성과를 내면

이에 상응한 보상(단기적인 비용 감소와 적절한 망확장으로 인한 이윤의 증가)

이 따르고, 나쁜 성과를 내면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투자의 수익률 감소)이 따르게 되므로, ITC는 자발적으로 비차별적인 망운영을

수행하여 망 문제에 대한 최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다.

2부 요금제도에 가격상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주의점 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가격상한 설정을 들 수 있다. ITC가 최소한의 정상적인 수익률을 누리

면서 가격상한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C가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지대(r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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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ITC로 하여금 적절한 투자 수행의 유인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야 한다. 규제기관은 초과이윤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야 하지만 동시

에 ITC의 적절한 투자 유인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격상한이 너

무 지나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결과적으로 ITC의 이윤이 항상 적은 수준에

서 유지된다면, 가격상한 규제가 제공하는 유인이 저해될 것이고, ITC는 아무

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해도 추가 이윤은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

므로, ITC에게 비용감소의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과 잉여의 충분

한 부분을 ITC에게 귀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기관은 유인의 정도를 적

절히 조정함으로써 ITC가 누리는 정보지대를 최적 이윤수준에 근접하도록 시

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완전경쟁시장에서 달성되는 zero-rent 조건

은 규제를 통하여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ITC에 대한 가격상한 규제는 도매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문제를 해

결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는 혼잡을 활용하

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

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 이윤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이

에 대하여, 비영리기관인 ISO는 시장지배력의 완화를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가

지고 있지 않는 데 반하여, ITC는 가격상한 규제 하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송전이용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혼잡비용이 ITC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될

것이므로 혼잡을 야기 시키는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완화를 추구할 유인

을 가지게 된다.

ISO 중심의 ITP 유형에서는 망의 소유 및 투자로부터 망의 운전 및 장기

계획 수행을 분리함으로써 SO의 시장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ISO는 중립

적인 기관이지만 망의 소유와 운전을 분리함으로써 규제기관은 ISO로 하여금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위해서 이윤이외의 동기(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분리 그 자체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ISO 중심의 ITP 유형에

서는 규제기관이 단기 및 장기의 공공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활용해온 이윤동기

가 전혀 작동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ISO 모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

립성은 SO가 시장의 결과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 신뢰도, 및 안전성 제약조건하에서 가장 낮은 비용의 시장결과를, SO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하는 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기존의 중립적인 ISO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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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동안 영국과 웨일스에서 시작한 전력시장 자유화는 노르웨이와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확장되었다. 이들 나라들에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송전자산의 소유주가 시스템 운영자를 겸한다는 것이다. 독일을 제외한 이들

유럽 국가들의 “transco”는 그 나라의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

스를 제외한 이들 모든 유럽 국가들의 transco는 발전과 소매부문으로부터 완

전히 독립적인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소유 형태는 어떤 transco는 사

적기업의 형태를, 다른 transco는 공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도 ITC가 ISO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5절 평가 및 제언

완전히 자유화된 시장에서는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서로 결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

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의 경우 송전과 배전 부

문은 독점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규제의 적용

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자원배분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력시장 자유화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조개편의 이행기 동안에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시장의 경우, 가격의 변동성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격의 심한 변동성은 그 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

격기능의 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 비교적 평균가격에 익숙한 시장참

여자들에게는 적절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격의 심한 변

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용량시장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용량시

장의 도입은 가격의 심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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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가

격 상승과 시장지배력에 의한 전략적인 가격 상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시장의 적정가격 수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해서 이를

근거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정전에 대하여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 대한 추정을 통하

여 소비자 보호의 최후 수단으로서의 최대발전시장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에 대한 화폐적 추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현재 호주와 같이 자유화된 전력시장

개설 이전에 설정된 공급지장비용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산출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매시장의 경우 그 특성상(소득, 지역적 차이로) 경쟁을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군인 비경쟁소비자가 존재한다. 전력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전

력공급가격의 규제를 통한 정책적인 배려가 중요하다. 한편, 경쟁소비자의 경우

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가격수준의 책정이 소매경쟁시장의 활성화에 관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국의 사례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가격이 경쟁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소매경쟁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배전부문은 경쟁적 도소매시장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송배전

망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투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제도 등은 수직

적 통합 형태의 전력산업 구조 하에서보다 자유화 된 전력시장에서 더욱 중요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들은 송전

제한 발생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전략적인 송전제한을 유

발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배전망의 가격규제방식은 전통적인 투자보수율 방식에서 가격상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독점사업자와 규제기관 간의 정보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식으로 네덜란드

에서 수행하고 있는 RPI-X 규제와 yardstick 규제의 혼합규제방식이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송배전사업자의 기능과 관련한 전력시장설계에 있어서 최근에

ITP(Independent Transmission Provider)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RPI-X

와 같은 인센티브 규제를 적절히 적용하면 SO와 NO의 기능을 통합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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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영국과 웨일스에서 시작한 전력시장 자유화는 노르웨이와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확장되었는데, 이들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송전자산의 소유주가 시스템 운영자를 겸한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의 이러한

송전 및 시스템운영체제는 적절한 인센티브 규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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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방안

제1절 서론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

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는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축적되어 지표로부터 외계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의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기

상이변 등의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7)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구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

기중 농도가 1750년 이래로 31%나 증가하였으며 20세기에 지구의 기온이 0.6℃

상승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빙산이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지구온

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감축의무를 아직 지지 않고 있으나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에 향후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부담압력이 거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전력부문

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수요증가로 인해 전체 배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의 감

축이 중요하며 이를 계획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력수급기본계

획에서는 배출원단위 목표치(0.11kg-C/kWh)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

나 이 수치가 국가 전체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배출억제 목표치가 국가적 감축 필요에 부응할 수

7) A Report of Working Group I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ird

Assessment report), 2001, 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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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현재의 원단위 배출량

목표치가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배출 총량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한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의 배출 제약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였다.

제2절 기후변화 협약 진행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 경과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약칭하여 일컫는 것이

다. 기후변화협약은 기본협약과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국 모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을 협약의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가입 당사국을 크

게 부속서Ⅰ(AnnexⅠ)국가, 부속서Ⅱ(AnnexⅡ)국가,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8)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의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에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방지

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이상기후에 의한 자

연재해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

구가 확산되었다. 1992년 리우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주요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다.

l 1985. 11월: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오스트리아)

- CO2 배출이 현재 수준 지속될 경우, 50년 후 지구온도 5℃상승 전망

8) 부속서 I 국가는 주로 OECD에 가입한 선진국과 동유럽국가들 구소련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할당량에 따라 지구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다. 부속서 II 국가는 부속서 I 국가 가

운데 주로 OECD 선진국으로 이루어지며 추가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무를 갖는다. 비부속서 I 국가

는 문자 그대로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로 대부분의 개도국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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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988. 6월: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제1차 세계기후회의 개최(캐나다)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별 대책 마련 촉구

l 1988. 11월: UNEP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의해 IPCC 설립

- IPCC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평가하고 기

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91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IPCC회의 개최

l 1990. 11월: 제2차 세계기후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 IPCC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을 제정키로 합

의

l 1990. 12월: UN 총회 결의

-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키로 하

고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구성, 1

차 회의를 1991년 2월 워싱톤에서 개최키로 결정

l 1991. 2월에서 5월까지 5차례의 INC 회의를 개최, 협약문안 작성 및 '92년 5

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채택

l 1992.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위원회(UNCED: U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110여개국 정상과 178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서명

이후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발효 다음 해인 1995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P 1: Conference of Parties)가 개최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률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COP 3)에서는 협약의

구체적 실천사항과 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후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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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마침내 2001년 독일의 Bonn에서 개최된 제6차 당

사국총회 속개회의(COP 6 Part-Ⅱ)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

사국들이 합의하였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l 제1차 당사국총회(1995. 3.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논의결과를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결정

l 제2차 당사국총회(1996. 7. 스위스 제네바): 미국과 EU(유럽연합)는 감축목표

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키로 합의. 또한 IPCC의 2차 평가보고서 중 “인

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대하여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

l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2. 일본 교토): 부속서Ⅰ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을 의무감축하고, 이를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l 제4차 당사국총회 (1998. 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 부속서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사

를 표명

l 제5차 당사국총회(1999. 11. 독일 본): 아르헨티나의 감축목표 발표로 개발도

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문제가 부각되어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

스 배출목표를 제안

l 제6차 당사국총회(2000. 11. 네델란드 헤이그):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

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일

본, 호주 등 Umbrella(EU를 제외한 선진국모임)그룹과 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됨.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여 총회의

회기를 연기하여 2001년 독일에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함. 재정적 측면에서

개도국은 보상과 기술이전 등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주장한 반면, 선진

국은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의 활용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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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2001. 7. 독일 본): 2001년 3월, 미국 부시대통령

의 교토의정서 이행거부 선언 직후 개최된 COP-6 속개회의는, 7년 이상 논

의된 기후변화방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상당한 위기감을 안고 있는 가운

데 시작됨.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교토의정서 자체를 거부하는 입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국의 실리와 국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중재안

도출에 적극 참여하였다. 속개회의에서는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계, 개도

국 지원, 흡수원(Sink) 등 4개 쟁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결국 교토메커

니즘, 흡수원 등에서 EU와 개발도상국의 양보로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개발도상국가의 능력형성과 관련,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촉진

할 수 있는 체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등 10개 사안에 합의

2. 기후변화협약의 성격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실상은 경제협약으로 굳어

지고 있다. 의무부담을 이행해야 되는 국가 간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자국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의정서에도 서명해

서는 안된다는 바이드하겔 결의안(Byrd-Hagel Resolution)을 채택함으로써, 기

후변화협약은 경제적 측면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EU 등 선진국이 개도국의 요

구조건을 충족하면서 교토의정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기술력

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경제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은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강화에 기

여할 것이다. 이미 자동차, 가전부문에서 최저효율제 혹은 목표효율제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혹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

과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

한 비관세장벽 강화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CO2 발생량을 명기

하는 환경마크제 또는 CO2 등급제도가 확산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총체적 접근방식에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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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별로 의무부담을 지웠으나, 산업별, 기업별로 점차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부담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

서는 자국내 산업별 대응방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업종별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강구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은 기술협약으로써의 속성이 매우 강하다.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 CO2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

은 자국의 산업에 적용되는 감축부담의 상쇄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경제적 이

득을 향유할 수 있다. 자국의 환경기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이 강요될

때 부가가치 효과는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미 EU의 선진 제국들은 오래 전부

터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환경관련기술 개발을 서둘러 왔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 있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부담

만 강요받을 우려가 있다.

한편 산업간, 개별 기업 간에도 기술협약의 속성은 그대로 적용된다. CO2

저감이라는 절대적 명제 앞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느

냐에 따라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제

시장은 이미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업 브랜드 파워에 가미된 환경기술 확보는 선진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

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이행과 약속을 담보할 때에는 국제법이 우선적으

로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첨병 역할을 하는 교토의

정서는 아직까지 참여국 모두가 비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며 이에

대한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최근의 기후변화협약 추이 

가. 제7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

(1) 배경 및 경과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 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제7차 당사

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172개 당사국과 234개의 기구 등 총 4,400명이 참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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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간의 합의 및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극적인 타결로 마라케시 회의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주요 쟁점은 교토메커니즘, 의무이행체제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한

의정서 5, 7, 8조의 구체적 이행방안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기한 자국의 산

림경영 활동에 대한 흡수원 인정한도 확대문제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논의

되었다.

한편 마라케시총회는 개발도상국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논쟁이 격화된

총회이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부담이나 새로운 의무가 부

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도국 의무부담 문제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논쟁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진국에

서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반대함에 따라 일단락 되는 우여곡

절을 겪고 의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2) 주요 협상 결과

의무준수 체제와 관련하여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된 의무준수체제의

채택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의무준수위원회의 권한을 확정하였다. 기후변화 및

대응조치의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진국의 의무이행 방식

에 대한 정보 검토를 포함시키고, 당사국의 의무이행에 대한 자문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통계 보고, 교토메커니즘

참가요건 충족 등 의무사용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당사국에 대해 타 당사국의 문제 제기권도 부여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의 운영규칙과 관련해서, 먼저 부속서Ⅰ 국가의 교토메커니

즘 참가자격과 의무준수체제 및 흡수원 데이터 보고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의정서 5, 7조의 보고의무와 준수여부에 의존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의무준수체

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흡수원 데이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교토메

커니즘 이용자격을 활용할 수 없다고 EU나 77그룹은 주장했었다. 공약기간 예

치제(Commitment Period Reserve)의 이행여부는 메커니즘 참가자격 요건에 제

외시켰다. 배출할당량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산림

흡수원에서 획득한 배출권(RMU: Removal Unit)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RMU는

인정하지만, 차기 공약기간의 이월 또는 예탁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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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LULUCF)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산림경

영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본 합의(Bonn

Agreement)의 부속서에 포함된 산림경영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상한선

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요구대로 당초 1,760만 탄소톤(기준년도 할당량의 2.1%)

에서 3,300만 탄소톤(4.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시사점

7차 당사국 총회는 6차 당사국총회의 정치적 합의에 이어 대부분의 쟁점

사항을 타결하였다. 선진국에서 RMU의 인정과 개도국에 대한 새롭거나 추가

되는 의무부담을 논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아직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

는 국가들로 하여금 비준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EU 국가들은 동 총회에서

Umbrella Group국가9)들로 하여금 비준 반대의 명분을 제거함으로써, 이후 협

상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7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에 대한 논

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발효되면 개도국의

감축의무 논의는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함께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제8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

(1) 배경 및 경과

제8차 당사국총회는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 까지 인도 뉴델리에

서 개최되었다. 65명의 각료급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170개국 정부, 국제기구,

NGO 등 5천 여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외교부, 국회 등 관계기

관에서 2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제8차 당사국총회는 2002년 8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를 토대로 지속

가능발전과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모색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총회 개최

방안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9) Umbrella Group은 EU를 제외한 선진국들로 구성된 협상그룹으로 캐나다, 일본 등이 중심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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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의 전반에 걸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

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선언문 채택과정에 있어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선도적 역할 강조 등 개도국의 의견이 상당 부문 반영되기도 하였다.

EU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신규 의무부담을 주장하고 개발보다는 기후

변화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우선적 의무 이행

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선 개발 원칙을 천명했다.

(2) 주요 협상결과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델리각료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부

속서 I과 비부속서Ⅰ 국가보고서 제출절차 및 향후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개

최방안을 잠정 확정지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조치에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으나 재정체계 활성화에 있어서는 개도국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

협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델리각료선언문 채택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기후변화 적응, 교토의정서 비준촉구, 협약이행에 있

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고려, 재생가능 에너지원 확대, 기술이전 및 선진국의

충실한 협약이행 등을 들 수 있다. EU, G77, Umbrella 등 주요 협상그룹별 의

견수렴 및 이틀간의 각료급 원탁회의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여 문안을 확

정한 후 "델리각료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들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들에게 빠른 시
일 안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촉구하였다.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은 각 당사국의 특수한 여건에 적합
하여야 하고, 국가 개발프로그램들과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수자원․에너지․건강․농업 및 생물 다양성과 같
은 핵심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목적과 통합되어야 하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
회의의 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당사국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에 따른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이 모든 국가가 최우선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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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사항이며, 특히 최빈곤 국가와 군소 도서국가들이 매우 취약한 바, 이에 대한 
모든 국가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정보교환의 촉진, 기술이전 강화 및 이를 위한 국제협
력,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한다. 

비용 효과적인 선진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다변화 및 전체 에너
지 공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한다. 

부속서 I 국가들은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을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공
약이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나) 온실가스 배출목록 제출 등 국가보고

부속서 I 국가 관련, 제4차 국가보고서는 기존 작성지침에 따라 2006년 1

월 1일까지 제출하고, 기 제출된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층검토(In-depth

review)는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비부속서Ⅰ 국가들의 협약이행 보고를 위한 선진국들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문안합의 등 개도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다) 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등 정부간 회의 추진방안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당사국총회(COP)와 제1차 의정서당사국총회(COP/

MOP1)간 공통된 이슈가 많은 점과 재원문제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공동 개최

키로 잠정 합의하였다. 차기 총회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에

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저감

기후변화 영향의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에 관한 워크숍’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기후변화의 대응조치에 의해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분석

및 이러한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 여부(교토의정서 2조3항)는 논란 끝에

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화

석연료의 사용감소가 자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동 의제 분석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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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체계(Financial mechanism) 검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7차 총회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특

별기금 및 최빈국기금 조성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지구환경금융(GEF)에서 작

성,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합의하였다. 국가보고서 준비, 역량형성, 기술이전,

교육홍보(협약 6조) 등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재정체계 운영기구에 추가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3) 시사점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

차 공약기간(2013-2017)에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의 참여 하에 3차 공약기간(2018-2022) 중 자발

적 참여 등 적정 참가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기 회의에 대비한 의제별 입장을 수립하며, 지속적으로 분야별 협

상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효율적 회의 참가를 위해서는 부처별 업무추진 및 협조 체제가 마련되

어야 하겠다.

그리고 2002년 3월에 확정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의 지속

적인 추진과 기후변화 영향저감(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제9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

(1) 배경 및 경과

2003년 현재 교토의정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거리는 러시아의 의정서

비준 여부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 하며 비준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0) 이 1990년 기준으로 전체배출

량의 55%를 차지해야 한다.(교토의정서 25조)

2003년 9월 29일 현재, 32개국의 부속서 I 국가를 포함하여 119개국이 비

10) 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부속서 I 국가들의 배출량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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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마쳐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비준국들의 배출량은 44.2%에 그쳐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총배출량의 36.1%를 차지하고 있

는 미국이 이탈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의 운명은 사실상 러시아(총배출량의

17.4% 차지)의 비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즉, 러시아가 비준하는 경우 비준국

의 총배출량은 61.6%가 되어 비준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러시아의 비준

3개월 경과후에 의정서가 발효된다(표 3.2-1 참조).

비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러시아가 보인 반응은 확실하지 않았다. 카시야

노프 러시아총리는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환경개발 수뇌회담에서

“가까운 장래에 비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2003년 상반기만 해도 이르

면 9월중 러시아가 비준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경우 러시아의

하원, 상원을 거쳐 비준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감안하면 2004년내에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03년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개막된 세계기후

변화회의(World Climate Change Conference) 기조연설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

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문제와 관련해 “국익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

다. 비준시기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교토의정서 발효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조기비준을 강력히 요청받고 있다”고 말해 일본

과 유럽의 강력한 요청을 인정하면서도 “비준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비준 여부의 결정은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정부가 비준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동시

에 푸틴 대통령은 “결정은 국익에 따라 한다”고 밝혀 최종적으로 비준하지 않

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기후변화협약의 비준여부를 WTO 가

입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비준여부는 정치적 협상과제로 남

게 되었다.

2003년 12월 1-12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 9차 당사국총회에

서도 최대의 관심사는 러시아의 비준 여부였다. 회의 기간동안 러시아가 비준

한다는 소문과 일부 관료들의 발언으로 희망적인 관측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입

장은 2004년의 총선이 끝난 후 비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는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2004년 12월이 되어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단기간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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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국가
배출량 (Gg) 점유율(%)

부속서 I

국가
배출량 (Gg) 점유율(%)

오스트리아 59,200 0.4 라트비아 22,976 0.2

벨기에 113,405 0.8
리히텐슈타

인
208 0.0

불가리아 82,990 0.6 룩셈부르크 11,343 0.1

캐나다 457,441 3.3 모나코 71 0.0

체코 169,514 1.2 네덜란드 167,600 1.2

덴마크 52,100 0.4 뉴질랜드 25,530 0.2

호주 288,965 2.1 노르웨이 35,533 0.3

에스토니아 37,797 0.3 폴란드 414,930 3.0

핀란드 53,900 0.4 포르투갈 42,148 0.3

프랑스 366,536 2.7 루마니아 171,103 1.2

독일 1,012,443 7.4 러시아 2,388,720 17.4

그리스 82,100 0.6 슬로바키아 58,278 0.4

헝가리 71,673 0.5 스페인 260,654 1.9

아이슬란드 2,172 0.0 스웨덴 61,256 0.4

아일랜드 30,719 0.2 스위스 43,600 0.3

이탈리아 428,941 3.1 영국 584,078 4.3

일본 1,173,360 8.5 미국 4,957,022 36.1

합계 13,728,306 100.0

표 3.2-1 1990년의 부속서 I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기후변화협약 공식문서 A/AC.237/81; FCC/CP/1996/12/Add.2 and FCCC/SB/1997/6

(2) 주요 협상 결과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러시아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였

다. 그러나 러시아는 교토의정서의 과학적 기초결여와 동 의정서 발효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측면을 주장하면서 금명간 비준 의사를 표명하기는 쉽지 않

은 상황임을 시사하였다. 러시아의 비준여부는 2004년 3월말로 예정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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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 조기 발효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의정서 체제(Beyond Kyoto)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IGES(日환경성 산하연구소), WBGU(독일정부의 기후변화자문기관), Pew

Center(美기후변화관련연구소) 및 IEA 등이 각각 “Beyond Kyoto"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 또는 고위급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의 불충분한 측면과 개도국의 기후변

화에 따른 취약성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선진국의 시급한 저감대책 강화

및 대 개도국 적응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특별기

금(SCCF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다.

기술개발 및 이전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공통 인식

하에 기존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표단

도 고위급 원탁회의, 기술이전 협상그룹 회의 등을 통해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시사점

비록 러시아의 유보적 태도로 조기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은 희박

해졌지만 교토의정서의 발효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구온실가스 감축노력

은 여전히 필요하다.11)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프

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업의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는 원가경쟁력의 상대적인 약화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차별적인 부담은 국가

간 경쟁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

의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비록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제품의 수출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

11) 러시아의 비준이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지지하는 유럽과 일본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의

정서를 조기에 발효시키는자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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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는 경쟁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유지되는 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

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제3절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

탄수입 세계 2위, 석유수입 세계 4위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근년에 들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1998년의 경기침체,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이행되는 것, 에너지 절약설비 투자 확대 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래 표 3.3-1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소비/GDP 탄성치는 1990～1995

년 1.35에서 1995～2000년에는 1.07로 감소하였고 온실가스 배출/GDP 탄성치

역시 1990～1995년 1.01에서 1995～2000년 0.5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

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990～1999년간 에너지부문 CO2 탄성치 (IEA 자

료, 2001)는 우리나라가 1.15로 세계 평균인 0.31보다 크게 높으며 일본의 0.88

보다도 높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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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90～’95 ’95～2000

GDP 조원
(’95 불변가격)

263.4 377.4 476.3 7.45 4.77

에너지 소비량 백만TOE 93.2 150.4 192.9 10.05 5.10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TC 83.0 119.5 134.9 7.55 2.46

에너지 소비/GDP TOE/백만원 0.354 0.399 0.405 1.349* 1.069*

온실가스 배출
/GDP

TC/백만원 0.315 0.317 0.283 1.013* 0.516*

표 3.3-1 온실가스 배출현황

* 는 탄성치 : 에너지․온실가스 증가율(%) / GDP 증가율(%)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002.6.

온실가스 배출부문별로 살펴보면(아래 표 3.3-2), 2000년에 에너지 및 산업

공정부문이 전체의 92.8%를, 폐기물/하․폐수부문 (이하 ‘폐기물부문’)이 4.1%,

농․축산부문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0년 75.5%에서 2000년 82.5%로 증가하였는데 이중 발전과 수송부문이 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상업부문은 27.1%에서 14.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환부문은

15.3%에서 28.5%로, 수송부문은 17.1%에서 19.9%로 배출이 증가한 것이다. 폐

기물부문의 배출비중은 1990년 13.3%에서 2000년 4.1%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1990～2000년간 7.0%대를 유지하였다.

나. 온실가스 배출 전망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

력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에너지부문 CO2 탄성치는 미국 0.48, OECD 평균은 0.43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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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1990 1995 2000
1990～2000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 67.6(75.5) 101.5(81.0) 119.7(82.5) 5.9

․ 산업

․ 전환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 탈루성배출

(35.4)

(15.3)

(17.1)

(27.1)

(2.8)

(2.2)

(35.9)

(22.4)

(20.7)

(18.9)

(1.3)

(0.9)

(35.1)

(28.5)

(19.9)

(14.6)

(0.9)

(1.0)

산업공정 5.2(5.8) 12.0(9.6) 15.0(10.3) 11.3
폐기물/하․폐수 11.9(13.3) 6.8(5.4) 5.9(4.1) -6.8

농축산 4.8(5.4) 4.9(3.9) 4.5(3.1) -0.8
산림(흡수원) -6.5(-7.2) -5.8(-4.6) -10.2(-7.0) 4.7

표 3.3-2 온실가스 배출부문별 배출현황 (단위: 백만 TC)

* ( )내는 구성비, %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002.6.

부 문 2000 2010 2020

에너지 82.4 81.0 76.6

․ 산업

․ 전환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35.0

28.5

21.0

14.6

0.9

29.8

31.7

22.6

14.9

0.9

28.4

33.1

23.3

14.4

0.9

산업공정 10.6 13.4 17.5

폐기물/하․폐수 4.0 3.7 4.3

농축산 3.0 1.9 1.6

산림(흡수원) -7.0 -3.1 -2.5

표 3.3-3 배출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전망 (단위: %)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002.6.

배출부문별로 보면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이 2020년 전체 배출량의

94.1%를 차지하며 이중 에너지부문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의 추진으로

2000년 82.4%에서 2020년 76.6%로 배출비중이 감소될 것이며 이중 산업부문의

비중은 35.0%에서 28.4%로 감소하나, 전환부문은 28.5%에서 33.1%로, 수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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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1.0%에서 23.3%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공정부문은 10.6%에서 1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산림부

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목재공급 증가로 인하여 2000년 7.0%에서 2020년

2.5%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하․폐수 부문은 배출비중이 4.0%에서

4.3%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 2001 2010 2020
연평균증가율

‘00-’10 ‘11-’20 ‘00-’20

산업부문
42.0

(34.0)

51.0

(28.8)

58.6

(27.4)
2.2 1.4 1.8

수송부문
25.7

(20.9)

38.9

(21.9)

48.3

(22.5)
4.7 2.2 3.5

가정부문
16.8

(13.6)

22.3

(12.6)

25.8

(12.0)
3.2 1.5 2.4

공공기타
1.3

(1.0)

1.6

(0.9)

1.9

(0.9)
3.0 1.4 2.2

전환부문
37.6

(30.5)

63.5

(35.8)

79.7

(37.2)
6.0 2.3 4.2

합계 123.3 177.3 214.4 4.0 1.9 3.0

표 3.3-4 우리나라 부문별 CO2 배출 전망

(단위: 백만 탄소톤, %)

* ( )는 비중, 자료: 제8차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한국서부발전(주), 2002.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전망(표 3.3-5)에 따르면 2020년 이산화탄소 및 메탄

의 배출비중이 전체의 85.1%로 2000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너

지이용 효율의 향상에 따라 2000～2020년간 CO2의 배출비중은 86.3%에서

81.4%로, CH4는 6.7%에서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 및 반

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2000～2020년간 HFC, PFC, SF6의 비중은 4.2%에서

10.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과 CO2 감축을 위한 에

너지 절약노력의 가속화와 함께 HFC, PFC 등 여타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강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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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00 2010 2020

CO2 86.4 85.7 81.4

CH4 6.7 3.9 3.7

N2O 2.7 3.3 4.4

HFC, PFC, SF6 4.2 7.1 10.5

표 3.3-5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비중 전망 (단위: %)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002.6.

2.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1990년 1050만 탄소톤이었던 한전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01년에

는 3340만 탄소톤으로 약 3.2배 증가하였다. 한편 단위 발전량당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는 원단위(kg-C/kWh)의 경우 2001년에 0.122이며 과거 30년간(1970-1999

년) 원단위 평균은 0.153으로 원단위의 감소가 관측된다.

구분 1990 1992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발전자회사

(TWh)
103.2 126.0 160.1 179.1 214.9 206.8 230.2 256.8 274.4

CO2 배출량

(백만 TC)
10.5 13.8 21.1 22.1 27.3 23.5 25.7 30.2 33.4

원단위배출량

(kg-C/kWh)
0.102 0.110 0.131 0.124 0.127 0.113 0.112 0.118 0.122

표 3.3-6 발전부문(한전)의 연도별 CO2 배출량

자료: 제8차 당사국총회 참석결과 보고서, 한국서부발전(주), 2002.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LNG가

발전연료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1986년을 기점으로 원단위가 급속

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13)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후 유연탄과 원자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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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LNG발전량은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구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발전량 CO₂ 발전량 CO₂ 발전량 CO₂ 발전량 CO₂ 발전량 CO₂ 발전량 CO₂

국내탄 5,018 5,162 6,048 5,757 6,510 6,327 6,697 6,420 7,030 6,687 7,007 7,031

역청탄 17,427 17,314 63,680 54,531 71,152 30,302 76,906 65,690 92,398 78,546 105,250 87,936

유 류 19,019 13,181 31,170 22,671 11,109 8,001 12,357 8,909 19,455 14,351 21,988 16,064

가 스 5,098 2,817 33,204 17,215 24,726 11,075 27,603 13,290 23,054 11,249 25,105 11,584

원자력 52,887 - 77,086 - 89,689 - 103,064 - 108,964 - 112,133 -

수 력 3,739 - 3,757 - 3,625 - 3,560 - 3,196 - 2,915 -

계 103,187 38,475 214,946 100,173 206,811 86,005 230,187 94,309 254,546 110,833 274,398 122,615

표 3.3-7 우리나라 전력부문 연료원별 CO₂배출량 (단위: GWh, 천톤-CO₂)

*한전 및 발전자회사 배출실적임

자료: 제8차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한국서부발전(주), 2002.

앞으로의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표 3.3-3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비중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증가 속도는 꾸준히 증가

하여 2015년에는 전체 배출량의 3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업자계획과 확정적 계획에 따르면 2001년에

2,852억 kWh였던 발전량은 2015년에는 4,355억~4,369억 kWh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은 2001년 3,659만 탄소톤에서 2015년에는 5,003만~4,768

만 탄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0.1286 kg-C/kWh였던 배출원

단위는 2008년과 2009년에 0.13을 넘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0.115~0.109 kg-C/kWh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배출원단위가 유연탄

과 원자력의 발전점유율 증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배출원단위

가 악화되는 2008년은 원자력의 점유율이 37.1%로 계획기간 중 가장 낮은 해이

며 2009년에는 유연탄발전의 점유율이 44.7%로 계획기간 중 최고에 이른다.

13)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수립, 한국남부발전(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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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적계획 연도별 발전량, 탄소량, 원단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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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방안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 2차 종합대책 개요

기후변화협약을 위하여 정부는 '98년 4월부터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유관연구소 및 전문가 풀 등을 동원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1999～2001)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등 27개 과제와

ESCO사업 지원, 해외조림 확대 등 111개 세부실천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1년 9월 총리령을 제정하는 등 대책기구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는 2002년 3월, 그 동안의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의 타결 및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협상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제2차 종합대책』을 수

립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정 의무부담방안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의

강화․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역량을 확충

∙ 중․대형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촉진

∙ 산업, 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

-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등

- 교통혼잡구간 정비, CNG 버스 보급확대,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 단열시공 의무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등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영농축산방식 개선, 신규․해외조림 등

∙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CDM)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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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메카니즘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가운데 전력부문과 관련

이 있는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연구개발 추진

-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추진

- 이산화탄소 분리 상용화기술 등 개발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21세기 프론티어사업)

∙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 중점개발

- 고효율수소 제조기술 개발 및 초전도 핵융합연구

-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원자력의 공급비중 유지

-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방안 마련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Green-Pricing제도(소비자가 대체에너지 구매)의 도입과 발전회사의 총 전력 생

산량의 일정 비율을 대체에너지로 생산토록 하는 대체 전원구성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이미 발전부문에서 모의거래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발전부문 및 산업계 1개 업종에 대한 배출권 실거래 시범실시가 계

획되어 있다. 2005년에는 2004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내 배출

권거래 본사업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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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을 고려

하여 비중이 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 부문별 온실가

스 배출 저감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14)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배출비중이 큰 산업부문의 CO2 배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배출저감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단순히 배출비중만을 보고 기

술적용가능성 등 배출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

다.

2.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방안

가.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석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전력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 CO2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1년 수행한 한국

남부발전(주)의 연구에서는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 1인당 전력소비, 단위 발전량당 에너지소비량, 단위 에너지 소비량당 CO2

배출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5)

CO 2배출량=(인구수) × ( 발전량인구수 )× ( 에너지소비량발전량 )× ( CO 2배출량에너지소비량 )

1971 ~ 1999년 기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간동안 인

구는 연평균 1.3%증가하였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은 10.5% 증가하였다. 이에 따

라 CO2 배출량은 역시 연평균 9.3% 증가하였다. CO2 배출량 증가에는 인구증

가보다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발

전효율은 향상되고 에너지소비당 CO2 배출원단위는 감소하여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1인당 전력소비의 증가에 따른 배출 증가를 상쇄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14) 이러한 예는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에너지부문에서의 효율 향상 노력으로 동 부문에

서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에너지원으로부터 CO2

배출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다른 부문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15)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수립, 한국남부발전(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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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인당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한 정

책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력산업의 에너지집약도와 이산화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효율 향상, 적정

전원구성이 필요하다.

기간 인구수
1인당전력소비량

(kWh/인)

발전량당

에너지소비량

(toe/MWh)

에너지소비당

CO2 배출량

(tC/toe)

CO2 배출량

1971~1980 1.7 13.4 - 1.0 - 0.4 13.7

1981~1990 1.2 10.1 - 0.2 - 6.4 4.0

1991~1999 1.0 8.2 - 0.6 2.2 11.0

1971~1999 1.3 10.5 - 0.6 - 1.8 9.3

표 3.4-1 전력부문의 CO2 배출량 요인별 연평균증가율 (%)

나.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감잠재

량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냐 하는 것

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력분야 전체의 배출 저감잠재량과 감축

한계비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력부문에서의 현실적인 온실가스 저감 방안은 현재의 기술수준, 기후변

화협약 이행여부 등에 따라 국가마다 그 전략 및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표 3.4-2에서 구분하는 바와 같이 크게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한 저감방안

과 기술개발(Technology option)에 의한 방안으로 구별될 수 있다. 경제적 유인

제도로는 에너지/탄소세 부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온실가스저감

방안이 있으며 교토메커니즘을 통한 간접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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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적

유인제도

직접저감방안

- 에너지/탄소세 부과

- 자발적 협약

- 보조금 지급

간접저감방안 - 청정개발체제(CDM), 국제배출권거래제(ET) 활용

기술적 대

안

수요 측면

- 전력수요관리(DSM)

․ 고효율기기의 보급

․ 부하관리를 위한 전력요금 누진제 실시

공급 측면

- 일정 비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화

- 발전연료 중 저탄소 배출형 연료(원자력 및 LNG) 비중의

확대

- 분산형 전원개발 및 열병합발전

- 新기술(예, IGCC, PFBC 등)도입에 의한 발전효율 제고

- 송․배전 효율의 향상

- CO2 분리․흡착기술(즉, CO2 후처리기술) 개발

표 3.4-2 전력부문의 CO2 저감방안 구분

자료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수립, 2001. 7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력부문은 이산화탄

소 배출저감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적정한 에너지원 조합

(Energy Mix)을 이루고 있으며 발전효율의 지속적 개선, 송배전손실률의 개선,

수요관리사업의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감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

으로 예상된다.

다. 수급계획 반영 방안 

국가 전체의 배출목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부문의 배출 저감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수급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잠재력과 한계비용 등이 도출되지 않은 상

황에서 단순히 배출비중만을 보고 배출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저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과 함께

부수적 편익이 큰 에너지 수요관리나 효율향상과 같은 No-Regret policy를 중

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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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에서 CO2 저감을 이룰 수 있는 정책수단은 다양하다. 이러한 정

책수단은 각국별로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대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

한 대안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에서 채택

된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정책 수단 성격 내용

탄소세 세제
- 연료당 함유 CO2에 대해 세금 부과

-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중

CO2 배출 총량관리 직접 규제

Green Power Pricing 요금
- 소비자의 자발적 추가지불 선택

-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

청정에너지 의무발전비율 직접 규제 - 일부국가에서 유사한 방식 채택

발전시 CO2 배출원단위 규제 - 영국에서 지침으로 활용

연료 Portfolio 설정 규제 - EU에서 국가간 적용 시도

자발적 협약(VA) 협력 - 다양한 선행사례 있음

표 3.4-3 선진국의 CO2 저감 정책수단

자료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수립, 2001. 7

현재 Green Pricing과 청정에너지 의무발전비율 정책은 장기 정책과제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력부문에 대한 자발적 협약

(VA)은 시행단계에 있다. 전원구성비는 구조개편 이후에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현 단계에서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규제

하거나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따라서 CO2 배출원단위

를 전원계획 수립시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다.

CO2 배출원단위는 발전사업자의 CO2 저감 노력을 포괄하면서 발전부문

의 CO2 저감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감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배출원단위는 전체 발전시스템의 CO2 배출원단위와 개별 발전사업자별

CO2 원단위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CO2 배출원단위는 이미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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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배출원단위는 계획수

립과정에 반영하는 목표(Target)로서의 단순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개별 사업자별 CO2 배출원단위를 도입하는 것은 보다 규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력시장 민영화와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초기에는 자발적인 방식이나 인센티브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부담 시기에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

다.

CO2 배출원단위와 같은 질적 목표(qualitative target)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구조의 변화

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현재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에 부과하

고 있는 양적 저감 목표와는 달리 정성적이라 할 수 있다.

질적 목표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질적 목표는 양적 목표에 비해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 수요 증가가

빠른 나라에서 수용가능하며 보다 현실적이다.

둘째, 질적 목표는 정책수단의 시행에 있어 벤치마크를 제공한다.

셋째, 질적 목표는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3. 전력산업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 방안

가. 주요국과의 비교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CO2 배출원단위 기준은 0.11

kg-C/kWh(2015년 기준)이다. 이 기준은 1990년 일본 구주전력의 평균 배출 계

수를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CO2 원단위 배출량은 원자력과 LNG 비중의 증가에 힘입어 주요국

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6) 그림 3.4-1은 주요국의 CO2

원단위 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력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16) 물론 각국의 원단위는 자국의 고유한 전원구성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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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0(2002 Edition), IEA(2002)와 한국남부발

전(주),「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대응방안 수립」, 2002 - (한국자료)

그림 3.4-1 국가별 전력부문 kWh당 CO2 배출량 추이

구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태리 독일 미국
한국

2000 2001

발전원단위

(g-C/kWh)
20 57 104 128 137 134 157 118 122

화력원단위

(g-C/kWh)
224 203 185 170 174 202 221 212 210

표 3.4-4 주요국의 CO2 원단위 배출량

자료: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0(2002 Edition), IEA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호주 러시아 한국

국가

배출량
5,655.4 1,154.8 833.0 531.5 425.7 373.3 329.3 1,505.7 433.6

전 력

분 야

2,453 414 321 175 137 40 170 858 125

43.3 35.8 38.5 32.8 32.2 10.8 51.8 57.0 28.9

표 3.4-5 각국 전력부문의 CO₂배출량 점유비 (2000년 실적, 백만CO₂톤)

자료: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0(2002 Edition), IEA



- 99 -

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를 지표로 사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SOP 3(Standard of Performance 3)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이 수요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원단위 기준을 0.123 kg-C/kWh를 사용하였다. 영

국의 경우 목표설정을 위해 에너지 절약 잠재량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신뢰할 수 있는 잠재량 자원만을 확정하여 추정하였다.

발전부문의 배출원단위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저감잠재

량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툴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

심으로 에너지기술 DB조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발전부

문의 기술적 저감잠재량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개선에 의한 발전부문의 저감잠재량은 국제간 비교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Hohne 외(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원단

위(kg-CO2/kWh)는 최적가능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수준 대비

118%(석탄)～134%(가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주요 개도국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석

탄발전의 경우 비슷한 수준이나 가스발전의 경우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계획기간 동안 전원 구성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론적으로는 석탄의 경우 최대 18%, 가스의 경우 최대 34%의 원단위 향상이 가

능하다.

나. 일본 전기사업의 환경행동계획

배출원단위는 발전원 구성의 변화, 발전 효율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현황이나 목표

치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환경에 처해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전기사업자들은 매년 환경문제와 전력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

책을 수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1996년 11월 27일에 「전기사업에 있어서 환경

행동계획」(대상:전기사업연합회 관계사 12사)를 수립하여 발표한 이래 2003년

9월에 6차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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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스

자료전력생산 CO2 배출량
배출원

단위
BAT 전력생산 CO2 배출량

배출원

단위
BAT

(GWh) (Gg) (kg/kWh) 비교 (GWh) (Gg) (kg/kWh) 비교

미국 1733592 1636511 0.94 126% 581950 320654 0.55 156%

ECOFYS

EU 756473 666120 0.88 117% 341645 127852 0.37 106%

일본 185242 173757 0.94 125% 172496 74346 0.43 122%

동부유럽

(부속서Ⅰ)
- - - - 115578 62487 0.54 153%

러시아 연방 - - - - - - - -

기타 부속서Ⅰ 267175 256090 0.96 127% 76093 31975 0.42 119%

터키 33744 41437 1.23 163% 25427 11112 0.44 124%

브라질 5000 6000 1.20 160% - - - -

WEO

for 1997

라틴아메리카 39000 38000 0.97 130% 85000 52000 0.61 173%

아프리카 204000 194000 0.95 126% 59000 38000 0.64 182%

중동 25000 21000 0.84 112% 159000 80000 0.50 142%

중국 863000 1035000 1.20 159% 7000 4000 0.57 162%

인도 339000 400000 1.18 157% 28000 14000 0.50 141%

한국 77247 68546 0.89 118% 43063 20410 0.47 134%
Phylipsen

2000

자료: Niklas Hohne․ Carolina Galleguillos․ Kornelis Blok․Jochen Harnisch․Dian Phylipsen,

Evolution of commitments under the UNFCCC: Involving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February 2003, 54page.

표 3.4-6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 국가간 비교 (BAT=100%)

일본의 CO2배출 삭감 목표는 2010년에 있어서 사용단 CO2배출원단위(소

비자의 사용전력량 1kW당 CO2배출량)를 1990년 실적에서 20%정도 저감

(0.34kg-CO2/kWh)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의 배출원단위를 목표치가 0.093 kg-C/kWh로 우리나

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목표의 대부분을 1990년

발전량 점유율이 27%인 원자력을 2010년에는 약 40%까지 증가시켜 달성하고

자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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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990년

실 적

1999년

실 적

2000년

실 적

2001년

실 적

2005년

전 망
2010년

사용단 CO2배출원단위

(kg-CO2/kWh)
0.421 0.375 0.378 0.379 0.36

1990년 대비 20%정도

저감 0.34 (목표)

사용전력량

(억 kWh)
6,590 8,170 8,380 8,240 8,620 9,430 (전망)

CO2 배출량

(억 t-CO2)
2.77 3.07 3.17 3.12 3.10 3.2정도 (전망)

표 3.4-7 일본의 전력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목표

*사용단 CO2 배출원단위 = CO2 배출량 ÷ 사용전력량

*공동화력, IPP등에서 구입해 판매한 전력량, 구입한 전력의 발전시에 배출된 CO2를 포함한 수치

자료: 전기사업의 환경행동계획, 전기사업자협회, 2002.9

다. 배출원단위 제안

송전단에서의 배출원단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유연탄발전소를 LNG,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적

게 혹은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으로 대체하거나 발전효율 향상, 소내소비율 감

소 등의 기존 발전소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기저부하로서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그 비중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하여 추가로 발전비중을 늘리는데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유연탄 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LNG 발전의 경우 아직 효율향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원단위 향상에 큰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현재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까지 배출원단위의 의미

있는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정부의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도입의지에 따라 계획대로 대체에너지

의 발전 점유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원단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분리기술이 상

용화된다면 원단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개발

단계를 감안할 때,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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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획에서 사용했던 0.11 kg-C/kWh(2015년)를 그대로 사용하고 획기적인

대체에너지 도입계획이 수립된다는 전제하에 2020년의 경우 약 10% 향상된

0.10 kg-C/kWh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5절 결론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상보

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으나 교토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감축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전력수요의 증가로 전력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체의 배출저감 목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부문의 배출총

량제한의 도입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배출저

감잠재량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총량제한의 도입은 저감 효율성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원단위 배출 기준을 적용함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적절한 전원구성과 꾸준한 발전효율 향상으로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

출원단위는 개선되어 왔으나 석탄발전의 효율 향상이 한계에 이르고 원자력발

전의 적극적인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개선 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제1차 수급기본계획에서 사용하였던

0.11kg-C/kWh의 목표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대체에너지의 획기적

인 도입을 전제로 2020년의 경우 0.10 kg-C/kWh의 배출원단위 기준을 제안한

다. 배출총량기준과 배출원단위기준을 막론하고 적절한 배출기준의 선정을 위

해서는 각 부문의 배출저감량과 저감한계비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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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제1절 원자력의 일반 현황 및 개발 전망

1. 원자력발전의 일반 현황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2001년 약 97.4%)을 해외에서 수입하

는 자원빈국이다. 유일한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은 품질이 낮은 무연탄으로 그

나마 3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이다. 반면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

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의 에

너지 수입액은 37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3.4%를 차지하여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약

84%, 원자력이 14%, 나머지가 수력과 대체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

리나라의 전력생산량 중 40% 정도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어 화석연료의 비중

특히 석유의 비중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첫째, 원자력은 기술집약형 에너지이다. 원자력은 우라늄 원광의 공급과

농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연료 제조공정 단계를 국산화하고 있어 완전 수입에

너지가 아니라 준국산 에너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집약형 에너지자원이

라 할 수 있는 원자력을 국산에너지로 간주할 경우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83% 정도로서 원자력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정에서 중요한 전력공급원으로 부각된 원자력은 현

재 전체 전력수요의 40% 정도를 담당할 만큼 그 위치가 확고하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이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지구온난화와 산성비 등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

라 배출되는 오염원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1-1은 이와 같은 원인이 되

는 오염원들이 1,000 MWe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할 때의 배출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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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700

5,900

SOx

330만106,000가스복합발전소

500만1008,500석유발전소

600만7009,000석탄발전소

CO2분진NO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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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106,000가스복합발전소

500만1008,500석유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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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분진NOx

표 4.1-1 발전원별 대기오염 배출량(국내배출실적기준)

(단위: 톤)

주) 1,000 MWe 발전소 1기를 1년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특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

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실적 배출량은 1970년

5,500만 톤에서 2000년 1억1천만 톤으로 거의 20배 증가하였다. 기존 원자력 발

전을 전부 석탄발전소로 대체하였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기준 1

억1천만 톤에서 1억9천6백만 톤으로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에 원자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100

150

2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도

백
만

톤

실적 배출량

원자력을 석탄화력으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량

원자력 기여
(86 백만톤)

그림 4.1-1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 및 원자력기여

셋째,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다. 원

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고, 수입원이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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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이어서 세계 에너지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라늄은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수송과 저장이

쉽다. 그림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로는 150만톤이 필요하나 우라늄은 30톤이면 된다. 또한 원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 한번 장전하면 12～18개월 가량은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만큼의 연료 비축효과도 있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림 4.1-2 발전원별 연료소요량 비교 (100만kWe급 발전소의 1년간 운영 기준)

넷째, 원자력발전은 매우 경제적인 에너지이다. 원자력발전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력발전 방식에 비해 건설비가 다소 비싸지만 40년 이상

의 운전기간 동안 사용되는 연료인 우라늄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월등히

싸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50% 이상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발

전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우라늄 연료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여서 우라늄 가격이 오르더라도 발

전원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전기요금은 1982년 69.9원에서 2001년 77.1원으로 10.3% 인상에 그친 반면

에 동기간 국내 물가 상승은 140.6%에 이르렀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크게 기

여하고 있음을 그림 4.1-3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

여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

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었고, 이들 전기사업자의

자율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

도록 정부는 2002-2015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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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설용량의 29.2%, 발전량의 38.9%를 차지하지

만, 2015년에는 각각 34.6%, 46.1%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전력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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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

2. 미래의 원자력 개발 전망

가. 개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사항이 국제적인 주요 논제로 부각되고 환

경 및 안전 관련 문제, 빈부격차 해소 등의 이슈가 공론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미래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전세계의 인구중 약 1/3이 전기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며 미래의 전력수요는 개발도상국을 주축으로 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구조건과 수요에 적절한 혁신적 원자로

의 개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개발 노력은 최근에 거의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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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작한 2개의 큰 흐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는 IAEA를 주축으

로 하고 원자력 기술보유국/사용국이 참여하는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가 있으며 둘째로는 미국, 일본

등의 원자력 기술보유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로 개발

(GEN IV)사업이 있는데 위의 2개 사업 모두 최근에 시작하여 각 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의 2개 사업 모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원자력기술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핵융합연구 및 핵융

합발전로 개발에 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IAEA의 INPRO사업

원자력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핵연료주기 및 혁신적

이고 핵확산저항성이 큰 원자력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IAEA의 후원하

에 각국이 노력을 결집하는 것으로 제44차 IAEA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이러

한 결의에 따라 IAEA 원자력국의 주도하에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INPRO를 발족/추진하게 되었다. INPRO 프로젝트가 성

립하게 된 주요 배경 및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9월 제44차 IAEA 총회 결의에 따라 IAEA의 후원하에 각국이

협력하기로 함.

- 2000년 11월 혁신원자로작업단 공여국회의가 EC, IAEA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INPRO로 정하고 이의 수

행을 위한 운영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와 국제조정그룹(ICG: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을 두기로 결정함. ICG는 INPRO 참가회원

국에서 파견된 CFEs(Cost Free Experts)로 구성됨.

- 2001년 4월 국제조정그룹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일정 및 수행방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IAEA, OECD/NEA, OECD/IEA가 공동수행한 프

로젝트“Three Agency Study"의 연구결과를 INPRO에 반영하도록 함.

- 2001년 5월 제1차 운영위원회(SC)를 개최하였으며 INPRO가 공식 출범

하게됨.

- 2001년 12월 제2차 운영위원회(SC), 2002년 5월 3차 운영위원회, 2003년

5월 제5차 운영위원회(Phase 1A 보고서 최종 초안 제출)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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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회원은 15개로 구성되어 있음(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EC, 불가리아, 파키

스탄)

한편, INPRO의 추진조직을 보면 그림 4.1-4와 같다.

 

 INPRO Steering Committee 
(member states, observers) 

 

Project Manager 
Mr. V. Mourogov 

DDG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Project Co-ordinator 

Mr. J. Kupitz 

SH Nuclear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ICG) 
(Cost Free Experts in Vienna from INPRO member states) 

IAEA Inter-Departmental Co-ordinating Group 
(IAEA Task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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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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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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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5: 

 
Crosscutting Issues 

(Infrastructure, 
Social Aspects) 

 

 
Task 6: 

 
Methodology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Systems) 

           

Input from Technical Experts in INPRO Member States 
(consultancies, work packages, case studies) 

 

그림 4.1-4 INPRO의 추진조직

현재까지의 주요활동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INPRO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 제1단계(Phase 1: 2000-2004) :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건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2개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 제1세부단계(Phase IA: 2000.5 - 2003.6)는 원자력시스템의 개념과 접

근방안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선정, 방법론, 지침, 사용자 요건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제2세부단계(Phase IB: 2003.7 - )에서는 제1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

준과 요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혁신적 원자로 개념들을 검토하고 case study를

통해 평가방법을 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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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Phase 2: 선택적):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INPRO 회

원국들의 승인하에 국제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분야를 조사․확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PRO의 사용자 요건 즉, 사용자들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로는 크게 1)경제성, 2)환경,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3)안전, 4)핵확산저

항성, 5) crosscut(제도,PA, 하부구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가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참석

하였으며 핵비확산분과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중에 있다. 한편, 미국을 중심

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GEN IV 프로그램과는 추진방법상의 차이점이 있는

데 INPRO의 경우에는 원자력 기술의 보유국 뿐만 아니라 사용국도 함께 참여

하여 추진하므로 기술의 수요와 개발이 연계되고 있지만 GEN IV에서는 원자

력 기술보유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이를 기술사용국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 수요를 유도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

다.

다. 제4세대 원자로(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GEN IV) 개발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21세기의 환경사회, 복지사회 및 지속

가능발전 사회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등을 갖춘 제4세대 원자로를 국제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 7월 이

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로서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를

설립하였다.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의 주요 추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1월: 제4세대 원자로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동선언문 발표(GIF

참여 9개국의 고위 정책자급 회의)

- 2000년 8월 : GIF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우리나라는 GIF 창

설회원국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했으며 제4세대 원자로 평가 및

선정 방안에 대해 논의 개시

- 2001년 3월(GIF 회의): GIF 중심의 제4세대 원자로 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기술지도 작성을 위하여 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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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참여함.

- 2001년 4월: 제4세대 원자로 후보개념을 세계적으로 공모했고 세계에서

약 100여개의 개념이 제안되었음. 우리나라는 KALIMER, SMART 등 10가지의

개념을 제안함.

- 2001년 7월: GIF 참여 9개국이 GIF 헌장에 서명 완료함에 따라 공식적

으로 출범. 창설회원국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남아공, 브라

질, 아르헨티나의 9개국임. 이후에 스위스가 참여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10개국

임.

- 2002년 7월: 6개의 제4세대 원자로를 확정함. 우리나라는 6개의 개념중

SFR과 VHTR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SCWR 및 GFR에는 중간, LFR과

MSR에는 낮은 관심도를 표명하였음.

- GIF에서는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착수시기로서 2003년 10월을

목표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협력협정 체결방안(지

적재산권 포함), 국제공동연구 추진 프로젝트의 준비, 국제공동연구추진체계 구

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제표준인허가의 개발 및 원자력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세계 산업체대표 회의와 원자력규제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여 추

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여 국내에 기술분야별 전문가들로 기술위

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기획을 수행하고 있음.

제4세대 원자로가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갖추어야 될 주요 특성은 다음

과 같다.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 타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에너지 생산․공급

- 궁극적인 안전성 확보

- 폐기물발생 최소화로 폐기물관리 용이

- 핵확산 및 대테러 저항성 확보

- 국민수용성이 크게 증진된 시스템

이는 2020년 이후의 원자로와 핵연료주기를 기술체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 111 -

Gen I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Gen III+                              Gen IV

Generation I

Generation II
Generation III

Generation III+
Generation IV

Evolutionary
Design offering 
Improved 
Economics for
Near-Term
Deployment

• Highly 
Economical
• Enhanced 

Safety
• Minimal 

Waste
• Proliferation 

Resistance

• Shippingport
• Dresden, Fermi I
• Magnox

• LWR – PWR, BWR
• CANDU
• AGR

• ABWR
• System 80+

Early Prototype
Reactors

Commercial Power
Reactors

Advanced
LWRs

Gen II Gen IIIGen I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Gen III+                              Gen IV

Generation I

Generation II
Generation III

Generation III+
Generation IV

Evolutionary
Design offering 
Improved 
Economics for
Near-Term
Deployment

• Highly 
Economical
• Enhanced 

Safety
• Minimal 

Waste
• Proliferation 

Resistance

• Shippingport
• Dresden, Fermi I
• Magnox

• LWR – PWR, BWR
• CANDU
• AGR

• ABWR
• System 80+

Early Prototype
Reactors

Commercial Power
Reactors

Advanced
LWRs

Gen II Gen III

국내 Kori 1/2 → KSNP → APR1400 → Gen IV
현황 SMART

그림 4.1-5 원자력발전의 시대별 흐름도

기대되는데 현재까지 건설․운영된 원자로의 시대별 변천흐름과 제4세대 원자

로의 위치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 4.1-5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태동기의 제1세대 원전에서 시

작하여 현재는 제3세대의 원전이 건설․운영되고 있다.

- 제1세대(Gen I)는 1950년대에 도입된 초창기 원전들이고 예로써 영국의

Magnox형 원전, 미국의 Shippingport 원전 등이 있다.

- 제2세대(Gen II)는 원전이 본격 도입된 1960년대 이후에 건설․운영된

원전으로써 현재 세계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전이 여기에 속하고 있

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 및 월성 1/2호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제3세대(Gen III)는 1980년대 이후 표준화된 개량 원전으로써 1990년대

중반에 건설∙운영되기 시작된 원전이고 우리나라의 한국표준형원전(KSNP), 미

국의 System 80+, 일본의 ALWR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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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대+(Gen III+)는 제4세대 원자로가 본격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정도에 건설∙운영이 가능한 것으로써 경제성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써 예를 들

면 INTD (International Near Term Deployment) 원전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

거나 도입을 위해 개발 중인 노형들 및 우리나라의 APR1400, SMART, 미국의

AP1000, 일본의 IMR, 남아공의 PBMR, 유럽연합의 EPR 등이 이에 속한다.

GIF 회원국으로는 아시아 (한국, 일본), 유럽 (프랑스, 영국, 스위스),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남아공)의 10개국으로 되

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GIF 창설회원국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GIF는

현재까지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6개의 제4세대

원자로를 2002년 7월에 선정하였으며 2003년 10월부터 이들 원자로형을 대상으

로 한 국제공동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선정된 6개의 원자로는 표 4.1-2와 같

다.

Gen IV 원자로

최적

상용화

시기(년)

비고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2015 소듐냉각 고속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2020 초고온가스로

SCWR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2025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GFR (Gas-cooled Fast Reactor) 2025 가스냉각 고속로

LFR (Lead-cooled Fast Reactor) 2025 납냉각 고속로

MSR (Molten Salt Reactor) 2025 용융염로

표 4.1-2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로

GIF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한국 표

준형원전(KSNP)의 기술자립, APR1400의 개발, SMART와 KALIMER의 개발 등

을 통하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원자력 기술선진국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GIF의 창설회원국으로서 제4세대 원자로의 평가 및 선정에 참여

했으며 국제공동연구방안, 프로젝트 개발 및 지적재산권 운용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목표는 한국표준형원전(KSNP)과 신형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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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를 이어 2020-2030년경 상용화될 전력생산이 주목적인 제4세대 원자

로 및 관련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기술의 개발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에

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에너지 해외의존도 감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원

자력 기술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할 중점 연구개발

내용은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및 계통설계 개

발, 신개념 제4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핵연료주기 및 재료기술 개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압 수냉각원자로(SCWR)

가스냉각 고속로 (GFR)

납합금냉각 고속로 (LFR)

원자로 기술

공통기술

용융염로 (MSR)

GIFGIF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및 계통설계 개발

핵연료주기 및 재료기술 개발

신 개념 제4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수소생산 기술개발 (국내 협력+국제공동)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내 수소생산공정기술개발과 융합 추진
필요성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추진

핵연료주기

핵연료/재료

에너지생산

핵확산저항성/물리적방호

평가방법 등

핵연료주기

핵연료/재료

에너지생산

핵확산저항성/물리적방호

평가방법 등

그림 4.1-6 GIF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점연구개발 내용

위의 그림 4.1-6에 나타난 중점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다

음과 같다. 여기에서 Viability 단계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Performance는 성능을 입증하는 실증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 소듐냉각 고속로 노심 및 계통설계 개발 분야

단계 (연도) 추진 내용

Viability 단계

(2004-2006)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핵심기술 타당성 연구

P

단

계

Performance 1단계

(2007-2010)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성능 입증

Performance 2단계

단계 (2011-2015)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시스템 개념/기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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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및 재료 기술개발 분야

단계 (연도) 추진 내용

Viability 단계

(2004-2006)

∙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pyroprocessing) 핵심기술

평가 및 최적공정 확정

∙ 공통핵심 재료기술 개발 및 재료물성 자료 생산

P

단

계

Performance 1단계

(2007-2010)

∙ Engineering Scale 건식 처리공정 시험 및 실증계획

확정

∙ 공통핵심 재료기술 개발 및 재료물성 자료 생산

Performance 2단계

(2011-2017)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처리 공정 실증 (100

kgHM/batch) 및 핵연료물질 시제품 생산

∙ 노내외 성능평가 및 재료성능모델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개념 제4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분야

단계 (연도) 추진 내용

Viability 단계

(2004-2015)

∙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및 개념

연구

∙ 가스냉각형 고속로 시스템의 개념 및 핵심설계

검증 연구

∙ 납합금 냉각재 관리-운영 기술 및 핵심 코드 체계

검증

라. 핵융합에너지(Nuclear Fusion)

핵융합에너지는 수소나 중수소(D), 혹은 삼중수소(T) 등의 가벼운 원자핵

이 융합하여 헬륨 등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게되는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질

량결손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다. 생산되는 에너지의 80%는 발전에 이용되

며, 나머지 20%는 플라즈마 가열을 위한 반응유지에 이용된다.

D + T → 4He (3.5 MeV) + n (14 MeV)

이와 같은 핵융합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미래의 주요 에너지

원 중의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첫째, 지구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고준위 방사성물질이 없으며, 발전

소 해체도 용이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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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추출이 가능하고 삼중수소는 중성자에

의한 자체 증식이 가능한 무한 에너지원이다.

셋째, 대형 방사능 유출사고가 없으며, 제어 실패 시 자동 중지가 가능한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은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시작되

었으며, 1990년대에 EU의 JET(Joint European Torus), 미국의 TFTR(Tokamak

Fusion Test Reactor) 등의 토카막 연구장치에서 중수소-삼중수소 연료로 핵융

합증배계수(출력에너지/입력에너지) Q=1인 과학적 분기점에 도달하였고, 지금

은 실용화를 향한 발전로 지향의 공학연구단계로 진입하였다.

최근에 핵융합 에너지가 큰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2002년 11월 미국

FESAC (Fusion Energy Sciences Advisory Committee)가 미국 DOE 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약 35년 내에 핵융

합 발전 실증로(Demonstration fusion power plant)의 운전에 의한 전기 생산

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미국 Bush 대통령이 50억 달러 규모의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건조에 10%를 부담하

고 참여하겠다고 발표하고(2003. 1. 30), 수소도 핵융합으로 생산하겠다고 천명

(2003. 2. 6)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EU,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01년에 같은 계

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핵융합 선진국들은 2035년경 핵융합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과 204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ITER는 1988년 4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이 국제공동으로 개념설계를

시작하였고, 1992년 공학설계에 착수하여, 2001년 공학설계를 완료한 핵융합열

출력 500-700 MW, 핵융합증배계수(출력/입력에너지) Q > 10, 핵융합반응유지

시간 > 400초, 건조비용 50억 달러가 소요되는 핵융합로의 실현을 위한 실증로

이다. 현재의 참여국은 유럽, 일본, 러시아, 카나다, 미국, 중국 등이고, 유치국

가와 건설부지 결정, 참여국간 분담금 결정 등의 협상을 금년 내에 종결하여

UN의 산하 기구로 발족될 계획이다.

현재 ITER 유치 희망국은 캐나다(Clarlington), 프랑스(Cadarache), 스페인

(Vadellos), 일본(Rokkasho)이다. ITER는 2003년 부지 선정 후, 10년의 건설기간

과 20년의 운영기간동안 핵융합로의 부품 시험과 공학적인 기술을 실증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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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유럽

연합

- 1999년 결성된 “유럽핵융합발전협정 (European Fusion Development

Agreement)”에 회원국가 단위의 자체 연구시설(주로 토카막)을 이용한

역할 분담에 의해 협력

- 독일의 막스플랑크 플라즈마물리연구소, 영국의 JET, 프랑스의 CEA 등

- 대형토카막 "JET" 공동운영; 과학적 분기점(Q=1)달성 (1991), 핵융합출

력 16 MW 달성(1997)

- 세계적인 핵융합연구를 실질적으로 주도

미국

- 1950년대부터 핵융합연구 시작하여 여러 연구장치 개발

-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의 대형토카막 TFTR에서 1995년 10MW

의 핵융합 출력을 달성 후, 실험 종료 (1999)

- 1990년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추진

사업에 탈퇴하였으나, 2003년 1월에 재가입

일본

- 일본원자력연구소와 국립핵융합과학연구소 중심

- 세계 최대의 토카막 JT-60U (JAERI)에서 과학적 분기점(입력에너지=

출력에너지)을 달성한 바 있고, 핵융합 삼중계수값 세계 최고기록

- 대형 나선장치 LHD (NIFS)에서는 초전도자석을 사용하여 세계 최장시

간(～100초)동안 플라즈마의 방전유지를 달성

- ITER의 유치에 적극적임

- SSTR(Steady State Tokamak Reactor)등 발전로 지향의 연구 병행

중국

- 중국 허베이의 중국과학원 산하 플라즈마 연구소에서 KSTAR와 유사한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HT-7U를 건설중이며, 쳉두의 CNNC 소속의 서남

물리연구소에서는 HL-2A를 건설중

- HT-7, HL-1M등 중형 토카막 3기 운영중

- 각종 가열, 진단, engineering 등 종합적 연구 수행

- Fusion-Fission Hybrid Reactor를 국가목표에 포함

카나다

- 1990년대까지 중형토카막 Tokamak de Varenne(TdV, AECL)을 건조.

운영하여 핵융합연구 수행

- 1999년 미국의 ITER 탈퇴후 핵융합프로그램 중단

- CANDU 원자로기술에 기인한 Tritium회수 및 처리기술로 ITER 참여

- ITER 유치 희망 (Clarlington, Ontario), 유치 못할 경우, 탈퇴를 시사했

었으나, 최근 미국의 핵융합연구개발 의지 표명에 따라 입장 재정리

러시아

- 1969년 T-3 토카막에서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1000만도 플라즈마온도

달성을 확인 후

- 1980년대까지 세계 4대 토카막장치중 하나인 T-15을 운영하여 세계적

인 핵융합연구를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연

구활동 미미, 연구인력 유출 심화

표 4.1-3 주요국의 핵융합 연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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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1979년 서울대에서 소형 토카막 SNUT-79, 1981년 원자

력연구소에서 KT-1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면서 핵융합 에너지에 대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를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에서의 핵융합연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이 시

작되었다. KSTAR는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것이 완공되면 현재 가동 중

인 세계의 주요 토카막인 유럽연합의 JET, 일본의 JT-60U 등의 노후화에 따라

세계 유일의 핵융합 연구가 가능한 대형 연구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5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TER 참여계획을

의결하였다. ITER의 참여 조건은 ITER 건조비의 약 10% 이상(～ 5억$)을 분담

하고, 공학설계 최종결과의 수용, 기존 협상결과의 수용, NPT 참여․서명, QA

를 포함하는 핵융합 기술능력 보유 등이다. 이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분담금

이 in-kind(현물) 형태로 투자되는 참여국의 핵융합 기술능력이다.

우리나라는 핵융합관련 연구 역사는 짧지만, ‘95년부터 시작된 KSTAR 건

조사업으로, 향후 ITER의 pilot plant로서의 역할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미

국 DOE의 2003년 3월에 발간된 “35년 지름길 계획” 보고서에 수록)이다. 그리

고 원자력 기술자립으로 구축된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 수준은 초전도 도체, 전

자석 및 지지구조, Vacuum vessel, Cryostat & Thermal shield, 가열/진단장치,

Pulsed power supply, Tritium plant, Divertor, Blanket 등 ITER 장치를 구성

하는 부품 제작을 담당할 정도의 기술 수준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과 인력이 참여하므로 첨단 기술의 국내이전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융합 기술혁신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는 독립적으로 핵융합을 지속

시키는데 필요한 핵융합 반응온도에 기인한다. 핵융합 반응은 섭씨 1억도의 온

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태양의 내부보다도 높은 온도이다. 이 정도 온도에서

견딜만한 구조재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ITER 참여 분담금 예산은

연간 500 억원씩 총 5,000 억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제2절 원자력발전의 한계와 새로운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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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 측면

원자력발전의 제한적 측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래 기술의 상용화 가능시점에 있어서, 핵융합에너지는 2035년 이

후, 제4세대 원자로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핵융합에너지

의 경우 1억도의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재질 개발, 제4세대 원자로의 경우 막대

한 개발비용과 국제적인 이해 관계에 따른 노형 선택의 어려움 등과 같은 해결

해야 될 기술적,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제한점을 살펴볼 수 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정립되었으며 , Brundland 보

고서에서 ‘다음 세대들이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저해시

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넓은 의

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대들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형평성도

포함된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복지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소 건설비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다른

발전원에 비해 초기투자비인 자본비가 높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으며,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는 더욱 투자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로서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배출과 방사성폐기물 발생 문제를 일반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친숙하지 않고, 이

해하기 힘들고, 그 영향이 확률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대중에게는 불확실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고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

질의 배출에 의한 인체 및 환경영향 들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사고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

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에 따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소멸된다. 오랫동안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는 장수명 폐기물의 차폐 및 처분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우려를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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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지속가능개발 에너지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핵무기 확산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원자력발전 계획이 안

전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확산의 위험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

다. 국제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체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국가에서의 핵무기물질에 대한 불충분한 통제,

핵분열물질의 불법적 거래, 일부 국가의 핵비확산조약에 위배되는 비밀스런 활

동가능성,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활동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새로운 활용방안

화석연료자원이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소에너지는 청정성, 안전성, 자원의 무한성, 저장 및 수송의 용이성 등의 측

면에서 21세기의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자연계에 풍부히 존재하지만 주로 화합물로서 존재한다. 수소는 1

차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2차 에너지인 동시에 에너지를 운반하

는 에너지 담체에 속하고 있다. 미래에 각광받을 에너지 담체로서는 수소와 전

기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석유에 비해 편리성, 이용효율성, 환

경적 친화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까지 실용화되어

있는 수소생산방법은 주로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현재까지 주로 전력생산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지만 원

자로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이용한 수소생산방법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연구는

그동안 잠시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

슈와 맞물려 고온가스냉각로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120 -

수소생산용 원자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원자력 선진국 및 IAEA,

OECD/NEA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세계최초로 1997년 열화학수소제조방법중 IS

싸이클의 폐싸이클 운전에 성공하였음. 한편 일본 동경공대의 UT-3싸이클은 현

재 시스템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에서 선정된 VHTR 원자로는 수소생산에 강점

이 있는 것으로서 2017년을 목표로 하여 원자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은 이에 앞서 2010년까지 수소생산용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H2VHTR

계획) 우리나라는 GEN IV에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운전중인 수소생산용 가스냉각로 실험로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가 있는

데, 중국은 2000년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한 10 MWt 출력의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Reactor 10: HTR-10)가 2000년 12월에 임계를 달성하고 2004년

90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은 30 MWt의 열출력을 갖고 있으며 2004년 95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러시아와 미국은 가스터빈 모듈형 헬륨원자로(Gas Turbine Module

Helium Reactor, GT-MHR)를 설계중에 있으며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사용해 전

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2010년까지 300 MWe의

GT-MHR 1기와 플루토늄연료 제조시설을 시베리아 화학단지(Seversk)에 건설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수소 생산실증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VHTR과 열화학법을 이용하여 초고온가스냉

각로 실증로를 건설하고(〜2016년) 운전실증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2019년까지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방법은 고온가스냉각

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가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년 이내에는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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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산화탄소 흡수/제거의 기술전망 및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제1절 개 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

스효과가 확대되고 이는 기후의 변화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파급효과는 그 정도나 시기 혹은 특성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분명한 현

상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그림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구표면에서의 평균온도는 20세기 들어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5.1-1 지구의 평균온도(지표면)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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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를 제한해야 한

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UN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만들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토협약(Kyoto Protocol)을 체결하였다. 교토협약이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지구온실가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축 시키는 것이 협약이행을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대기중 이산화

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일반적 정책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l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임

l 에너지 전환 및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l 저탄소연료(천연가스 등)로의 사용전환 유도

l 천연의 이산화탄소 흡수원(토양, 숲, 대양 등)의 가용성을 확충시킴

l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확대

l 화석연료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격리시킴

위에 열거한 방법들은 각각의 방법적용에 따른 비용, 감축량의 목표, 사회

적인 요인들, 가용 에너지원의 정도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우

선적으로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저탄소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천연의 흡수원을 이

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나 장기적인 수단으로는 생태계의 순환

등에 관련된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

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사회

적 혹은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능력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지하 혹은 심해에 저장하는 방법은 최근에 와서

논의되기 시작한 방법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타 에너지원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거의 불가능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원을 지속적으로 사용

하면서도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회수 및 저장 기술/방법

이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DOE의 주관 하에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저장 프로그램

에 관한 장기계획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의 회수․저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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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연료의 사용 등에 이어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

감의 세 번째 대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지구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여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8%만큼 감소시키고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증가율을 제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림 5.1-2).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감축하고자 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격리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2 지구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격리기술의 역할(미국의 경우)

제2절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격리

1.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분리․회수는 회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 또는 저장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언

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산화탄소의 회수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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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인류의 에너지 생산․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

은 자연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회수 및 저장을 거의 동시에 수행)을 향

상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로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분리․회수에

관한 것으로서 전력부문과 같은 대규모의 발생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인류활동으로 인한 총 발생량의 약 1/3에

해당하고 있다. 발전부문이외의 대규모 발생원으로는 정유제련,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수송부문 등이 있으며 본문에서의 주요 관심은 전력부문에서의 이산

화탄소 분리․회수에 있다. 주요 대상 발전원으로는 석탄화력(미분탄연소, 유동

층연소 등)발전과 LNG Combined Cycle 발전소 등이다. 또한 산업공정의 과정

에서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산업이 있는데 북해의 노르웨이 지역

에 있는 Sleipner Vest gas field가 대표적인 예로써 천연가스전으로부터 이산화

탄소를 분리하여 지하의 염수저장소에 직접 주입․저장하고 있다.

이외에 화력발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

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중의 한 예로써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은 원유정련소의 잔유물 또는 석탄을 연료

로 하여 고효율의 복합싸이클을 적용함으로써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IGCC 기술은 과거 수년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으

며 아직 널리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기술은 가스화기내에서 연료를 산

소 및 증기와 반응시켜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짐)를 만들고 이

를 정화시킨후 복합싸이클을 통해 연소시킴으로써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IGCC의 기술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타발전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자본투자비의 규모가 감소되어야 하며 신뢰도 및 운전상의 탄력성이 향

상되어야만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의 회수는 크게 연소전과 연소후의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연소후에 배출되는 가스는 질소가 대부분이며 이산화탄소는 부피

기준으로 볼 때 미분탄연소의 경우 14%, 석탄이용 IGCC가 9%, LNG CC는

4%와 같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만을

선별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저장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연소후 이산화탄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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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회수의 대표적인 방법은 아민용액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배출가스를 세정한

아민용액을 가열하여 고순도의 이산화탄소와 재사용가능한 아민용액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소후 배출가스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음으로

써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큰 부피의 가스를 다루어야 하고, 강력한 용매제가

필요하며 용매의 재사용을 위한 대규모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점인데 이

것이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소후의

이산화탄소 회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보일러 혹은 가스터빈 내에서 연소

시 공기대신에 농축산소(순산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배출가스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약 9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후에는

단순한 이산화탄소 순수화 작업만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순산소의 생산비용이

과다한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화석연료를 연소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방법이 추출가스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의 대표적인 예로써

는 석탄-IGCC 방법을 들 수 있다. 주요한 과정을 보면 연료를 연소전에 산소와

(혹은) 수증기와 반응시킴으로써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어내고 일산화탄소

는 증기와 촉매로(이동전환기)에서 반응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더 많은 수소

를 생성해내게 된다. 이후 이산화탄소는 분리․회수하고 수소는 가스터빈 복합

싸이클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암모니아 생산과 산업공정

에서 이미 검증되었지만 현존하는 가스터빈에서 수소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은

아직 상업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했다.

2. 분리․회수의 기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출원으

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즉 분리․회수(capture)한 후 지하 혹은 심해에 저장(storage;

sequestration)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감축과정이 완료

되게 된다.

분리․회수의 기술은 크게 흡수법(absorption), 흡착법(adsorption), 막분리

법(membranes), 심냉법(cryogenics) 등의 4가지로 나뉘어지며 이들의 기술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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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흡수법 :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용액과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

는 배출가스를 접촉시킴으로써 대상 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인데 흡

수제의 종류에 따라 액체습식과 고체건식방법으로 구분된다. 액체습식흡수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아민용제기술(Amine scrubbing technology)이며 60여년 이상

전에 석유화학산업에서 배출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배출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기 위해 아민용

액이 사용되는 곳은 미국에 있는 Warrior Run 석탄화력발전소(150 CO2톤/일)

를 비롯하여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no-에탄올아민(MEA)은

아민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서 98%이상의 회수율과 99%이상의 순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연소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은 연소후

의 방법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IGCC의 경우 회수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0

기압 이상에서 약 35-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 흡착법 : 이산화탄소를 활성탄, 제오라이트와 같은 고체흡착제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써 압력차이를 이용하는 Pressure Swing Adsorption(PSA)방

법과 온도차이를 이용하는 Temperature Swing Adsorption(TSA) 방법이 있다.

PSA법은 배출가스를 층층이 쌓인 흡착제 층을 선택가스의 농도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고압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이며 흡착제는 감압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TSA법은 압력 대신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PSA와 TSA 모두 상용

화된 상태이고 천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으로 일정 부분 사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대규모의 이산화탄소 분리에는 적절

치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회수방법과 연계된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l 막분리법 : 막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투과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기술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고분자 막물질은 투과선택도 측면의 경제성을 향상

시켜야만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되는 막의 종류로는 다

공질 무기질막, 팔라듐막 등을 포함하여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막이 있으며 일

반적으로 선택적 투과효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가스를 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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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은 에너지 소비나 비용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흡수법과 막분리법을 결합한 방법들

이 개발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대규모로 분리하는 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막분리법의 주요 기술개발 분야는 막소재개발, 모듈개

발, 분리공정의 시스템 개발 등의 3개 분야로 나뉘어지며 이중에서 막소재 개

발분야는 국내 및 국외에서 시급히 개발해야 하는 분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l 심냉법 : 기체간의 증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냉각과 응축방법

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게 된다. 보통 이산화탄소가 고농도(90% 이상)로

포함되어 있는 기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왔으며 저농도의 기체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주요 단점은 위에서 말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것 이외에도

냉매공급을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분이 공정전에 미리 제거되어야 하

는 점 등이 있다. 한편, 수송에 용이한 액체 이산화탄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이산화탄소 분리․회수 기술들의 주요 장단점을 비교․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장 점 단 점

흡수법
o 대용량, 저농도/고농도의 기

체처리가 용이함

o 에너지 소비 과다

o 흡수제에 의한 장치 부식

흡착법
o 장치가 간단함

o 고농도 기체에 용이

o 에너지 소비 과다

o 대용량 처리 어려움

막분리법

o 장치가 간단함,

o 에너지 소비가 적음

o 저농도의 기체처리에 용이

o 고비용의 분리막 모듈

o 고농도/대용량 처리에 어려

움

o 복잡한 시스템(비용요인)

심냉법
o 대용량/고농도 처리에 용이

o 액체 이산화탄소를 직접 생산

o 저농도의 기체에는 부적합함

o 에너지 소비 과다

표 5.2-1 이산화탄소 분리․회수 기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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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 방법 및 기술

분리․회수된 이산화탄소를 격리시켜 영구히 저장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

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전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협의적 의미의 격리

(Sequestration)는 이미 분리․회수된 기체를 격리․저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광의로 사용될 때는 대기 중에서 기체를 분리․회수하는 과정과 격리․저장하

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방법은 크게 지질학적 격리(Geologic

sequestration), 육상 격리(Terrestrial sequestration), 해양 격리(Ocean

sequestr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 DOE의 발표 자료17)를 보면 영역별로 구분한 전세계의 탄소 격리․

저장 가능용량 추정치는 표 5.2-2와 같다.

Carbon Sequestration Reservoir 용량(GtC)

해양(*) 1,400 - 2*107

지질적 구조물(*) 300 - 3,200

육상 생태계(토양, 삼림 등) >100

인간활동으로 인한 발생량, GtC/yr(1990년) 6.0

표 5.2-2 전세계의 탄소 격리․저장 가능 용량

(*)자료원 : “Carbon dioxide disposal from power station", IEA Greenhouse Gas R&D program, 1998;

Carbon management, Assessment of fundamental research needs, DOE Office of Science.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격리시킬 수 있는 영역별 잠재적 양은

해양이 가장 크며 이것은 인류가 수 세기 동안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모두 수

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된다. 각각의 영역별 저장용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체, 액체, 고체별로 단위 부피당 무게의 정도를 적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성상에 따른 탄소의 형태별 밀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7) Carbon Sequestration R&D Program Plan: FY 1999 - FY 2000, US DOE, Office of Fossil Energy,

Federal Energy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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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과 같다.

CO2 가스(60F, 100 psi) 3

CO2 clathrate(내포화합물) 81

Biomass(포플라 나무) 220

CO2 Liquid 253

CO2 Solid 425

탄산마그네슘 432

표 5.2-3 탄소저장의 형태별 밀도(kg carbon/m3)

위에서 서술한 각각의 격리방법에 대한 주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l 지질학적 격리 :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

는 방법으로써 주요 저장소로는 감손된 원유나 가스의 저장소(Depleted oil &

gas reservoirs), 심지층의 염수 저장소(Deep saline aquifer), 채굴할 수 없는 석

탄의 지층(Unminable coal seams/beds) 등이 있다. 미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미국에서 발생되는 수십년 혹은 수세기 동안의 이산화탄소 양을 격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질학적 저장용량이 미국내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표 5.2-4).

그러나 표 5.2-4의 저장용량 추정치는 다양한 요인들(저장부피, 다공성, 흡습성,

압력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데,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석탄층의 추정치에 대해 전세계와 미국을

비교할 때 매우 불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확한 추정용량을 산출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질학적 저장소
추정 저장 용량(GtC)

전세계(1) 미국내(2)
채굴할 수 없는 석탄층 >4 4 - 6
감손된 원유 저장소

251
11 - 14

감손된 가스 저장소 22 - 27
심지층 염수 저장소 109 - 2,727 1 - 136

총 계 364 - >2,982 38 - 183

표 5.2-4 지질학적 격리․저장 용량의 추정

(1)“Putting carbon back into the ground",IEA Greenhouse Gas R&D Programme, 2001

(2) 자료원 : ARI; Berman et al. (“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Roadmap, US DOE/NETL, 2002.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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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손된 원유나 가스층에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기술은 실행과정

에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으로써 유전층

혹은 가스층에 있는 남아 있는 물질을 밀어내게 함으로써 원유나 가스의 시추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

술은 흔히 CO2-EOR(enhanced oil recovery)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10-15%의 시추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유증산효과가 이산화탄소의 회수와 주입에 소

요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만 이미 74개의

CO2-EOR 프로젝트에 연간 약 9백만 탄소톤의 이산화탄소(주로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회수함)를 주입해 왔으며 캐나다의 Weyburn 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 시스

템으로부터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감손된 천연가스전에서도 위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채굴할 수 없는 석탄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해 위와

유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림 5.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석탄층

에 있는 메탄가스를 추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이 방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지 않고 메탄가스를 생산할 경우는 저장

용량의 약 50%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으로 인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석탄층은 메탄가스의 약 2배 정도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출되는 메탄가스의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충분

히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미국 뉴멕시

코 Allison Unit의 프로젝트에서 지난 3년에 걸쳐 약 1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주입되었다.

또한 심지층의 염수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이 방법은 지하의 대수층(지하수를 간직한 다공질 삼투성 지층)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염분 농도로 인해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공간을 이산

화탄소의 격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북해의 노르웨이

지역에 있는 Sleipner Vest Gas Field가 있는데 이 가스전으로부터 연간 약 백

만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Utsira 지형(모래지형)에 1996년 이래 주입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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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석탄층에 포함된 메탄가스의 산출흐름

l 육상 격리 : 광합성의 과정속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시키며 흡수한 탄소를 이용하여 생장과 구조물 형성에 필요한 당 복합물질

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탄소는 결국 생태계순환을 통해 다시 대기로 방출되

지만 일부분은 토양이나 습지퇴적물에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인류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의 생태계순환과정에서 저장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분적인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지질학

적 저장방법과는 상이하며 대표적인 간접적 이산화탄소 회수방식으로 분류된

다.

l 해양 격리 :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는 주로 바닷물에 용해된 상태나 식

물, 동물, 광물질 탄산염(조개)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해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은 38,000 GtC(퇴적층은 제외함)으로써 육상생태계의 2,000 GtC에 비

해 엄청난 양에 이르고 있다. 해양에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직

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은 바다

표면층에서 대기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루어지

며 직접적인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심해저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이산화탄소수화

물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림 5.2-2에는 이산화탄소에 대

한 대양순환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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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해양에서의 탄소 순환(단위: GtC)

해양에 있어서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미량

/대량 영양소가 적게 함유되어 있는 대양 표면에 대해 이들 영양소를 첨가시켜

줌으로써 광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광플랑크톤은 많은 양의 이

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대양 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

는 다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

정이 어느 정도까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

다.

해양에서의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격리 방법은 심해에 직접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의 문제, 격리의 효과성, 대양

순환계에 대한 영향 정도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다. 대양의 이

산화탄소 격리 용량은 매우 크지만 격리로 인해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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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1. 기술개발과제의 현황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회수․격리에 대한 연구실적은 적은 편이다. 기후변

화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구온실가스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에 맞추어 국내에서는 정부주도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대형과제가 에너지절약

및 소비효율성의 향상 연구에 주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산화탄소의 회수․

격리를 통한 배출량 저감에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 할당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 및 격리시키는 방안이 대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저감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에 들어와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온실가스저감의 중요한 부분

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주요 연구는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대형 프로젝트에 부분

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요 연구과제의 수행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의 표 5.3-1과 같다.

환경부 G-7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온실기체제어 및 이용기술에서는 이산화탄

소 처리를 위한 기반기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중에서 이산화탄소

제어기술분야의 결과로는 액체중공사막인 Water-swollen hydrogel 막을 이용하

여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는 소형장치의 개발(최대 5.5 Lb/min.의 처리용

량을 갖음)이 있다. 이 장치는 보일러와 같은 소규모의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활

용이 가능하며 중공사막 접촉기와 흡수법을 결합한 hybrid 시스템은 기존의 분

리공정기술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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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처
대과제명

CO2 회수 관련 분야
연구

수행기관관련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연구

기간

환경부

G-7

환경기술개

발사업

온실기체제어

및 이용기술

- CO2의 생물학적/

화학적 고정화 기술

연구

- 막분리법에 의한

CO2 회수 및

제어기술의 연구

1992

-1997

한국화학연

구소

산업

자원부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에너지절약기

술개발사업

- CO2 흡착분리

공정개발(PSA법)

-

2001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기

술개발사업

- CO2 분리․회수 및

이용기술개발

1994

-200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외 다수

과학

기술부

특정연구개

발사업 -

중점연구개

발사업

온실가스저감

기술개발

- 온실가스저감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CO2의

분리․회수 및

해양격리)

1997

-2003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과학

기술부

특정연구개

발사업 -

21세기

프론티어연

구개발사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 에너지 절약 및

CO2 처리기술의

실증화 및 상용화

공정 개발

2002

-2011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표 5.3-1 CO2 처리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수행 현황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에 속한 “CO2 흡착분리 공정”개발

과제에서는 화력발전소 연소배가스를 130 Nm3/h 규모로 처리하여 순도 99%

이상의 CO2를 분리․회수하는 PSA공정을 국산화하였으며 이는 흡수법에 비

해 약 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황

산화물, 질산화물, 분진,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을 목표로 하여 199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총 115개

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 및 이용에 관련된

과제의 주요 연구결과로써는 하루 2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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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Plant의 건설(전력연구원)이 있으며 이산화탄소로부터 하루 50kg의 메탄

올을 합성할 수 있는 Pilot Plant 장치를 건설하였다(KIST).

과학기술부의 온실가스저감사업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천요소기술과 실용

화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처리기술 분야에서는 연소전 탈

탄소화 기술의 이용, 분리막 접촉기 기술, 생물학적 고정화기술, 대규모의 해양

격리를 위한 공통 핵심기반기술 등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환경부의 G-7프로젝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하는 미래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연구개발사

업이다. 본 사업은 총 20개 내외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

로 선정된 각 사업에 대해서는 (1999년 2개, 2000년 3개, 2001년 5개, 2002년 8

개 등)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간 약 100억원(총 1000억원 내외) 정도의 정부

지원을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사업이 2002년도에 21세기 프론티어사업으

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까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의 실증화 및

상용화 공정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수행의 기대효과로는 고온

순산소연소, 반응분리 동시공정, 미활용 에너지기술 등의 분야의 기술 개발

(2012년까지)을 통해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189백만 탄소톤)의 5% 정도(9

백만 탄소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회수처리 분야(전력생산부문)에서는 2012년도에 3백만

탄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기술 개

발의 결과물로는 첫째, 연소배가스를 2000 Nm3/h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기

술의 실증과 둘째, 30만 Nm3/h 규모의 연소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경제성 측면에서는 기존 이산화탄소 처리비용의 1/4

(60 $/TC)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국내 기술의 개발 수준

이산화탄소 회수․처리 분야에 있어서 국내의 기술수준은 기존에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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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예산투입과 노력에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및 환

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1990년대 중반시점까지는 에너

지 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의 기술수준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 부분과 처리(격리)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리기술은 물리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를 전환 및 고정화하는 이용관련 기술과 지중 및 해양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도 최근까지의 연구는 분리․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가고 있으나 격리에 대한 부문

은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분리․회수에 대한 연구부문을 보면, 흡수법과 흡착법에

있어서는 Pilot 규모의 시설건설 및 운용단계에 와 있으며 막분리기술은 기초

단계에 있다. 각 세부 기술별 기술의 개발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l 흡수법 : 습식과 건식의 흡수법으로 나뉘어지며 습식법에 있어서 확보된

주요 기술로는 첫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4년부터 수행한 연구로써 연

구용으로 활용하는 Bench-scale(5m3/h)의 연속 습식흡수탑을 보유하고 있다. 둘

째, 한전 전력연구원이 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로써 발전소의 배출

가스로부터 2 CO2-톤/일 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분리할 수 있는 Pilot Plant 규모

의 설비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흡수분리공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

안과 흡수제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건식흡수법(습식흡수법

이 재생흡수제로서 액체의 아민용액을 사용하는데 반해 건식은 고체의 재생흡

수제 사용)에 관한 분야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다.

l 흡착법 : 주로 압력스윙흡착법(PSA)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화력발전소로부터 130 Nm3/h의 연소배

가스를 처리함으로써 0.6 CO2-톤/일 의 성능을 갖고 있는 회수시설을 구축하였

다.

l 막분리법 : 이산화탄소 분리용 막소재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적 단계에



- 137 -

머물러 있다. 개발될 분야는 막소재개발, 모듈개발 및 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막모듈, 시스템 등의 기술은 이미 확보하였지만 막

소재개발 분야는 미흡하여 향후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막소재기술 분야는 경제성과 상용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흡수 및 흡착법에 비해 장점(간단한 장치, 운전용이, 적은 에너지소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우위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산화탄소의

막분리법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대학과 연구기관

에서 꾸준히 수행하여 오고 있다.

l CO2 전환 및 이용기술 :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함

으로써 경제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내

에서 촉매를 이용한 화학적 고정화 기술은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으

며 생물학적 고정화 기술은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적인 연구단

계에 있다. 화학적 고정화에서는 메탄올, DME, DMC 등의 제조를 연구중에 있

으며 생물학적 고정화에서는 인공적인 광합성, 미세조류 및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을 연구하고 있다.

l 저장 혹은 격리 기술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잠재

적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

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격리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아직 이론 및 실험실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5.3-2에서는 국내의 기술수준현황과 선진 기술과의 비교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위에서 서술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시장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추정된 자료를 보면 이산화탄소 회수․처리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시장규모는 약 14조원, 국외에서는 약 57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선

진국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격리방법 및 기술에 대한 시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취약 부분에 대한 기술격

차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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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구분 선진국
국내

기술의 개발 현황 기타 고려사항

분리/

회수

기술

흡수법

상용화/실용화 단계

Pilot 단계
- 경제성측면이

취약흡착법
Pilot 단계(소규모 상

용화 가능 수준)

막분리

법
막소재연구에 주력

막소재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나

기초 연구 단계

- 대용량 처리

를 위한 막소

재 개발 및

제작 필요

전환 및

고정화

- 촉매화학적 전환기술

은 Pilot 단계(메탄올

50 kg/일 규모:일본)

- CO2개질은 촉매개발

진행중

- 탄산염기술중 일부는

상용화

- 생물학적 고정화기술

은 반응기개발 진행

중

- 화학적 고정화는

Pilot 플랜트 실증

단계(메탄올 제조)

- 생물학적 고정화는

기초연구단계(인공

광합성,미세조류 등)

- 생명공학기술

에 의한 균주

확보, 광이용

효율의 증가

격리

(지질학적 및

해양)

- 대규모의 격리방법에

관한 Pilot 시설건설

및 개발 연구 진행중

- EOR은 상용화(미국)

- 대수층 저장은 실용

화(노르웨이)

심해저장에 관한 기초

자료조사/연구 단계

- 국내에는 심

해나 유전 등

이 없음

- 국제적인 협

력의 확대 필

요

표 5.3-2 CO2 회수․처리의 국내외 기술 수준 현황

3. 최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인 “이산

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2002)“사업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회수․처

리기술의 개발을 통해 발전부문에서 약 3백만 TC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확

보가 사업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방식인 연소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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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의 효율개선과 에너지절약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 것과 비교할 때 커다

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 본 사

업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고온 순산소

연소

반응분리

동시공정

미활용 에너지

이용 기술

CO2 회수․처리

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80 % 20%

주요

기술개발분

야

- 저가 산소제조

- 내식/내열 충

격성 고온재료

- 지능형 가열시

스템

- 연소기 설계기

반기술

- 부분산화

- 탈수소화

- 탈수

- NCC

- 신반응/신분리

- 열원대응 고성

능 열교환기

- 고효율 냉온열

제조

- 열저장 및 고

밀도 열수송

- 시스템 최적설

계 및 실증

- 건식흡수제

- 분리용 건식재

생 흡수제

- 분리용 막소재

개발

- 심해수 및 해

저퇴적층 저장

- 고순도 정제기

술개발

- 고부가 제품화

주로 적용

될 산업분

야

-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 제조업, 가정용

난방, 상업용

냉/난방

전력생산 부문

주요

저감목표
3백만 TC 2백만 TC 4백만 TC

3백만

TC(저감기술의

확보)

추진의

기본 방안
저감목표의 달성 기반기술의 확보

주요

기술성과

지능형 연속식

순산소연소가열

시스템(100톤/일)

반응분리동시공

정실증(1톤 /일)

및 상용화설계

(100톤/일)

미활용에너지 종

합네트워크 실증

(냉난방부하 10

Gcal/h)

CO2 처리기술 실

증(2천Nm 3/h의

배가스) 및 30만

Nm3/h 배가스의

공정설계

기존대비

효과
40% 효율향상 30% 효율향상 10% 효율향상

CO2 처리비용을

1/4($60/TC)이하

표 5.3-3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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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인류의 에너지 소비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의 양을 줄이려는 시도는 에너지 소비절약, 이용효율의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최근에 와서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에 대한 기술과 처리가능

용량에 대한 잠재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구온실가스저감에 대한 새로운 대안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환경규제의 정도 등은 화력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의 상대적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회수․처리 비용은 기존 화력발전원의

원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경의 $10/TC 처리비용과 국내의 연구개발 목표인 2012년의

$60/TC이 달성된다 하다라도 화력발전의 경쟁력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진국의 대규모 연구개발투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회수․처

리 기술의 개발은 탄소세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발시점 단축과 비용절

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과 결합

시킨 하이브리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141 -

제 6 장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의 예비 

경제성 분석

제1절 의료용 동위원소 시장

방사선기술은(Radiation Technology, RT)은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

통신기술, 환경관리기술, 우주기술, 국방기술, 첨단의료기술 등 다양한 국가 과

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요소기술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RT의 시장 규모

는 표 6.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42조 8천억원으로 미국

GDP의 1.4%를, 일본의 경우는 62조 4천억원으로 일본 GDP의 1.2%를 차지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863억원으로 GDP의 0.03%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RI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기기, 방사선 계측기기, 방

사선 발생장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른 외

화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용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산업용, 의료용, 농업용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큼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야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97) 일본(’97) 한국(’01)

RT 시장규모 142조 8천억원 62조 4천억원 1863억원

GDP대비 RT 점유율 1.4% 1.2% 0.03%

RT분야 매출규모

산업분야: 46%

의료분야: 41%

농업분야: 13%

산업분야: 75%

의료분야: 23%

농업분야: 2%

분야별 자료 없음

표 6.1-1 주요국의 RT 이용 경제 규모 비교

한편 1920년대 방사성 추적자를 생체에 이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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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의료용으로 처음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9년 I-131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이용한 것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용 동

위원소 시장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대체기

술과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이 예상되는데 이는 표 6.1-2에 나타나 있다.

분류 세분류 주요 동위원소
세계시장규모

(US$,’96년)
전망 비고

Nuclear

Imaging

Gamma

Imaging

Tc-99m(Mo-99),

T1-201, I-123,

Xe-133, In-111

10억 연5% 성장

시장 촉진성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

PET
F-18, C-11, N-13,

O-15 등
7500만

연15%

성장

골밀도검사
I-124, Gd-153,

Am-241
하향

대체기술과

경쟁
방사성

면역조사

I-125, Co-57, H-3,

Fe-59
8500만 하향

대체기술과

경쟁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I-131, Re-188,

Sr-89, P-32,

Ho-166

4800만
급속한

성장

2020년까지

60억불로

추산,

제약분야의

인프라 필요

치료용

밀봉선원

원격 Co

치료
Co-60 3500만 하향

대체기술과

경쟁
Brachy-

theraphy

Ir-192, Cs-137,

I-125
3500만

연10%

성장
방사선

수혈용

혈액조사

Co-60, Cs-137 2500만 안정

표 6.1-2 의료용 동위원소 이용 현황과 전망

주 1)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생산방안에 관한 연구”, p.19, 과학기술부, 1999.

2) Sr-89 제재 의약품인 Metastron 판매액 3,600만$(1996년)

제2절 MIP 생산 동위원소 시장

1. MIP 생산 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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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과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

용 동위원소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이에 따라 영상 진단용 분야와 치료용 방

사성 의약품 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영상 진단용 Tc-99m의 모핵종인 Mo-99 수요는 현재 세계 의

료용 동위원소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선행 연구(“방사성 동위원소

국내 생산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1999)에서도 이들 Mo-99/Tc-99m 핵

종을 전략적인 국내 생산 가능 품목으로 제시하였다. 의료용 방사성 의약품은

진단용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으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앞

으로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암의 통증 완화제인 Sr-89

도 주목받고 있는 의료용 동위원소이다.

한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법으로는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속기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PET용의 가벼운 핵종의 생산에는

가속기(주로 양성자 가속기)가 이용되고 있고, 그 이외의 핵종 생산에는 원자로

가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특정 핵종을 표적으로 제

작하여 중성자 핵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목표 핵종을 생산하는 방법과 U-235의

핵분열을 일으켜 그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필요한 핵종을 분리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Mo-99 생산에는 후자의 방법 즉 fission Mo 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그 이외의 핵종 생산에는 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의 공통점은 따로 표적을 제작한 후 이를 원자로에서 조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 핵연료를 이용하는 원자로(MIP, Medical Isotope

Producer)에서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법은 표적을

따로 제작하여 조사하지 않고 핵연료 자체가 표적을 겸하며, 그 안에서 핵분열

생성물로서 생긴 Mo-99와 Sr-89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리,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 MIP 생산 동위원소 시장 전망

전 세계적으로 볼 때, Mo-99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연구로에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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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Sr-89의 경우는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지역

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은 의료용 동위원소를 대량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구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로 개념으로는 경

제성이 없고 고농축 우라늄 표적 사용에 따른 핵물질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NEA와 IAEA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가격상

승, 공급 불안정, 장거리 운반에 따른 손실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자국내 생산

및 공급, 권역별 back-up 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권역을 대상으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시설이 없는 실정이

며, 특히 일본은 이들 생산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하나로는 2010년에 이용자가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고, 중성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위원소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상황에 따라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의 건설을 통해 국내 의료용 동위

원소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아시아 의료용 동위원소 시장을 선점하여 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의료용 동위원소는 Mo-99(원료 및 Tc-99m

generator)와 Sr-89이다. 본 연구의 경제성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장 수요 증가율

은 표 6.2-1과 같으며, 이를 위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l MIP(의료용 동위생산 전용로)는 2009년에 가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0년의 운전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l 동위원소의 시장 증가율의 경우, 2009년 이전까지는 최근의 수요 증가율

을 반영하였음. 분석대상 기간인 30년 운전기간을 3 기간(’09-’20, ’21-’30,

’31-’39)으로 나누어, 동 기간에 경쟁 시설과 대체 시장이 출현할 것을 예상하여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l 생산된 동위원소는 아시아권과 미국에 판매되는 것을 가정하였음. 단, 미

국에는 Mo-99는 판매되지 않고 Sr-89만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캐

나다가 Mo-99의 대량공급 국가이기 때문임.

l Mo-99의 경우 원료와 Tc-99m 두 가지 형태 모두 같은 수요 증가율을 가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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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기간 국내 일본 중국
아시아

기타국가
미국

Mo-99

’03-’08 10.0 5.0 10.0 10.0 -

’09-’20 6.0 3.0 7.0 6.0 -

’21-’30 3.0 2.0 5.0 3.0 -

’31-’39 2.0 1.0 3.0 2.0 -

Sr-89

’03-’08 12.0 7.0 15.0 12.0 7.0

’09-’20 8.0 4.0 9.0 8.0 4.0

’21-’30 5.0 2.0 7.0 5.0 2.0

’31-’39 3.0 1.0 4.0 3.0 1.0

표 6.2-1 의료용 동위원소의 지역별 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yr)

3. MIP 생산 동위원소 시장 점유율 및 가격 전망

본 연구는 MIP가 2009년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가동 이후

에 생산되는 의료용 동위원소가 아시아 및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

유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MIP의 경제성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여

기에서는 생산죄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시장 진입 가능성형태에 따라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표 6.2-2와 같다.

l ‘경쟁 완화 시나리오’는 아시아의 Mo-99와 Sr-89 시장은 물론 미국의

Sr-89 시장에서 초기부터 시장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낙관적인 공급목표를 달성

하는 경우임.

l ‘경쟁 심화 시나리오’는 아시아의 Mo-99와 Sr-89 시장 및 미국의 Sr-89 시

장에서 초기부터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비관적인 공급목표만을 달성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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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16-’20년 기간의 시장 점유율이 최고치를

이루고 점차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이는 시장 수요 증가율에

서 고려한 것과 같이 시장 점유율도 경쟁시설의 출현과 대체 시장의 출현 가능

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임.

기간 국내 일본 중국
아시아

기타국가
미국

2009~2010
100

(100)

25

(10)

25

(10)

25

(10)

6

(4)

2011~2015
100

(100)

30

(15)

30

(15)

30

(15)

9

(6)

2016~2020
100

(100)

35

(20)

35

(20)

35

(20)

12

(8)

2021~2025
100

(100)

30

(15)

30

(15)

23

(15)

9

(6)

2026~2039
100

(100)

25

(10)

25

(10)

25

(10)

6

(4)

표 6.2-2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전망

(단위: %)

주) 괄호 밖은 ‘경쟁완화시나리오’, 괄호 안은 ‘경쟁심화 시나리오’의 시장 점유율임

한편 지역별로 의료용 동위원소 시장에서의 판매형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l 국내의 경우, Mo-99는 전량 Tc-99m 형태로 판매됨.

l 일본의 경우, Mo-99의 원료 형태와 Tc-99m의 형태의 시장 진입은 90% :

10%로 가정하였음.

l 중국의 경우, Mo-99의 원료 형태와 Tc-99m의 형태의 시장 진입은 30% :

70%로 가정하였음.

l 기타 아시아 국가의 경우, Mo-99의 원료 형태와 Tc-99m의 형태의 시장

진입은 30% : 70%로 가정하였음.

l 미국의 경우, Mo-99는 판매하지 않고 Sr-89만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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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IP 생산 동위원소 시장 가격은 표 6.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8) 이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지라도 공급 측면에

서는 신규 설비의 출현과 대체 상품의 개발 등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는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Mo-99

의 원료와 Tc-99m generator 그리고 Sr-89 모두, 기준가격에 비해 2009년~2020

년 기간에는 연평균 5% 가격이 하락하고, 2021~2030년과 2031~2039년에는 각

각 연평균 10%와 20%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99의 원료와 Tc-99m generator의 기준가격은 200$/Ci(6-day)와

800$/Ci(6-day)이며, Sr-89는 200$/mCi(의약품 등급 기준)이다.

Mo-99
Sr-89

원료 Tc-99m generator

2009~2020 -5% -5% -5%

2021~2030 -10% -10% -10%

2031~2039 -20% -20% -20%

표 6.2-3 동위원소 시장 가격 연평균 하락율 전망(기준안)

제3절 예비 경제성분석

1. 주요 가정

MIP의 예비 경제성분석의 대상 기간은 2009.6～2039.6까지 30년으로 하였

으며, 동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법인세

율은 25%, 환율은 1,200원/$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MIP 생산 동위원소인

Mo-99와 Sr-89의 생산용량은 각각 1,500 Ci/week, 80 Ci/yr로 가정하였다.

18) 표6.2-3은 기준안에 대한 가격 전망이며, 민감도분석의 가격전망은 표 6.4-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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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분석

MIP 관련 주요 비용은 아래의 표 6.3-1과 같이 크게 자본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본비는 요소기술 개발, 설계, 인허가 심사 및 안전조치, 시설과 장

비구입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건설 및 시운전 비용으로 구성된다. 기준안

의 자본비는 IAEA의 연구결과19)인 2,600만달러(hot cell과 부대시설이 제외)와

KAERI의 핵연료개발시설 95억원과 실증시설용 hot cell 관련비용 42억원 등을

고려하여 4,000만달러(48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운영비의 경우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IP의 운전 시작 시점에서는 30명(운영요원 18명, 기술요원 6명, 행정요

원 6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하나로의 경험을 통해 유

추한 것이다. 이후에 2010～2020년까지 즉 시장 점유율이 최대가 되는 시점까

지 행정요원과 운영/기술요원은 각각 연평균 3%, 1%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는데 이는 임시직 채용 또는 숙련 직원의 인건비 이외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다.20) 그리고 인건비는 2002～2009년까지는 연평균 5%, 2010～2039년까지는

연평균 2% 인상을 가정하였다. 경비의 경우 10%의 예비비도 고려하였다.

주요 비용 항목 비 고

자본비

요소기술 개발비, 설계비, 인허

가 심사 및 안전조치 관련비,

시설과 장비구입 등이 포함된

건설 및 시운전비 등

외국 자료와 국내 참고 자료

를 이용 하여 비용 추정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설비/사무실 운영비, 예비비

소요인력 및 국내 자료를 참

고하여 비용 추정

표 6.3-1 주요 비용 항목 설명

19) IAEA, Production technologies for molybdenum-99 and technetium-99m, IAEA-TECDOC-1065, 1999

20) 인력의 증가율 적용에 따라 인력이 정수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율의 의미를 임시직 채용 또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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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분석

의료용 동위원소의 시나리오별/기간별 총 판매량은 표 6.3-2, 표 6.3-3과

같다. 표 6.3-2는 Mo-99(원료 및 Tc-99m generator)의 판매량으로서 상업운전

초기인 2010년대 초중반에는 연간 17,000Ci 정도에서 2020년대 중후반부터는

연간 35,000Ci 정도 판매가 예상된다. 그리고 전체 Mo-99의 판매량 중에서 국

내와 동남아 시장의 판매량 점유율은 60%:40% 정도이다. 또한 아시아 시장 중

에서 중국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0년대는 48% 정도를 2020년대

이후는 6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 국내 일본 중국
아시아

기타국가
미국 계

2009~2010
7,946

(7,946)

2,949

(1,180)

3,014

(1,206)

686

(274)

-

(-)

14,595

(10,606)

2011~2015
9,772

(9,772)

3,927

(1,964)

4,602

(2,301)

1,012

(506)

-

(-)

19,313

(14,543)

2016~2020
13,077

(13,077)

5,312

(3,035)

7,530

(4,303)

1,580

(903)

-

(-)

27,499

(21,318)

2021~2025
16,016

(16,016)

5,123

(2,562)

8,536

(4,268)

1,659

(829)

-

(-)

31,334

(23,675)

2026~2039
20,618

(20,618)

4,997

(1,999)

10,705

(4,282)

1,779

(712)

-

(-)

38,099

(27,611)

표 6.3-2 Mo-99(원료 및 Tc-99m)의 시나리오별 연 평균 판매량 전망

(단위: Ci/yr)

주) 괄호 밖은 ‘경쟁완화 시나리오’, 괄호 안은 ‘경쟁심화 시나리오’ 결과

그리고 표 6.3-3은 Sr-89의 판매량으로서 상업운전 초기인 2010년대 초중

반에는 연간 20Ci 정도에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연간 45Ci 정도 판매가 예

상된다. 전체 Sr-89의 판매량 중에서 국내와 해외 시장의 판매량 점유율은 2010

년대에는 12%:88%에서 202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18%:82%로 다소 국내의 점유

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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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0년대에는 전체 판매량의 57% 정도를 차지하지만 2020년대 초

반에는 48% 정도로, 2020년대 중후반부터는 3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대신에 중국이 전체 판매량의 43%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국내 일본 중국
아시아

기타국가
미국 계

2009~2010
2.0

(2.0)

0.7

(0.3)

5.7

(2.3)

0.5

(0.2)

10.7

(7.1)

19.7

(11.9)

2011~2015
2.6

(2.6)

1.0

(0.5)

9.4

(4.7)

0.8

(0.4)

18.5

(12.3)

32.2

(20.5)

2016~2020
3.8

(3.8)

1.5

(0.8)

16.8

(9.6)

1.3

(0.8)

29.9

(20.0)

53.4

(35.0)

2021~2025
5.1

(5.1)

1.4

(0.7)

20.9

(10.4)

1.5

(0.8)

25.7

(17.2)

54.8

(34.2)

2026~2039
7.8

(7.8)

1.4

(0.6)

30.6

(12.2)

1.6

(1.2)

20.1

(13.4)

61.8

(34.7)

표 6.3-3 Sr-89의 시나리오별 연 평균 판매량 전망

(단위: Ci/yr)

주) 괄호 밖은 ‘경쟁완화 시나리오’, 괄호 안은 ‘경쟁심화 시나리오’ 결과

의료용 동위원소 판매에 따른 시나리오별/기간별 연평균 판매액은 표

6.3-4와 같다. 동위원소 판매액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대에는 연간 160억 정도,

2020년대 이후는 연간 28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매출액 구성은 국내가

2020년 중반까지는 50% 정도를 차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65%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규모는 국내, 중국, 미국,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 순

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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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국내 일본 중국
아시아

기타국가
미국 계

2009~2010
77.0

(77.0)

10.4

(4.2)

34.4

(13.8)

6.0

(2.4)

24.4

(16.3)

152.2

(113.7)

2011~2015
95.1

(95.1)

14.0

(7.0)

53.9

(26.9)

8.9

(4.5)

42.1

(28.1)

214.0

(161.6)

2016~2020
128.0

(128.0)

19.1

(10.9)

91.5

(52.3)

14.2

(8.1)

68.3

(45.5)

321.1

(244.8)

2021~2025
149.5

(149.5)

17.5

(8.7)

102.3

(51.1)

14.4

(7.2)

55.6

(37.1)

339.3

(253.6)

2026~2039
180.2

(180.2)

15.8

(6.3)

127.0

(50.8)

14.9

(6.0)

40.2

(26.8)

378.1

(270.1)

표 6.3-4 Mo-99과 Sr-89의 시나리오별 연 평균 판매액 전망

(단위: 억원)

주) 괄호 밖은 ‘경쟁완화 시나리오’, 괄호 안은 ‘경쟁심화 시나리오’ 결과

표 6.3-5는 시나리오별/기간별 총 판매액 중에서 Sr-89의 판매액 비중을

나타낸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총 매출액의 42% 정도, 아시

아 기타 국가 총 매출액의 22% 정도, 일본 총 매출액의 17% 정도, 국내 매출

액의 7% 정도를 Sr-89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Sr-89만 수출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총 매출액 전부가 Sr-89 판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판매액 중에서 Sr-89의 매출액은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국내 일본 중국
아시아

기타국가
미국 계

2009~2010
5.9

(5.9)

16.3

(16.3)

38.0

(38.0)

18.9

(18.9)

100.0

(100.0)

29.5

(23.9)

2011~2015
6.2

(6.2)

16.7

(16.7)

39.5

(39.5)

19.9

!9.9)

100.0

(100.0)

34.3

(28.9)

2016~2020
6.8

(6.8)

17.4

(17.4)

41.8

(41.8)

21.4

(21.4)

100.0

(100.0)

37.9

(32.6)

2021~2025
7.4

(7.4)

17.7

(17.7)

44.1

(44.1)

23.1

(23.1)

100.0

(100.0)

34.8

(29.1)

2026~2039
8.6

(8.6)

17.7

(17.1)

47.8

(47.8)

25.9

(25.9)

100.0

(100.0)

32.5

(25.6)

표 6.3-5 시나리오별 총 판매액 중 Sr-89의 판매액 비중 전망

(단위: %)

주) 괄호 밖은 ‘경쟁완화 시나리오’, 괄호 안은 ‘경쟁심화 시나리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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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성분석 결과(기준안)

기준안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결과를 내부 수익률과 투자회수 기간 두 가

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3-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 완화 시나리오’의 경우 투자회수기간은 5.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

었고, 내부수익률은 21.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쟁 심화 시

나리오’의 경우는 7.4년 정도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고, 내부수익률은 16.1%

정도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시나리오를 종합해 볼 때 투자회수기간은 6.5년 정도, 내부수익률은

18.6%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된다.

시나리오 내부 수익률(%) 투자회수기간(년)

경쟁 완화 시나리오 21.0 5.6

경쟁 심화 시나리오 16.1 7.4

표 6.3-6 기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MIP의 자본비 감축효과와 시장가격의 두 중요 변수에 대

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자본비의 경우, 보수적으로 설정된 기준안 자본비를 20% 감축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는 수용액 핵연료를 이용하는 원자로에 대한 러시아 기

술을 기준안보다 경제성 제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기술진의 판

단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동위원소 시장가격은 시장의

미래 상황 즉 공급의 경쟁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

하여 여기에서는 기준안의 시장가격 하락률보다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가



- 153 -

정하여 표 6.4-1 같은 가격 하락률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

였다.

Mo-99
Sr-89

원료 Tc-99m generator

2009~2020 -10% -10% -10%

2021~2030 -20% -20% -20%

2031~2039 -30% -30% -30%

표 6.4-1 동위원소 시장 가격 연평균 하락율 전망(민감도분석)

1. 자본비 민감도분석

기준안의 자본비를 20% 절감(384억원)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 결과는 표

6.4-2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준안에 비해 투자회수기간과 내부수익률이

다소 나아짐을 알 수 있다. ‘경쟁 완화 시나리오’는 24.3%, 4.8년을, 그리고 ‘경

쟁 심화 시나리오’는 18.7%, 6.4년의 내부수익률과 투자회수기간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 보면, 내부 수익률은 21.5%를 기록하고, 투자회수기간은 5.6년 정

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내부 수익률(%) 투자회수기간(년)

경쟁 완화 시나리오 24.3 4.8

경쟁 심화 시나리오 18.7 6.4

표 6.4-2 자본비 민감도 분석 결과

2. 시장가격 민감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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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에 비해 공급경쟁이 더 심해져 공급가격의 하락률이 더 큰 경우의

민감도분석 결과는 표 6.4-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 완화 시나리

오’의 경우 투자회수기간은 5.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내부수익률

은 19.8%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쟁 심화 시나리오’의 경우는

7.8년 정도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고, 내부수익률은 14.9%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 보면,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투자회수 기간은 6.9년, 내부수익

률은 17.4%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경제성 측면에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내부 수익률(%) 투자회수기간(년)

경쟁 완화 시나리오 19.8 5.9

경쟁 심화 시나리오 14.9 7.8

표 6.4-3 시장가격 민감도분석 결과

제5절 종합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개의 시나리오인 ‘경쟁 심화 시나리오’와 ‘경쟁 완

화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수익률은 14.9% ~ 24.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자액은 4.8년~ 7.8년 정도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인 MIP가 경제성 측

면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단지 앞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 시

장 상황에 대한 가정들(수요 증가율, 시장 점유율, 시작가격 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입력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충실히 반

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와 시설 등의 비용을 참

고로 MIP의 비용을 추정하였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설계사항이 반영되어 비

용 추정의 정도와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동위원소로 Mo-99와 Sr-89의 생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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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외에도 생산이 가능한 동위원소(Sr-90,I-131, Xe-133,

Cs-137 등)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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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전력시장자유화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규제적, 경제적, 비

용지출 등에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들이 이전에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부담이었

던 반면에 지금은 투자자들의 몫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발전원별 용량투입

이 경쟁적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원자력과 기타 발전원 사이의 투자결정이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이전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건설, 운영, 연료비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화 된 전력시장의 성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

로 요금에 대한 유인규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투자보수율 규제에 비

하여 가격상한 유인규제가 더 효과적인 규제이며 이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척

도규제방식을 혼용하기도 한다. 각 요금규제제도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한 혼

합규제방식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배분효율성의 향상과 생산성 제고의 두 가

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함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전력부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

스 배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발전의

획기적인 비중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배출총량 제한과 같은 양적규제

의 도입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배출총량 제한

과 같은 양적규제의 도입이 우리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

단된다면 원단위규제와 같은 질적 목표의 도입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INPRO, GEN-IV, 핵융합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기술

의 상용화 시점이 핵융합에너지의 경우 2035년 이후, GEN-IV의 경우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측면에서는 발전소 건

설비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능 배출과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원자력에너지가 핵무기 확산의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원자력은 지금까지의 전력생산 용도 이외에도 고온가스로 등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향후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분리․회수의 기술은 흡수법, 흡착법, 심냉법, 막분리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흡수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방법들은 경제

성 향상 및 대용량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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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주축으로 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심

으로 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2002)“이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중 하나는 발전부문에서만 연간 3백만

탄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회수․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료용 동위원소인 Mo-99와 Sr-89를 생산하기 위해 수용액 핵연료를 이용

하는 원자로(MIP, Medical Isotopes Producer)의 건설에 대한 예비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 내부수익률은 14.9% ~ 24.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회

수기간은 4.8년~ 7.8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의료용 동위

원소 생산전용로인 MIP가 경제성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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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원자로(MIP, Medical Isotopes Producer)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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