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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기준 총 신규설비 2,957만kW 중 신규 화력설비규모 : 1,530만kW 

  - 유보된 원전 600만kW(4기), 신재생 456만kW, 집단에너지 371만kW 제외 

  - 건설지연, 취소 등 불확실성 대응설비 390만kW (석탄150만kW, LNG240만kW) 반영 

 

■ 전원 구성 : 2027년까지 석탄 1,050만kW, LNG 480만kW 도출 

  - 환경비용, 셰일가스 효과, 송전비용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반영 

    ‘전원구성모형(WASP)‘에서 석탄화력과 LNG의 전원구성 비율 도출 

  - (환경비용) 오염물질(SOx, NOx, 먼지) 환경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 반영 

    * 오염물질 환경비용 : 발전기별 SOx, NOx, 분진 등 오염물질 배출실적 

                                 EU집행위원회 오염물질별 외부비용 감안 

    * 온실가스 배출비용 : 21,000원/tCO2e (EU-ETS 거래가격 실적. ‘10년 평균가격) 

  - (셰일가스 확산) 신규 LNG는 셰일가스 도입에 따라 연료비 25% 하락 전제.. ? 

 

                           【최종 년도(2027) 기준 신규설비 소요량】          (단위 : 만kW) 

석탄 
(100만kW급)  

LNG 
(80만kW급) 

신재생 
에너지 

집단 
에너지 

계 

1,050 

(10.5기) 

480 

(6기) 
456 37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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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 2027년까지 화력설비 1,580만kW(18기) 신규 반영 

  - 예비율 22%  :   총 1,198만kW (14기) = 석탄 874만kW(10기) 및 LNG 324만kW(4기) 

  - 불확실 대응설비 : 총 382만kW  (4기) = 석탄 200만kW(  2기) 및 LNG 182만kW(2기) 
 

                                      [ 신규 건설의향 반영 내역 ]                      (단위 : 만kW) 

구 분 
석 탄 LNG 

계 
회사명 설비명 설비용량 회사명 설비명 설비용량 

적 정 

규 모 

남동발전 
 

중부발전 
 

S K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 
 

영    흥         #7 
                      #8 
신 서 천      #1 
                      #2 
NSP IPP       #1 
                     #2 
G프로젝트#1 
                      #2 
동양파워   #1 
                      #2 

  87 

  87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GS EPS 
남부발전 
대우건설 
SK E&S 

 
 
 
 
 
 

당진복합    #5 
영남복합 

대우포천    #1 
여주복합 

 
 
 
 
 
 

  95 

  40 

  94 

  95 

 

 

 

 

 

 

874 (10기) 324 (4기) 1,198 (14기) 

불확실  

대응설비 

동부하슬라 
 

동부하슬라  #1 
                      #2 

100 

100 

서부발전 
현대산업개발 

신평택3단계복합 
통영복합    #1 

90 

92 

200 (2기) 182 (2기) 382 (4기) 

계획 

반영 

합계 

공기업  274 (2개사, 4기) 130 (2개사, 2기)  404 (4개사, 6기) 

민 간  800 (4개사, 8기) 376 (4개사, 4기) 1,176 (8개사, 12기) 

계 1,074 (6개사, 12기) 506 (6개사, 6기) 1,580 (12개사,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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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설비소요량 대비 건설의향 반영결과 ] 
(만kW, %) 

연도 

신규 화력 소요량 신규 건설의향 (화력) 

총설비 설비예비율 LNG 

(80만) 
석탄 

(100만) 
계 LNG 석탄 계 

2013 8,560 7.4 

2014 9,419 16.3 

2015 10,018 21.2 

2016 
당진복합#5 (95, ‘15. 12) 
영남복합 (40, ‘16. 6) 

135 10,677 26.2 

2017 
대우포천복합#1 (94, ‘16.10) 
여주복합 (95, ‘17. 6) 

189 11,285 27.9 

2018 3기 240 영흥#7 (87, ‘18. 6) 87 11,449 25.1 

2019 

NSP IPP#1 (100, ‘18.10) 
영흥#8 (87, ‘18.12) 
신서천#1 (50, ‘18.12) 
신서천#2 (50, ‘19. 6) 
NSP IPP#2 (100, ‘19. 4) 
G-프로젝트#1 (100, ‘19. 4) 

487 11,892 26.9 

2020 
G-프로젝트#2 (100, ‘19.10) 
동양파워#1 (100, ‘19.12) 

200 12,336 29.4 

2021 1기 100 12,620 29.4 

2022 2기 200 동양파워#2 (100, ‘21. 7) 100 12,749 28.3 

2023 2기 200 12,753 26.5 

2024 2기 200 12,757 24.0 

2025 1기 100 12,800 (12,950) 21.8 (23.3%) 

2026 1기 150 12,865 (13,165) 19.1 (21.9%) 

2027 12,942 (13,542) 16.7 (22.1%) 

합계 3기 9기 1,140 324 874 1,198 

* 1. 신규 소요량 및 설비예비율의 ( )내는 신규 원전 4기를 포함하는 경우임 
  2. 건설화력 건설의향의 ( )내는 당해 설비의 설비용량 및 준공의향시기 

 1.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Q. 화력발전소요량에 비해 신규건설계획량이 많은 이유는 뭘까?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 전망을 적절히 반영했을까? 

  - 연소효율 및 방지기술의 발전속도, 연료수급여건의 불확실성은 고려되었나? 
 

                         [ 화력소요량과 신규건설계획량의 격차 ]            (단위 : 만kW) 

년도 화력소요량 누적소요량 신규건설의향 누적건설량 추가건설량 

2013      0       0       0  

2014      0       0       0  

2015      0       0       0  

2016      0    135    135    135  

2017      0    189    324    324  

2018   240    240      87    411    171  

2019   240    487    898    658  

2020   240    200  1,098    858  

2021   100    340  1,098    758  

2022   200    540    100  1,198    658  

2023   200    740  1,198    458  

2024   200    940  1,198    258  

2025   100  1,040  1,198    158  

2026   150  1,190  1,198       8  

2027 1,190  1,198      8  

합계 1,140  1,198  

 2. 화력발전 신규건설계획량의 적정성 



 - 전력수급 전망 : 20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이 16% 상회 ⇒ 전력수급 불안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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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설비예비율을 최대 29.4%까지 확보하나? 불확실대응설비는 제외한건데… 

   ▶ 과다건설의 비경제와 환경부담(대기오염, 유해물질, 온배수 등), 온실가스 추가배출 등 
 

 - 연소효율이나 방지시설 등 에너지환경기술은 급격히 진보하는데, 왜 빨리 건설할까? 

   ▶ 연료별 발전용량 1kw당 황산화물 배출량  추이를 보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 LNG발전시설의 탈질기술은 없는걸까? 아니면 환경규제와 투자에 인색한걸까? 

이건 왜? 

 3. 화력발전 신규건설일정의 적정성 



Q. 신규 화력발전시설이 수도권 등 

    대기오염우심지역에 집중되면? 

 

▶ 바람특성을 고려할 때, 

    해안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은 풍하방향의  

    인구밀집지에서 환경피해와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 수도권지역 발전용량의 62%가 인천소재 

 

▶ 유연탄과 LNG발전시설의 집중효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증가 

  -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가능성 증가 

  - 저탄장의 2차오염 증가 

  -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 심화 등 

이건 또 왜? 

4. 화력발전 신규건설계획과 대기오염의 공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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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연소에 의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LNG 연소에 의한 질소산화물 배출량보다 

아직까지는 많은 편이나, 거의 근접한 상황 

유연탄연소에 의한 황산화물 배출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총량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오히려 다소 증가하고 있음. 

질소산화물 배출추이 

황산화물 배출추이 

4. 화력발전 신규건설계획과 대기오염의 공간특성 



● 미국 대기정화법 개정법 제4조 

  - 발전소의 SO2 배출총량을 1980년대 수준의 50%인 약 1,000만톤 감축 요구 

  -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발전소별 가동 연소시설에 배출권 할당, 거래제 병행 

   ⇒ 화력발전소 황산화물 배출량 : 1980년 1,700만톤 → 2002년 1,000만톤 감소 
 

● 2011년 7월 US EPA의 Cross-State Air Pollution Rule(CSAPR) 규정 

  - 대기오염 저감과 대기기준 달성을 통한 건강보호를 위한 규칙 

  - 오존과 미세입자 농도에 기여하는 발전소의 배출량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 텍사스주 등 28개주 화력발전소 배출물질에 의한 다른 주의 대기질 악화 방지 

  - 2014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73%와 54%까지 감축 

  - 2012년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CSAPR 규정 수정 중 

● 수도권 화력발전시설은 예외없이 BACT 적용 

  - 배출가스 오염도 최하수준 유지 ⇒ 최신의 연소기술 및 방지시설 도입 

  - 유연탄 황함량 0.5% 유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의 엄격기준 이하 유지 강화 

    cf. 미국 캘리포니아 RECLAIM : 최적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추세 
                                      (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 

 

● 황산화물의 추가배출 ⇒ 대기화학반응을 통한 PM2.5 증가에 대한 우려 

  - 유연탄 화력발전 : 유연탄 황함량을 0.5% 이하로 유지하는 강력한 정책수단 강구 

  -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질 악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화력발전 관련 정책동향과 대응 

5. 화력발전 관련 정책동향과 대응 



Current BACT Standards for Natural Gas Fired Turbines 

5. 화력발전 관련 정책동향과 대응 



영흥화력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예외 기준    ( )는 표준산소농도 

       1/2호기 55(6)ppm 이하, 3~6호기 15(6)ppm 이하 

 

열병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예외 기준       ( )는 표준산소농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ppm 이하 

배출시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대기환경기준 강화로 2015년 시행 배출허용기준 예고기준 

5. 화력발전 관련 정책동향과 대응 



Current BACT Standards for Natural Gas Fired Turbines 

5. 화력발전 관련 정책동향과 대응 



 - 전력수급 전망 : 20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이 16% 상회 ⇒ 전력수급 불안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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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설비예비율을 최대 29.4%까지 확보하나? 불확실대응설비는 제외한건데… 

   ▶ 과다건설의 비경제와 환경부담(대기오염, 유해물질, 온배수 등), 온실가스 추가배출 등 
 

 - 연소효율이나 방지시설 등 에너지환경기술은 급격히 진보하는데, 왜 빨리 건설할까? 

   ▶ 연료별 발전용량 1kw당 황산화물 배출량  추이를 보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 LNG발전시설의 탈질기술은 없는걸까? 아니면 환경규제와 투자에 인색한걸까? 

이건 왜? 

 3. 화력발전 신규건설일정의 적정성 



구분 PM10 NOx SOx VOC 합계 

서울 5,852 45,851 8,392 58,206 118,301 

인천 3,691 50,239 26,975 29,478 110,383 

경기 6,779 79,081 42,019 105,680 233,559 

계 16,322 175,171 77,386 193,364 462,243 

                      2007~2009년 수도권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삭감실적              (단위 : 톤) 

대책사업 분야 PM10 NOx SOx VOC 합계 

도로이동오염원 13,306 72,676 10,501 35,308 131,791 

비도로이동오염원 0 0 871 0 871 

사업장관리 1,483 90,420 64,648 426 156,977 

면오염원 0 0 372 157,381 157,753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1,533 12,075 994 249 14,851 

계 16,322 175,171 77,386 193,364 462,243 

                2007~2009년 수도권 대기질 관리대책별 대기오염물질 삭감실적     (단위 : 톤) 

Q. 규제와 재정투자를 통한 대기오염 삭감노력과 방만한 에너지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 화력발전시설에서의 오염 추가배출 허용을 통합적 관리라고 볼 수 있을까? 
 

  - 환경정의와 규제의 불형평성에 대한 논란 

  -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규제대상과 재원투자자의 사회적 동의 선행 

6. 대기질 관리정책과의 관련성 



2007~2009년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삭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삭감량 (톤) 총투자액 (백만원) 편익액 (백만원) 비율 (%) 

462,243 4,598,370 10,730,914 233.36 

분야별 계획 실적 달성율(%) 

도로이동오염원 1,354,526 1,306,738 96 

사업장관리 5,664 19,395 342 

면오염원 33,136 26,678 81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749,797 3,219,549 429 

과학적 기반 및 시민참여 32,123 26,010 81 

계 2,175,246 4,598,370 211 

                  2007~2009년 수도권 대기질관리 분야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수도권대기환경관리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환경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규제와 재정투자의 성과를 화력발전소에 무상양도하는 셈 

6. 대기질 관리정책과의 관련성 



Q. 환경오염과 CO2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탄연료의 선택이 더 경제적일까? 

   - 석탄이 LNG보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우월하지 않다는 반론 : 석탄의 환경비용 간과 

 

 ○ 발전단가의 가변성 : 석탄(유연탄) 45.8원/ kwH vs LNG 121.2원/ kwH (2011년말) 

 

 

 

 

 ○ 정책적 개입의 영향 

   - 환경오염 유발도 큰 유연탄은 면세혜택 부여 

     청정연료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는 높은 세금 부과 

   - 발전연료간 불공정 과세 → 석탄발전소 건설 부추겨.. 

 

 ○ 연료가격의 장기적 동향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 

   - 특히 저유황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의 한계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이견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유연탄이 가스보다 더 싸다고 보기 어렵다” 

7.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 중국의 여건 : 실제 석탄의 전력생산 비중 : 79% 

    원자력 기술부족, 수자원 부족으로 비용 대비 고효율의 석탄이 현실적 대안 

 

 ○ 산서, 내몽고지역 석탄 : 중국 매장량의 약 58%, 저품질, 채굴단가 상승 

    신장지역 석탄 : 상대적으로 고품질, 철도건설의 지연, 채산성 약화 

    ⇒ 중국 화력발전소마저 수출금지에 이어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석탄 선호 

 
 ○ 2005~2012년 중국의 국외 투자 3,090억달러 중 

     세계 석탄수출의 31.4%인 호주(425억달러)와 인도네시아(199억달러) 집중 

   ☆ 호주 : 자국 내 철광ㆍ석탄개발업체에 순이익의 30% 수준의 자원세 부과 

 

 ○ 중국의 석탄 확보 → 다른 석탄수출국에 영향력 확대, 교역국간 갈등 촉발 

    ⇒ 국제석탄가격 교란을 통한 글로벌 '석탄전쟁’ 경고 

 

● 우리나라 석탄의 국내 에너지 공급비중 : 26.9%(2012년 말 기준) 

  - 한국 석탄수요의 수입의존도 87%, 2030년까지 1.5배 증가 예측 

  - 주요 수입조달국 : 호주(42%), 인도네시아(24%) 

  - 중국, 일본과 석탄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불가피 

'중국의 석탄수입 급증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한국은행) 

7.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7.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최근 셰일가스에 의한 전혀 다른 시나리오 !!!! 



Q. 화력발전시설 편중과 환경비용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는 마련되고 있는가?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지방세법 일부 개정 (2011년) 
 

 ○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세 도입 : 화력발전사, kWh당 0.15원의 화력발전세 납부 

  -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 부터 발전세 납부 
 

 ○ 화력발전 : 2014년 전체 발전량의 37.5%에 달하는 19만7356GWh 전망 

  - kWh당 0.15원씩 부과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근거 

  - 2018년 351억6570만원의 화력발전세 납부 
 

 ○ 도입과정의 논란 

  - 당초 법안 개정 시 화력발전소에 kWh당 0.4~0.5원 부과안 제시 

  - 0.5원 부과안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 우려 →  kWh당 0.15원으로 재조정 

    ∵ 2010년 발전량 기준 화력발전소 부담액 규모 : 1,400억원 수준으로 과다(?) 
 

 ○ 향후 쟁점 

  - 전기요금 등 인상요구 증가 

  - 배출권거래제, 대기오염 배출관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친환경 녹색정책 재원 

  - 수력발전세(10㎡당 2원), 원자력발전세(kwh당 0.5원)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 

화력발전세 도입에 관한 검토 

8. 화력발전세 도입과 쟁점 



  - 평가기준 : 지역희망정도와 환경여건에 대한 평가 관련 

지역희망정도 
지자체 지방의회 (지자체 제출) 10 

주민동의서 (지자체 제출) 15 

환경여건 
환경영향평가 8 

온실가스 감축노력 6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 

  - 100점 만점 중 39점은 무엇을 근거로 평가했을까? 

  - 환경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관련한 평가자료와 평가주체, 평가기준은? 

  - 민-관/민-민갈등 또는 기초/광역자치단체간 지역갈등 유발에 대한 고려? 

  - 주민동의과정에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과 객관적 검증은 있었나?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고체연료변경과 관련한 검증의 예) 

  - 석탄화력발전소 굴뚝먼지는 집진설비를 거치지만 미세먼지(PM10) 비중 높아 

    석탄화력발전소(1,000㎿) : 매일 8000여t 석탄연소, 800∼1120t의 석탄재 

    대기 중으로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독성 수은분진 등 배출 

  - US EPA : 석탄발전소 배출물질로 폐암환자 2,800명 포함, 매년 13,200명 사망 보고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차츰 폐쇄하는 과정 

어떻게 평가했을까? 

9. 전력수급계획의 평가에 대한 의문점 



Q.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 

  

○ 전력 1㎾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단위량 

   - 석탄 991g, 석유 782g, LNG 549g, 태양광 57g 

 

 ○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결과 

   - 환경부, 6차 전력수급계획에 제시된 신규 발전설비 반영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 2억6800만tCO₂e 추산 

   - 2011년 정부가 제시한 배출전망치 2억4200만tCO₂e(2020년)보다 10% 이상 초과 

   - 국제적으로 공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불가능 

 

 ○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량 상향 

   - 2024년 전력 소비량(7133억㎾)과 최대 전력량(1억1660만㎾) 

   - 5차 계획 전망치보다 각각 9.2%, 8.5% 증가 

   - 2027년까지 15년간 전력소비량 : 연평균 3.4% 증가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1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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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출량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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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출량 에너지산업 

1) 1990년 배출량 기준 

 - 1990년 총배출량 : 296,377백만tCO₂eq. 

 - 2009년 총배출량 : 607,591백만tCO₂eq. 

 -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2.05배 증가 

 - 에너지산업부문 배출량 : 4.69배 증가 

        48,793 → 228,683 (백만tCO₂eq.) 

 

2) 2005년 배출량 기준 

 - 2005년 총배출량 : 596,700백만tCO₂eq. 

 - 2009년 총배출량 : 607,591백만tCO₂eq. 

 -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1.02배(2%) 증가 

 - 에너지산업부문 배출량 : 1.33배(33%) 증가 

       171,500 → 228,683 (백만tCO₂eq.) 

 

출처 : 국가온실가스 배출통계 추이(1990~2009)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비교 

1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관련성 



 ○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에도 불구, 1~4호기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이내로 운영? 

   - 총량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의 총량할당에 이미 제한요인 발생 

   - 수도권 대기관리목표에 비해 인천의 대기질은 양호하지 못한 현실 

 

 ○ 향후 수도권대기질 개선목표가 강화될 경우, 

   - 영흥화력 등 화력발전시설의 오염배출량은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배출량 삭감에 심각한 영향 우려 

 

 ○ 인천광역시의 대기환경개선 투자 

   - 매년 1,000억여원 이상의 예산 투입,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물질 저감노력 

   - 영흥화력 7,8호기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그동안의 예산투입효과 물거품,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인천시 전체의 60% 이상 

 

 ○ 인천광역시의 미래발전전략 차질 

   - 우리나라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저감노력 무력화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녹색도시로 도약하려는 인천광역시의 미래발전에 심각한 차질 예상 

영흥화력과 인천얘기 

11. 영흥화력과 인천얘기 



연료변경만으로 430만톤의 CO2 추가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배출하지 않거나 
오염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당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추가 
배출하겠다는 의미 

중장기적으로 오염배출량이 줄어야 하니, 
할당량도 줄여나가야 대기질 개선되는데… 

영흥 7,8호기 증설 ⇒ 온실가스 1,076만톤  

인천시 온실가스 삭감계획량 : 약 930만톤 
  
지역 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 
향후 정책여건에 부정적 영향 

11. 영흥화력과 인천얘기 



<자료 :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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