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상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전기사업법(25조)과 시행령(15조) 등에 

의해 2년마다 수립된다. 

<포함 사항>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년 7월 개정으로 신설 조항>

계획 수립과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

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2-1.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 BAU 신뢰할 수 없어

-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전제해서 전력수요를 전망함.

- 1차, 2차 에너지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 불일치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보다 실제 전력소비 적어. 오차율 증가(2% -> 6%)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는 전력수요 전망

- 실제 전력수요 증가율 급격히 둔화(10.0% -> 4.8% -> 2.5% ->1.8% ->0.5%(2014

년)), 2013년 1인당 전력소비 전년 대비 감소(9,331 -> 9,285 kWh/명)

[그림 1]전력소비 추이와 증기율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2015.3,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2] 전력소비 추이와 각 계획의 전력수요 전망 비교

자료: 국가에너지통계, 1차 국기본, 2차 에기본, 4차, 5차,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그림 3]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간극

자료: 국가에너지 통계, 2차 에기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면적(제곱 킬로미터)
발전설비(MW) 밀집도(MW/제곱킬로미터)

2010년 2010년 2027년

미국 9,147,400 1,135,040 0.12 0.15

한국 97,100 79,983 0.82 1.34

중국 9,327,500 966,410 0.10 0.24

영국 241,930 90,210 0.37 　

프랑스 547,660 123,780 0.23 　

일본 364,500 282,320 0.77 　

핀란드 303,890 16,918 0.06 　

[그림 3] 발전설비별 발전량 추이와 부문별 전력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2015.3, 에너지경제연구원

2-2. 과도한 공급설비

- 15% 전력설비 예비율도 많아. 역대 최대전력 수요인 2014년 겨울 최대전력수요 8,015

만kW에서도 예비전력은 920만kW(11.5%)였음. 원전 10개 분량 남아

- 현재로도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세계 최대, 송전선로 최장

-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기저발전 급증, 노화설비로 수급불안정성 초래

- 전기수요 낮아서 민자발전소의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 저하로 항의와 로비에 직면한 행정

당국이 전기수요 진작하는 과거의 실패한 전력정책 재현할까 우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는 석탄화력 발전 과대 설비

- 수도권 전력망 포화로 더 이상 외부에서 전기 송전 불가능으로 대정전 위험. 

[표 1] 주요 국가의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자료: 국가별 면적 검색 자료와 IEA



3.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언

“전력 목표수요 세워 수요관리 계획으로 대전환하고 6차 계획 발전설비 취소해야”

3-1. 기조의 대전환

- 수요관리 중심의 전력정책

  책임질 수 없는 수요전망보다 목표수요를 정확히 

  불확실한 전력수요 전망으로 발전소 건설계획 세우는 방식 대신 목표수요를 세워야

  2차 에너지기본계획 1호 과제(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세부 계획이 담겨

야: 스마트 그리드에 걸맞는 실시간 전기요금제, 피크 전기요금제 전격 도입

  수요관리에 대한 평가 분명해야. 

- 발전소 공급 전에 수요관리 먼저. 이미 발전소는 충분함

   6차에 반영된 과도한 발전소 계획 취소해야

   위험한 원전 설비(15기, 21,700MW),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석탄화력 설비(25기, 

21,520MW) 추가계획 취소: 천연가스 발전소 신규 23기(16,283MW) 남아 있음

- 전력 공급이 아닌 서비스 공급으로 패러다임 전환

- 불평등, 불균형, 지역갈등, 사회갈등, 환경파괴, 안전 위협, 온실가스 방출, 전자파 피해, 

소유권 침해 문제 일으키는 정부 정책 추진 방식 변화해야 함(전력수급기본계획 -> 실시

계획 -> 토지강제수용 방식의 전원개발 특별법 폐지)

- 지역 분권, 지역 자립 지원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워야

[표 2]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 발전설비

자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2. 선 송전선로 제약 확인 후 발전설비 추진

- 2차 에너지기본계획 2호 과제: 송전제약 사전 검토 

- 수도권 송전망 불안정성 급증: 더 이상 외부 송전은 안됨

  강원도 화력발전, 2차, 3차 765kV 송전선로 취소

  당진 화력발전, 초고압 직류 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망 구성은 낭비



- 밀양 송전탑 북경남에서 중단: 쓸모없는 765kV 송전탑 중단

[그림 4] 강원도에 몰린 6차 신규 원전, 석탄화력발전 계획 자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

투뉴스

[그림 5]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자료: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이투뉴스

3-3. 민주적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워야.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의향서 평가제 폐지한 대안 마련되어야(송전선로 제약, 지역 

의견 수렴을 반영하던 절차 사라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안전 점검 이후 재가동에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재가동 가능하게 했음: 사고의 피해 최소한 30킬로미터 영향

- 지역주민 동의 전제해야: 대용량 발전설비 입지 시 발생하는 환경파괴(방사능 오염,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오염, 온배수 피해, 전자파 피해 등)와 지역갈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 전 지역은 소비량의 200% 안팎의 전기를 생산해서 고압 송



전탑으로 수도권에 보내는 기형적인 구조 개선해야. 

- 전기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송전세금 책정해 분산형 전원 구성에 재투자

[표 3] 건설 의향제 평가기준 자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