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석탄과 원전, 노후석탄과 원전 폐쇄해도 전력수급가능1)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서론

1. 전력수요 전망은 부풀려졌다 ---------------------------------------------------------------- 2

2.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 

   수요관리시장 활용하지 않은 산업부, 냉난방 전기소비 수요관리 시급, 일반용 누진제 도

입 필요 --------------------------------------------------------------------------------------- 6

3. 발전설비 과잉,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일 방안: 

   전력거래소 우선 매입 순서 개선 필요 ----------------------------------------------------- 9

4.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하고,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쇄해도 2029년 발전설비 용량 남아 

   ------------------------------------------------------------------------------------------------ 11

5. 발전설비 과잉,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일 방안: 

   전력거래소 우선 매입 순서 개선 필요 ---------------------------------------------------- 13

6.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 줄이는데 추가 전기요금 부담은 미미: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 15

7. 수도권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자립 가능 -------------------------------------------------- 18

8.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만도 원전 9천개와 맞먹을 정도: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시급 --------------------------------------------------------------- 20

결론 --------------------------------------------------------------------------------------------- 23

1) 2016년 10월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된 정책보고서‘대안 전력정책의 가능성과 희망’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한 자료임. 



- 2 -

서론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원전사고의 위협, 처리불능의 

쌓이는 핵폐기물과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서 원

전과 석탄발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 증가하

고 재생에너지가 여전히 비싸고 잠재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은 과장되어 있고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도 신규원전과 신

규석탄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원전 설비 9천여개가 될 정도

로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글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전력수요 전망은 부풀려졌다.

5년마다 작성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에너지원별 구성 등의 큰 그림

을 그리고 2년마다 작성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된다. 얼마만큼의 용량의 어떤 발

전소를 언제 어디에 건설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먼저 전력수요전망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전망을 위한 기본 요소는 인구, 산업구조, 유가, 

GDP 전망 등이다. 

 

▶ 세계 주요국가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와 2035년 한국의 1인당 전력수요량 전망

참고 자료: 구글 퍼블릭 데이터, 2차에너지기본계획, 국가 인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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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20 2024 2027
연평균

(‘12~’27,‘29) 
5차 (‘10) 4.3 4.2 　 4.1 3.8 2.9 - 3.6

6차 (‘13) 2.2 3 4.3 4.5 3.5 3.1 2.7 3.5

7차 (‘15) 　 　 3.1 3.5 3.3 　 2.5 3.06

실적 2.3 2.9 3.3 2.7 　 　 　 　
한국은행

(‘13.1)
2 2.8 3.8 3.4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전력수요전망에 따르면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 

예상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가 현재 미국의 1인당 전력소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예측에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GDP 성장률 예측과 산업연구원의 

산업구조 전망치 자료를 사용하는데 KDI의 GDP 성장률 예측은 현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사항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가상

승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 예측과 KDI의 GDP 성장률 예측은 다르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각 차수별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한국은행 전망치 비교

참고자료: 5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은행 발표자료

산업연구원의 산업구조 전망치 역시 높은 GDP 증가율을 전제로 현재의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전

기로 제강산업은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고 금융감독원은 2015년 구조조정대상

기업 35곳을 발표하면서 철강업종이 8곳으로 2014년 대비 7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2016년

에는 조선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축소되

고 있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성장을 전제한 전력수요 전망이 얼마나 현실적인 기반이 없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전력수요 전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15년에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5년 당해 연도 전력수요증가율조차 틀렸다. 2014년 전

력판매량 증가율이 0.6%였는데 2015년에 갑자기 전력수요 증가율이 4.3%로 늘어날 것이

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1.3%를 기록했다. 2016년 증가율은 4.7%라고 예측했는데 11월

까지 전력판매량 증가율이 2.6%에 그쳤다(한국전력통계 속보 11월).

잘못된 전력수요 전망의 결과 불필요한 발전설비를 계속 짓는 계획을 세워서 석탄발전과 원

전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밀집된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다보니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전력

거래에서 발전단가가 싼 전기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니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에게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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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전 전기부터 구입하고 이어서 석탄발전 전기를 구매한다. 그리고 전기가 부족하면 

가스발전 등 다른 전기를 구매한다. 2015년 원전과 석탄전기의 발전량비중이 70%에 이른

다. 가스발전은 설비비중으로 33%를 넘지만 발전량 비중으로 20%가 되지 못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가스발전은 36%밖에 되지 못해 가동을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예상보다 전력소비가 늘지 않아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낭비가 심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전이 각 발전사에 지급한 도매전

력요금의 약 15%(6조2000억원)는 실제 발전량과 무관한 용량요금(4조7522억원)이나 기타

정산금(1조4619억원)이다. 이런 비용이 2015년에만 6조2천억원이었다는 소식이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보면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2010년) 전력수요 전망이 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2010년 이후로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은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실적치는 2008년 당시 수립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망치 패

턴에 근접하고 있다. 높은 증가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력수요도 별로 증가하지 않는데 2016년에만 5기, 4.3기가와트의 석탄발전소가 준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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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또 6기의 5.2기가와트가 준공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는 원전 다음으로 전력공급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가스발전의 가동률은 더 떨어지고 발전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고정비용

은 더 증가할 것이며 미세먼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대국인데 석탄 발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수립했어야 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로  미뤄졌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그동안의 잘못된 전력수요 전망을 평가하고 개선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부의 자체 전망과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전력

수요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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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 

  수요관리시장 활용하지 않은 산업부, 냉난방 전기소비 수요관리 시급, 

일반용 누진제 도입 필요

전력수요는 주중, 주말이 다르고 하루 중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시간이 다른 패턴을 보

이고 있다. 전력소비는 주중 낮에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루 중 최대전력 소비는 여름의 경우 냉방수요로 낮 3시 전후로, 겨울의 경우 난방수요로 

오전 10시 전후에 기록된다. 

전력수요에는 이런 최대전력수요 외에, 최저전력수요, 평균전력수요가 있으며 총 전력수요

와 구분한다. 

▶ 2016년 4월(위 왼쪽)과 1월(위 오른쪽), 8월(아래)의 전력수급 현황. 겨울철 냉방 수요 

급증 시 최대전력소비에도 정비 설비를 제외하고 원전 9개~25개 분량이 예비전력으로 남

았다

참고자료: 한국전력통계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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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전력 총 판매량 증가율은 1.7%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은 -1.7%, 최대전력 

증가율은 5.3%이다. 역대 최고의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8월 기록을 포함한 11월의 한국전

력통계를 보면 전력 총 판매량 증가율은 2.6%이고 평균전력 증가율은 0%인데 최대전력 증

가율은 8.1%를 기록했다. 총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전력수요가 기

록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한여름과 한겨울의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이 원인이다. 냉난방 전

기소비는 절약을 통해서나 기기효율, 건물효율 등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전기소비이다. 결

국, 정부가 수요관리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특히, 2016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전력수요관리(피크관리)를 민간 전력수

요관리시장으로 역할을 넘겼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이 싼 경우에는 수요관리 사업의 경제성

이 없는데 올해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을 때도 80원대의 낮은 전력거래가격이라 사실상 수

요관리는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다. 1차에너지 가격보다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

요관리를 민간사업으로 넘겼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수요관리를 포기한 것이다. 발전설비

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발전소를 더 짓는 명분용으로 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이런 의심을 확인하게 한 일이 지난 여름에 발생했는데 여름 폭염에 냉방수요 급증으로 역

대 최대전력소비를 기록할 때 산업부는 수요자원시장을 가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수요관

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

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

해서 발전소의 용량요금과 같이 기본정산금을 지급한 것이 2014년 시장 개시 이후로 

1,574억원에 달한다. 급전지시에 의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은 연간 60시간에 이

르는데 2016년 1월에는 발동된 급전지시에 의해 2시간동안 감축한 전력용량은 6,785메가

와트에 이른다. 시간당 3,392메가와트를 감축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확보된 셈인데 원

전 3기 용량은 넘는다(우원식 의원실 자료). 

그런데 정작 작년 폭염에 역대 최대전력소비를 보일 때 산업부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급전지시가 발동되었다면 최대전력소비는 85.183기가와트에서 

81.792기가와트로 낮아졌고 최대전력소비 증가율은 3.8%로 낮아졌을 것이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침체로 산업용 전기소비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냉난

방 전기소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가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없다보니 여름과 겨

울철 냉난방 전기낭비가 크다. 2015~2016년 8월까지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소비 

추이를 보면 일반용 전기소비 비중이 겨울과 여름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택용 전

기요금은 누진제가 있었음에도 지난 8월에 전력소비가 급증했다. 누진제 완화효과로 앞으로 

냉난방 전기소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전력소비의 수요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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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소비 

비중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율

일반용전

력소비 

증가율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

’15년

1 6,116 10,235 23,838 25.5% 　 　 　

2 5,774 9,603 21,481 26.1% -5.6% -6.2% -9.9%

3 5,195 8,392 23,011 22.9% -10.0% -12.6% 7.1%

4 5,406 8,037 22,964 22.1% 4.1% -4.2% -0.2%

5 5,021 7,474 22,694 21.2% -7.1% -7.0% -1.2%

6 5,108 8,020 22,781 22.3% 1.7% 7.3% 0.4%

7 5,217 8,748 23,116 23.6% 2.1% 9.1% 1.5%

8 6,386 10,082 22,891 25.6% 22.4% 15.2% -1.0%

9 5,531 8,964 22,626 24.1% -13.4% -11.1% -1.2%

10 4,975 7,579 22,504 21.6% -10.1% -15.5% -0.5%

11 5,326 7,724 22,356 21.8% 7.1% 1.9% -0.7%

12 5,563 8,820 23,289 23.4% 4.4% 14.2% 4.2%

’16년

1 5,957 10,054 23,769 25.3% 7.1% 14.0% 2.1%

2 6,078 10,244 22,067 26.7% 2.0% 1.9% -7.2%

3 5,428 8,911 23,527 23.5% -10.7% -13.0% 6.6%

4 5,420 8,066 23,072 22.1% -0.1% -9.5% -1.9%

5 5,063 7,611 22,904 21.4% -6.6% -5.6% -0.7%

6 5,174 8,414 23,572 22.6% 2.2% 10.6% 2.9%

7 5,510 9,369 23,238 24.6% 6.5% 11.4% -1.4%

8 7,170 10,964 23,442 26.4% 30.1% 17.0% 0.9%

위해서는 상가 냉방 문단속 보다 일반용 누진제 도입과 단열개선 사업에 대한 직접지원 등

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2015~2016년 8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소비 추이와 증가율 추이, 일반용 전기소

비 비중 변화  

참고 자료: 한국전력통계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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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총전력수요 추이(TWh) 483.66 496.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전력수요 전망 498.00 520.90 546.81 573.24 596.95 617.77 637.04 655.00 671.94 688.43 704.93 720.63 735.99 751.14 766.11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전력목표수요 전망 489.60 509.75 532.62 555.28 574.51 588.35 600.06 609.82 617.96 625.10 631.65 637.95 644.02 650.16 656.88 

에너지대안포럼 총전력수요  전망(전기요금 인상) 493.81 502.44 511.06 519.69 528.32 536.95 544.79 552.62 560.46 568.29 569.91 571.53 573.15 574.76 576.38 

에너지대안포럼총전력수요전망
(OECD2009년1인당전력수요수준)

473.68 470.07 466.46 462.85 459.24 455.63 452.02 448.41 444.80 441.19 437.58 433.97 430.37 429.88 423.15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대전력수요 전망안(GW) 83.25 85.96 90.21 94.55 98.45 101.86 105.45 108.63 111.66 114.39 117.12 119.71 122.25 124.75 127.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대전력목표수요 전망안 82.48 84.61 88.21 91.80 94.84 97.26 99.79 101.85 103.69 105.20 106.64 107.97 109.28 110.61 111.93 

에너지대안포럼 최대전력수요 전망(전기요금 인상) 82.14 83.57 85.01 86.44 87.88 89,.14 90.62 91.92 93.22 94.53 94.80 95.07 95.34 95.60 95.87 

3. 현실적인 전력수요 전망

냉난방전기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전력수요를 과잉전망하게 되면 필요없는 발전소를 많이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

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 10 -

짓게 되고 발전소 용량요금 등 가동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낭비된다. 원

전 한 기 건설에 4조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섬처럼 전력

망이 고립된 상황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도 없으니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해도 현재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전망은 과도하다. 

현재 전력수요 추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 보다는 에너지대

안포럼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고 전제했을 때 예상되는 전력수요전망에 가깝다. 이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이 전망한 것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12~’15년 매년 3%, ‘16~’21

년 매년 2%, ‘21~’30년 매년 1%인상, 가정용 매년 1% 인상을 전제로 전망한 안이다. 우리

나라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00년 후반 한 때 OECD 유럽에 비해 상대가격으로 40% 수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한 낭비가 문제가 되자 2011~201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반기에 6%가량, 주택용은 2%, 일반용은 4%대로 인상해왔다. 

그로 인향 영향인지 2014~2016년 총전력 소비량은 에너지대안포럼의 전기요금인상안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냉난방 전기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이다. 더구나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시켰으므로 2017년 여름 냉

방전기소비의 급증이 예상된다. 냉난방전기소비는 전력소비를 감쇄하는 태양광 발전기 보급

과 단열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요관리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최대전력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2016년 1월에 확인된 수요관리자원은 3.4기가와트 가량이

다. 2016년 8월, 최대전력소비 기록 당시 수요관리자원을 통한 급전지시를 시행했다면 최

대전력소비는 85.183기가와트에서 81.791기가와트로 낮아졌을 것이다.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안보다 더 낮은 수치다. 총전력수요증가율보다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수요관리 정책의 실패이므로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제도만을 감안하더라도 총전력수요 

증가율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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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4.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하고,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쇄해도 2029년 발

전설비 용량 남아

전력수요 예측을 현재 실적을 반영한 위의 수치로 현실화할 경우 2029년 최대전력소비는 

95.87기가와트로 추정되고 2029년까지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한 신규원전 10기(신한울 1, 2, 

신고리 5, 6, 신한울 3, 4, 영덕 1, 2, 신규 2기, 총 14.4기가와트), 신규석탄 9기(건설 공정 

10% 미만, 미착공, 총 8.42기가와트)를 취소하고, 노후석탄 10기(3.345기가와트, 기반영 서

천 1,2포함), 노후원전 12기(9.716기가와트, 기반영 고리 1호기 포함) 폐쇄한 2029년 총 

설비용량 101.203기가와트에 대해 5.6%의 설비여유를 보인다. 2017년부터 2029년까지의 

설비예비율은 5.6~29%이다. 2017년 1월 현재 9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한울 1, 2

호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2029년 총설비용량은 104.003기가와트로 2017년부터 2029년까

지의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

년(14.1%)~2029년(8.5%)이다.  

2017년 1월 현재 석탄 58기(30.550기가와트), 원전 25기(23.116기가와트)인데 신규 설비 

취소하고 노후 설비 폐쇄해도 2017년에 준공할 신규 석탄 6기 5.2기가와트가 있어 2029년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54기(32.405기가와트)가 가동될 것이고, 원전은 신고리 4호기 포

함해서 14~16기(14.8~17.6기가와트)가 여전히 가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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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노후석탄 폐지

　 노후원전 폐지

　 신규원전 취소

　 신규석탄 취소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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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전설비 과잉,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일 방안: 

  전력거래소 우선 매입 순서 개선 필요

역대 최고 최대전력수요, 8,518만kW를 기록한 8월 12일에도 전력 거래소 가격은 80원을 

기록했다. 이 당시 전력예비율은 8.5%로 7.2기가와트의 설비가 예비전력으로 대기 중이었

다. 예비설비량은 15기가와트로 예비전력과 예비설비량은 각각 원전 7기, 15기에 해당한다. 

▶ 2016년 8월 최대전력 시 설비용량과 공급능력, 예비전력

출처: 실시간전력수급현황, 전력거래소

가을에는 냉방수요도 줄어들어 최대전력수요는 6,500만kW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원전과 

석탄발전만으로도 전력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일 정도로 발전설비는 과잉 상태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 석탄과 신규 원전 계획이 강행되고 있다. 당장의 싼 

발전단가인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핵폐기물, 원전사고 위

험 비용은 국민들이 안게 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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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와 내년 준공 예정인 11기의 석탄발전 중 10기는 충남과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

어 중부지방 미세먼지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 중 신규 

석탄발전 계획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 

▶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2029년까지 신규 계획

참고 자료: JTBC [탐사플러스] 수도권까지 숨통 죄는 석탄화력발전소 실태, 7차전력수급기

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전력소비 증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전력거래소에서 당장 싼 발전단가를 기록하는 발전원부터 

매입을 하기 때문에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전력매입의 우선 

순위 변경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의 2015년 영업이익이 10조원이었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만 따져서 싼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원전과 석탄발전부터 우선매

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오염을 기준으로 미세먼지와 원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오염우려가 낮은 발전원부터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 

가스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원을 우선 매입하고 석탄발전 중에서도 오염물질 배출량

이 낮은 것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

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가 명시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에 위와 같은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력거래 시 우

선거래의 기준을 단순히 싼 발전단가만 고려하던 것에서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고

려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친원전 의원으로 낙선대상자가 

되었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 윤상직 국회의원의 반대에 계류된 상태이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비록, 석탄발전이 계속 준공되어도 가동을 막아 미

세먼지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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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단가 (원/kW)  판매량 (MWh) 
 경부하 57.6 126,210,952 (50.2%) 

 중간부하 95.5 77,345,170 (30.8%) 
 최대부하 147.6 47,932,936 (19.0%) 

 합계 86.4 251,489,058 (100%) 

6.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 줄이는데 추가 전기요금 부담은 미미: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데에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는 kwh당 1단계는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

는 280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로는 원전, 석탄 대신에 가스와 태양광, 육상 풍력 발

전을 확대하는 데에 추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다. 

당분간은 원전과 석탄발전비중이 높아서 신규로 석탄발전과 원전을 넣는 대신 가스발전을 

가동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원을 재생에너지로 하게 될 경우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큰 비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수용가의 92%가 산업용(을)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 요금제의 경부하 

요금은 kWh당 57.6원에 불과하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의 정산단가 

중 가장 싼 것이 원전이다. 원전의 2015년 정산단가가 kWh당 62.7원이다. 산업용 전기소

비의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전 정산단가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을 내면서 전기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하 요금을 폐지하던지 인상해야 한다. 

>> 2015년 산업용(을) 전기요금 판매현황 (자료 : 한국전력공사)
    산업용(을) 요금 :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92%

2011년 전기많이 쓰는 기업들 중 대표적으로 상위 3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은 

5,685억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1조 7천억원이므로 10~20% 정도의 인상은 큰 부담이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현금성 사내유보금만 수백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서 그 비용을 

에너지신산업과 효율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을 챙기는 기업((주)한주의 경우 2,281억원 전기요금 영업이익 

200억원)의 경우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공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전기 소비 증가율이 높지 않으니 한 여름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도 전력거래소 가격은 80원대였다. 최근 가을에는 70원대를 유지했

다.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원전과 석탄을 계속 늘리면 결국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에 기

여한다. 2015년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10조원이었다. 

싼 전력거래소 가격은 발전 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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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스발전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5년 킬로와트시당 원전의 정산단

가 62.7원, 석탄발전의 정산단가 68.3원, 가스발전의 정산단가 126.2, 태양광 정산단가 102

원, 풍력발전 정산단가 109원이다. 태양광의 경우 RPS 의무이행 정산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2015년 정산단가는 169원에 이른다. 원전의 경우 단가는 과거 30원대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고 태양광은 2008년 700원대에서 최근 16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원자력 39.12 39.52 39.03 54.70 62.69

석탄 67.08 66.25 58.62 63.27 68.26

LNG 142.36 168.10 160.74 160.69 126.15

유류 213.49 252.96 221.70 221.24 150.29

양수 168.83 213.93 204.21 171.50 132.75

수력 136.11 180.86 170.83 160.86 118.41

태양광 130.68 170.56 157.88 145.29 102.00

폐기물 123.18 156.30 148.43 140.09 99.05

풍력 143.08 174.59 162.73 153.17 109.36

연료전지 124.47 157.07 148.35 140.13 100.28

바이오매스 124.33 157.66 148.82 140.68 91.63

(단위: 원/kWh)
▶ 발전원별 정산단가 추이

* 전력거래대금(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제외)에서 전력거래량을 나누어 산정함
출처: 어기구 의원실 제출 자료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민 참여, 이지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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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2022년에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전력거래 가격과 일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양광 산업계는 그보다 더 

빠른 2020년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태양광 단가도 2020년에서야 달성할 것으로 

보았지만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반면에 원전과 석탄발전은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원전의 경우 안전 이슈로 인한 가

동률 하락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은 유연탄 kg 당 유연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단가에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 등의 외부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싼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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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설비

(MW)

발전량

(GWh)

소비량

(GWh)

소비량

대비

발전량

비고

전체 93,216 521,971 477,592 109.3% 　

인천 13,930 73,425 22,578 325.2% 영흥화력 1~6호기(870MW)

충남 17,247 122,695 47,295 259.4%

당진화력 1~10호기, 보령화력 1~8호기,

신보령 1,2, 태안화력 1~10,

당진에코파워(500~1000MW)

전남 10,197 77,493 31,723 244.3% 한빛원전 1~6호기(1000MW)

경남 8,913 75,685 33,435 226.4%
하동화력 1~8호기, 삼천포화력

1~6호기(500~560MW급)

부산 7,059 37,425 19,981 187.3% 고리원전 1~4호기, 신고리 1,2호기

경북 12,448 73,126 46,016 158.9%
한울원전 1~6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4호기 예정

제주 893 3,081 4,220 73.0% 　

강원 3,387 10,011 15,778 63.4% 　

울산 3,283 9,962 30,115 33.1% 신고리 3~6호기 예정(1,400MW급)

전북 2,090 7,619 22,297 34.2% 　

경기 11,757 28,778 102,181 28.2% 　

광주 147 400 8,197 4.9% 　

충북 667 808 22,179 3.6% 　

서울 517 799 45,019 1.8% 　

대전 151 152 9,103 1.7% 　

대구 529 513 14,859 3.5% 　

7. 수도권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자립 가능

우리나라에서 지역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후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충남과 경남은 

석탄화력발전, 전남, 경북, 부산은 원전으로 전력 생산해서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희생되는 상황이다. 

▶ 광역별 소비량과 발전량 및 자립률

참고 자료: 지역에너지통계 연보 2015 재구성 

인천에 영흥석탄발전이 있으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련 특별법으로 제한적이고 수도권에

는 대부분 가스발전소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발전설비를 총 가동했을 경우 자립률이 

117%에 이른다. 가스발전설비가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수도권에서 실제 발전 가능한 것보다 절반 가량 또는 그 이하만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발전설비가 매우 많은데 발전량은 60.2%와 28.4%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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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설비(MW)
발전가능량

(GWh)

발전량

(GWh)

소비량

(GWh)

소비량 대비

발전가능량

발전가능량

대비 발전량

인천 13,930 122,027 73,425 22,578 540.5% 60.2%

경기 11,575 101,397 28,778 102,181 99.2% 28.4%

서울 517 4,529 799 45,019 10.1% 17.6%

경기+인천 25,505 223,424 102,203 149,476 149.5% 45.7%

경기+인천

+서울
26,022 227,953 103,002 194,495 117.2% 45.2%

▶ 수도권 발전설비와 발전가능량에 따른 자립율

참고 자료: 지역에너지통계 연보 2015 재구성

수도권의 가스발전설비를 가동하게 되면 더 이상 충남,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을 위해서 위

험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확대하지 않고 줄여나갈 수 있다.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기발전단가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산정해서 지역별 요금제를 하게 되면 

싼 전기요금이 필요한 산업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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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만도 원전 9천개와 맞먹을 정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시급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사고, 핵폐기물과 같은 위험과 오염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석탄발전

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격년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백

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매우 높다. 이 백서에 의하면 부존잠재량은 ‘한

반도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총량’이고 가용잠재량은 ‘에너지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값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산정’한 것이며 기술적잠

재량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값으로 기기의 시

스템 효율 등을 적용’한 양이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7,451기가와트로 원전 

7,451개와 맞먹는다. 재생에너지 전체 기술적 잠재량은 8,965.7기가와트이다. 태양에너지는 

2035년이 되면 기술적 잠재량이 9,939기가와트로 늘어난다. 

▶ 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 

출처: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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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시장잠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용어를 개발해서 ‘에너지수요, 기술경제, 

가격, 지원정책, 적용 방해인자 등 현재의 에너지환경을 고려할 때, 적용가능한 에너지 잠재

량’으로 대폭 줄인 값도 2035년에는 34.5기가와트이다. 시장 잠재량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다. 

독일,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근들어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가 채택하고 있는 장

기 고정가격 매입제도라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며 원전과 석탄발전량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초기에 폐지한 가장 큰 이유로 재원의 부족을 들고 있다. 지원신청이 쇄도하면서 지원

용량에 제한을 두는 캡을 씌우고 결국에는 폐지함(※발전차액지원 제도는 기존에 시행되다

가 2011년 종료되었으며 종료 전까지 신청한 것만 지원되고 있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원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했으며 

폐지를 결정할 2008년 당시 기금 규모는 1조 8천억원이었다. 이후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면

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 현재 4조원이 넘은 상황이며 쓰지 않은 불용액이 1조 3천3

백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1조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소유주 비교

출처: REN 21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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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만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1% 비중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해 8백만명이 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도 생산하고 있다.  재생에

너지 시장 참여자도 대폭 늘어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체 생

산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2015년 국회예산처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서 킬로와트시

당 100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조원의 재원이면 충분하

고 150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도 1조 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태양광 

발전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므로 초기 지원을 통해 큰 효과를 거들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폭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금으로 쓰거나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만이라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필요없이 

2016년 11월에 도입된 장기간 고정가격 매입제도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처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유용하다. 전기요금의 

10%를 재생에너지 기금으로 모으면 약 10조원의 재원이 연간 마련되는 것이니 소규모 태

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도 가능하며 집집마다 소형 태양광 보급으로 

누진제 완화역할도 할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연계돼야 한다. 

 

▶ 독일 전기요금 구성

출처: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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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에서 필연적인 선택일 수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산업구조에는 중요한비중을 

차지했을 때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싼 전기요금이 필수적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더구나 석탄발전과 원전 시설의 증가로 좁은 국토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핵폐기물, 원전사고의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더 이상 싼 전기요금으로 국가졍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기업

들은 싼 전기요금 특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산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성 사내유보금

으로 가지고 있다보니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고용창출도 저조하다.

국내 화석연료가 없어서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다소

비산업을 언제까지 주력산업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에너지는 다소비하면서도 낮은 부가가치

를 생산하는 산업은 1인당 GDP에 비해 높은 1인당 1차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소비를 기록하

게 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래까지 저부가가치 산업에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제 4차 산업혁명, 고용률 증가에 재생에너지산업과 효율산업이 큰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3차 산업혁명을 겪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3차 산업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동력은 에너지신산업에 있다. 

출발은 석탄발전과 원전 신규증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미 전력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

작했으며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력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에 적극적인 투자

를 한다면 새로운 경제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는 새롭게 제공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위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에너지와 전력정책의 변화가 끌어낼 

수 있는 대안 전력정책이 가져다 줄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