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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1. 온실가스 감축으로 향해가는 세계

• 2015년 말, 교토의정서 후속으로 2020년 이후를 위한 신기후체제가 수립됐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195개국이 파리에 모였다.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합의사항에서 제외됐지만 

1997년 주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에 달하는 국가가 참여한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신기후체제는 

의의가 있다.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이하로 제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등을 합의했다. 또한 파리협정은 

국가별로 기여방안(INDC)을 스스로 정하여 제출토록 했다. 2020년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이전 목표치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 파리협정을 앞두고 주요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표1>과 같다. 

각 국가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이중 25.7%를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해외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해결할 방침

이다.(한전경제경영연구소, 「전력경제 리뷰」)

<표1>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감축목표

중국 2005년 1인당 GDP 대비 60~65%

미국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2025년까지)

EU(28개국)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인도 2005년 1인당 GDP 대비 33~35%

러시아 1990년 배출량 대비 25~30%

일본 2013년 배출량 대비 26%

캐나다 2005년 배출량 대비 30%

멕시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40%

한국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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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7개국은 예정을 앞당겨 협정을 체결했고,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현재 109개 국가가 비준을 마쳐,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발효할 수 있는 파리기후협약의 조건에 따라 파리협정은 11월  

4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한 바 있다. 이로써 좀 더 

획기적인 수준의 화력발전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2. 제2의 후쿠시마?!

• 지난 9월 12일 경주시에서 진도 5.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크고 작은 여진까지 

계속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대규모 원자력 발전단지가 있어 ‘한국에서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함께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운행 중인 원전이 총 24기가 있다. 이중 20기가 동남부 일대에  

몰려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시 인근에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 단지인 고리와 

월성이 있다. 고리와 월성에는 각각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신고리 3, 4호기가 

추가 건설중에 있으며, 지난 6월 5, 6호기의 건설 허가가 승인됐다. 이로써 고리에만 

10개의 원전이 위치하게 됐다.

•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면적당 설비용량과 반경 30km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이다.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9만 9,720㎢에 총 23만 133㎿ 발전용량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 원전 밀집도 0.232로 가장 높다. 원전 밀집도가 세계 2위인 

일본도 0.107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운행 중인 원전이 100

기에 달하는 미국의 원전 밀집도는 0.01로, 한국의 20분의 1도 안된다. 

   •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 단지 반경 30km 이내에 고리 원전의 경우 341만, 

월성 원전의 경우 13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1년 후

쿠시마 사고 당시 인근 주민 17만명에 비해 각각 20배, 8배나 많은 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

해는 후쿠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잠재적 위험성을 고

려하면 고리와 월성의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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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가별 원자력 발전 밀집도 (2016.09.29. 기준)
(단위 : 기, ㎢, MW)

번호 국가명 운전 국토면적(A) 설비용량(B) 밀집도(B/A)

1 대한민국 25 99,720 23,133 0.232 

2 일본 43 377,915 40,290 0.107 

3 프랑스 58 643,801 63,130 0.098 

4 영국 15 243,610 8,918 0.037 

5 독일 8 357,022 10,799 0.030 

6 우크라이나 15 603,550 13,107 0.022 

7 스웨덴 10 450,295 9,651 0.021 

8 미국 100 9,826,675 100,350 0.010 

9 중국 36 9,596,961 31,402 0.003 

10 인도 22 3,287,263 6,225 0.002 

11 러시아 36 17,098,242 26,557 0.002 

12 캐나다 19 9,984,670 13,524 0.001 

출처 : IAEA PRIS
*비고 : 원자력 밀집도는 IAEA PRIS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별 원자력 발전용량 수치를 각 국가의 국토면적으로 
나누어 자체적으로 계산함

•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 571개의 원전 중 6개가 폭파했다. 1%의 확률이지만  

원전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원전의 안전성을 강변할 수 

없는 확률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 추가 건설과 원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3. 지속되는 무더위 속 전기요금 대란

•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더위도 더위지만 국민들을 더욱  

분개하도록 만든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었다. 

•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은 산업용이 

55.5%, 상업용이 25.1%, 가정용이 13.1%, 기타 6.3%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에너지통계연보). 산업용과 상업용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용 및 상업용은 1년 내내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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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를 통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가정용뿐이라고 답할 뿐이다. 

• 전기요금 누진제의 높은 누진배율에도 문제가 있다. 1단계에 해당하는 100kWh 

이하를 사용했을 경우 전기요금은 60.7원이지만 사용량이 2단계인 100~200kWh만 

되도 전기요금이 125.9원으로 2배가 증가한다. 최고 등급인 6단계가 될 경우  

전기요금은 709.5원으로 11.7배까지 증가한다. 

• 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의 경우 계절별로 4kWh~300kWh 사용시 

52.8원~119.8원, 300kWh 이상 사용시 53.7원~196.6원으로 전기요금의 변동 폭이 

가정용에 비해 훨씬 적다. 일반용(상업용)도 300kWh 미만일 경우, 62.1원~136.4원, 

300kWh 이상일 경우, 53.7원~196.6원으로 전기요금 변동 폭이 크지 않다.(한국

전력공사)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이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1단계 기본요금을 원가의 4분의 1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만약 1단계 요금을 유지하면서 

배율을 줄일 경우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할인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항변이 무색해질만큼 한국전력은 현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11조 3,467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6조 3,098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공사)

•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은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제로탄소를 향해가는 세계적 흐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원전이나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대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11

발제문

<그래프1>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2014 2013

2012 2011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02. 국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전력 정책이다.

•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는 다음 <그래프1>과 같다. 2014년 기준으로 

석유 48.1% > 전력 19.2% > 석탄 16.6% > 도시가스 10.8% > 신재생 4.4% > 

열에너지 0.7% > 천연가스 0.2%이다. 제조업 석유·화학 부문과 자동차 연료로 

활용되어 석유의 소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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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자료에서도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50.4% > 전력 25% >  

가스 14.4% > 석탄 5.6% > 열 2.5% > 신재생 0.9%로 국내 데이터와 동일하게 

석유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석탄과 석유의 소비 비중이 높고, 전력 소비량은 다른 국가들도 

20%대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25% 이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 20133 년 OECD 주요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Million toe, %)

국가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 전력 열

합계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OECD계 119.03 3.3 1,714.37 47.0 745.47 20.4 196.75 5.4 804.42 22.1 57.98 1.6 3,645.67

프랑스 2.79 1.8 68.4 43.4 33.32 21.1 12.69 8.1 37.9 24.1 2.34 1.5 157.56

독일 7.06 3.1 94.1 41.8 55.28 24.6 12.53 5.6 44.56 19.8 10.38 4.6 224.9

일본 25.94 8.3 165.69 53.2 33.95 10.9 2.77 0.9 81.72 26.2 0.55 0.2 311.41

한국 9.45 5.6 84.62 50.4 24.13 14.4 1.5 0.9 41.89 25.0 4.26 2.5 167.84

영국 2.99 2.3 51.39 39.8 43.57 33.8 2.48 1.9 27.29 21.2 1.29 1.0 129.03

미국 22.42 1.5 731.42 48.9 332.88 22.3 75.67 5.1 325.27 21.8 5.87 0.4 1,495.07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비고 : IEA에서 재계산한 수치임으로 한국 통계의 경우 국내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즉, 위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석유 

소비와 전력의 발전 및 소비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의 경우 그 절반을 석유·화학 분야에서 소비하지만   

이는 산업 생산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석유 소비 감축의 핵심은 석유 소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육상수송 영역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력과 관련해서는 발전과 소비구조를 친환경·저탄소형 발전

구조와 에너지 효율형 소비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 바, 여기에서는 전력  

정책에 국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 OECD 자료에서도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50.4% > 전력 25% >  

가스 14.4% > 석탄 5.6% > 열 2.5% > 신재생 0.9%로 국내 데이터와 동일하게 

석유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석탄과 석유의 소비 비중이 높고, 전력 소비량은 다른 국가들도 

20%대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25% 이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 20133 년 OECD 주요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Million toe, %)

국가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 전력 열

합계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소비 비율

OECD계 119.03 3.3 1,714.37 47.0 745.47 20.4 196.75 5.4 804.42 22.1 57.98 1.6 3,645.67

프랑스 2.79 1.8 68.4 43.4 33.32 21.1 12.69 8.1 37.9 24.1 2.34 1.5 157.56

독일 7.06 3.1 94.1 41.8 55.28 24.6 12.53 5.6 44.56 19.8 10.38 4.6 224.9

일본 25.94 8.3 165.69 53.2 33.95 10.9 2.77 0.9 81.72 26.2 0.55 0.2 311.41

한국 9.45 5.6 84.62 50.4 24.13 14.4 1.5 0.9 41.89 25.0 4.26 2.5 167.84

영국 2.99 2.3 51.39 39.8 43.57 33.8 2.48 1.9 27.29 21.2 1.29 1.0 129.03

미국 22.42 1.5 731.42 48.9 332.88 22.3 75.67 5.1 325.27 21.8 5.87 0.4 1,495.07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비고 : IEA에서 재계산한 수치임으로 한국 통계의 경우 국내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즉, 위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석유 

소비와 전력의 발전 및 소비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의 경우 그 절반을 석유·화학 분야에서 소비하지만   

이는 산업 생산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석유 소비 감축의 핵심은 석유 소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육상수송 영역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력과 관련해서는 발전과 소비구조를 친환경·저탄소형 발전

구조와 에너지 효율형 소비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 바, 여기에서는 전력  

정책에 국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3> 2013년 OECD 주요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13

발제문

03. 국내 전력 소비 현황

1. 전력 소비량의 증가

•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394TWh에서 2010년 434TWh로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2014년 

478TWh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7년 사이에 100TWh 이상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비정상적 

수준의 증가 추세이다.

• 2014년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3%, 미국 2.4%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3% 내외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표

4>에서처럼 OECD 국가들의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전력 소

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가

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4> 국내 및 OECD 전력 소비 현황
(단위 : TWh, %)

연도 국내 전년대비 증가율 OECD 전년대비 증가율

2007 369 　- 9,412 -

2008 385 4.3 9,396 -0.2

2009 394 2.3 8,994 -4.3

2010 434 10.2 9,402 4.5

2011 455 4.8 9,341 -0.6

2012 467 2.6 9,342 0

2013 475 1.7 9,378 0.4

2014 478 0.6 9,320 -0.6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IEA Statistics

• 전력 소비량의 급증은 산업용 전력 소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고, 그 이유는 경제 

성장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비롯된 바 크다. 

다음 <표5>를 보면, 가정용의 경우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력 사용량 자체가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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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산업용 및 가정용 전력 사용량 증가 추이
(단위 : GWh, %)

연도 산업용 전년대비 증가율 가정용 전년대비 증가율

2010 223,171 - 61,194 -

2011 242,204 8.5 61,564 0.6

2012 249,136 2.9 63,536 3.2

2013 256,841 3.1 63,970 0.7

2014 264,618 3.0 62,675 -2.0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IEA Statistics

• 전력소비량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 못지 않게 문제는 평균 전력소비량과 피크   

전력소비량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최대전력과 평균전력의 

격차는 17GW였지만 5년 만에 그 격차는 23GW로 약 6GW가 증가했다. 6GW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6기가 생산해내는 전력량과 동일하다.

<표6> 최대전력과 평균전력 격차 변화추이
(단위 : MW)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대전력(A) 71,308 73,137 75,987 76,522 80,154 82,972

평균전력(B) 54,185 56,723 58,012 59,035 59,586 60,284

격차(A-B) 17,123 16,414 17,975 17,487 20,568 22,688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비고 : 최대전력과 평균전력은 시간당 수치임
1) 최대전력 : 1년 중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순간의 소비 전력량
2) 평균전력 : 1년간 총 발전량 ÷ 8,760시간

2. 전력 과소비의 주범은 산업!

•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은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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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 OECD와 한국의 산업분류별 전력 소비 비중

(단위: %)

2014 OECD 2014 한국

2013 OECD 2013 한국

• <그래프2>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이 소비하는 전력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 소모량이 OECD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많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0년 51%에서 2014년 55%까지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들이 약 31%, 우리나라의 경우   

약 13%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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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OECD 2012 한국

2011 OECD 2011 한국

2010 OECD 2010 한국

출처 : IEA, 2015 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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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전력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 중에서도 일부 기업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의 

전력 소비량은 총 74,871G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소비량 265,634GWh의 28%에 

해당한다. 15개 기업이 2015년 한 해 전체 전력 소비량 483,655GWh의 15.5%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5년 가정용 전력 소비량 63,794GWh보다도 

11,077GWh나 많은 양이다. 15개 기업이 국내 전체 가정의 전력 소비량보다도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비라고 보기 어렵다.

• 특히, 15개 기업 중 현대제철이 12,025GWh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전력 소비량 대비 4.5%이며,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2.5%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042GWh(산업용 전력 소비량 대비 3.8%,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2.1%), 포스코가 9,391GWh(산업용 전력 소비량 대비 3.5%,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1.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7> 2015년 상위 15개 기업 전력 사용량
(단위 : GWh, %, 억원)

국내 총 전력 소비량 483,655GWh 100%

산업용 전력 소비량 265,634GWh 54.9%

기업명 전력사용량(A) 전기요금(B)
1kWh당 전기요금(원)

(B/A)

현대제철 12,025 11,605 96.5

삼성전자 10,042 9,662 96.2

포스코 9,391 8,267 88.0

삼성디스플레이 7,219 6,934 96.1

LG디스플레이 6,182 5,951 96.3

SK하이닉스 5,121 4,932 96.3

LG화학 3,321 3,267 98.4

OCI 3,054 3,022 99.0

한주 2,988 2,908 97.3

고려아연 2,958 2,381 80.5

**에너지 2,876 2,778 96.6

GS칼텍스 2,733 2,626 96.1

동국제강 2,490 2,420 97.2

한국철도공사 2,374 2,902 122.2

씨텍 2,097 2,045 97.5

합계 74,871 71,700
95.8

(평균 96.9원)

출처 : 한국전력공사

• 하지만 15개 기업들은 전기요금도 가정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있다. 다음 <표8>

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 상위 15개 기업의 판매단가는 전체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의 판매 

단가는 107.4원인데 반해 15개 기업의 전력 판매단가는 95.8원에 불과하다.   

가정용 전력의 판매단가 123.7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만약 상위 15개  

기업이 가정용 전력 판매단가로 전기요금을 지불했다면 2015년에 원래 전기요금

보다 2조원 이상 많은 9조 2,615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전력 소비량 상위 15개 

기업은 국내 전력 소비의 15.5%를 사용하면서도 가정용에 비해 5년 평균 약 2조 

5천억원의 전기요금을 적게 지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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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전력 사용량 상위 15개 기업의 전기요금 혜택 현황

(단위 : GWh, 억원)

연도
전기

사용량
(A)

전기
요금
(B)

판매
단가(원)
(C=B/A)

산업용 
판매단가(원)

가정용 
판매단가(원)

(D)

가정용 판매단가로 
계산시 전기요금

(E=A*D)

차액
(F=E-B)

2015 74,871 71,700 95.8 107.4 123.7 92,615 20,915

2014 75,073 71,614 95.4 106.8 125.1 93,916 22,302

2013 71,364 64,675 90.6 100.7 127 90,632 25,957

2012 66,942 55,218 82.5 92.8 123.7 82,807 27,589

2011 63,522 46,879 73.8 81.2 120 76,226 29,34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표7> 2015년 상위 15개 기업 전력 사용량
(단위 : GWh, %, 억원)

국내 총 전력 소비량 483,655GWh 100%

산업용 전력 소비량 265,634GWh 54.9%

기업명 전력사용량(A) 전기요금(B)
1kWh당 전기요금(원)

(B/A)

현대제철 12,025 11,605 96.5

삼성전자 10,042 9,662 96.2

포스코 9,391 8,267 88.0

삼성디스플레이 7,219 6,934 96.1

LG디스플레이 6,182 5,951 96.3

SK하이닉스 5,121 4,932 96.3

LG화학 3,321 3,267 98.4

OCI 3,054 3,022 99.0

한주 2,988 2,908 97.3

고려아연 2,958 2,381 80.5

**에너지 2,876 2,778 96.6

GS칼텍스 2,733 2,626 96.1

동국제강 2,490 2,420 97.2

한국철도공사 2,374 2,902 122.2

씨텍 2,097 2,045 97.5

합계 74,871 71,700
95.8

(평균 96.9원)

출처 : 한국전력공사

• 하지만 15개 기업들은 전기요금도 가정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있다. 다음 <표8>

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 상위 15개 기업의 판매단가는 전체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의 판매 

단가는 107.4원인데 반해 15개 기업의 전력 판매단가는 95.8원에 불과하다.   

가정용 전력의 판매단가 123.7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만약 상위 15개  

기업이 가정용 전력 판매단가로 전기요금을 지불했다면 2015년에 원래 전기요금

보다 2조원 이상 많은 9조 2,615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전력 소비량 상위 15개 

기업은 국내 전력 소비의 15.5%를 사용하면서도 가정용에 비해 5년 평균 약 2조 

5천억원의 전기요금을 적게 지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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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재 전력 정책의 문제점

1. 공급 중심의 정책 : 발전설비 증설

•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발전설비를 늘리고자 한다. <제6,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3년에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총 12기(10,500MW)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줬다. 정부는 발전설비 계획과 관련한 

기본방향에서 경제규모에 걸맞은 안정적 예비설비를 확보하고,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 전원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27년까지 총 23,570MW의 신규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10,500MW를 석탄으로, 4,800MW를 LNG로, 4,560MW를 신재생으로, 

3,710MW를 집단에너지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 2015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허가받지 못한 석탄설비 4기를 

철회하는 대신, 신규 물량으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발전설비 계획 기본방향에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설비 확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2029년 기준 목표수요인 111,929MW와 적정설비예비율 

22%를 고려하여 총 필요 발전설비를 136,553MW로 추정했다. 기존 설비와 

건설 중 혹은 건설 예정인 기확정설비 133,684MW를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2,869MW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원자력 발전소 2기(각 1,500MW)를 통해 

충당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삼척) 1, 2호기 또는 천지(영덕) 

3, 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총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설비 46,487MW(총 47기 :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까지 포함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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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4년에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미 현재 에너지 정책의 

문제로 공급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있다. 전력 수요를 적극 억제하기보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초대형 공급설비를 중앙집중식으로 지속 확충  

하는 식의 공급 중심 정책은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원전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미 정부 스스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적 전환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공급 중심의 정책적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원자력 발전 및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정부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 증설과 함께 선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이었다. 

•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원자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0년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29%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36GW의 원전건설 및 운영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29% 발전설비용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GW의 신규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발전설비용량 2,869MW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충당하고자 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또한 주요한 정책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량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1차 에너지 대비 11%, 전체 전력량의 13.4%에 불과하다. 

•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외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믹스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가 

야기하는 환경오염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외부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에 집중된 정책이며,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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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과 <표10>에서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규모와 발전량을 살펴보아도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의 비중은 LNG 33.0% > 석탄 28.0% > 원자력 22.2% > 신재생 

7.6% > 기타 4.8% > 석유 4.3%로 LNG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석탄과 원자력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반면,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비중은 석탄 38.7% > 원자력 

31.2% > LNG 19.1% > 석유 6.0% > 신재생 4.4% > 기타 0.7%로 나타났다.  

설비용량에서는 LNG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발전량에서는 석탄, 

원자력, LNG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이것의 의미는 석탄과 원자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용량을 가동하는 반면 LNG의 발전설비들이 전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국내 원자력 및 석탄 발전의 설비용량과 발전량 모두 최근 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발전 설비용량이 2008년 18GW에서 2015년 

22GW로 증가했고, 석탄 화력의 경우 2008년 24GW에서 2015년 27GW로 증가했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치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

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와 39%로 총 70%에 이른다. 즉, 발전설비용량 

규모에 비해 실제 발전량에서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9> 최근 10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단위 : MW, %)

연도　 합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기타

2008
72,491
(100)

17,716
(24.4)

24,026
(33.1)

18,704
(25.8)

818
(1.1)

5,812
(8.0)

5,416
(7.5)

2009
73,470
(100)

17,716
(24.1)

24,677
(33.6)

18,585
(25.3)

1,235
(1.7)

5,842
(8.0)

5,416
(7.4)

2010
76,078
(100)

17,716
(23.3)

24,800
(32.6)

20,471
(26.9)

1,871
(2.5)

5,805
(7.6)

5,416
(7.1)

2011
79,342
(100)

18,716
(23.6)

25,128
(31.7)

21,740
(27.4)

1,999
(2.5)

5,480
(6.9)

6,278
(7.9)

2012
81,806
(100)

20,716
(25.3)

25,128
(30.7)

21,885
(26.8)

4,084
(5.0)

5,293
(6.5)

4,700
(5.7)

2013
86,969
(100)

20,716
(23.8)

25,236
(29.0)

25,790
(29.7)

5,273
(6.1)

5,255
(6.0)

4,700
(5.4)

2014
93,216
(100)

20,716
(22.2)

27,036
(29.0)

30,269
(32.5)

6,241
(6.7)

4,255
(4.6)

4,700
(5.0)

2015
97,649
(100)

21,716
(22.2)

27,327
(28.0)

32,244
(33.0)

7,420
(7.6)

4,243
(4.3)

4,700
(4.8)

출처 : 전력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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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최근 10년간 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 : GWh, %)

연도　 합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기타

2008
422,355
(100)

150,958
(35.7)

173,508
(41.1)

75,809
(17.9)

4,162
(1.0)

15,426
(3.7)

2,493
(0.6)

2009
433,604
(100)

147,771
(34.1)

193,216
(44.6)

65,273
(15.1)

4,604
(1.1)

19,911
(4.6)

2,828
(0.7)

2010
474,660
(100)

148,596
(31.3)

193,769
(40.8)

95,147
(20.0)

9,002
(1.9)

25,356
(5.3)

2,790
(0.6)

2011
496,893
(100)

154,723
(31.1)

200,124
(40.3)

101,702
(20.5)

12,190
(2.4)

24,921
(5.0)

3,233
(0.7)

2012
509,574
(100)

150,327
(29.5)

180,752
(35.5)

113,984
(22.4)

12,587
(2.5)

48,244
(9.5)

3,683
(0.7)

2013
517,148
(100)

138,784
(26.8)

200,444
(38.8)

127,724
(24.7)

14,506
(2.8)

31,584
(6.1)

4,105
(0.8)

2014
521,971
(100)

156,407
(30)

203,446
(44.1)

114,654
(22.0)

17,446
(3.3)

24,950
(4.8)

5,068
(1.0)

2015
528,091
(100)

164,762
(31.2)

204,230
(38.7)

100,783
(19.1)

23,050
(4.4)

31,616
(6.0)

3,650
(0.7)

출처 : 전력통계시스템

3. LNG

• 한편, 특징적인 것은 LNG이다. LNG의 경우 발전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8년 전체 발전설비용량 중 25.8%에서 2015년에는 33%까지 확대됐다. 반면, 

LNG의 발전량은 2013년 24.7%까지 증가하다 2015년에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LNG의 발전설비 일부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실제 LNG 발전소의 이용률은 2015년 평균 30%가 채 되지 않는다. LNG 발전소 

10기 중 6기 이상은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66%였던 것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이용률이 70% 이상인 발전소는 

평택복합 2호기와 신인천복합 1호기 두 개뿐이다. 5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는 

발전소도 총 27개 중 6개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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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LNG 발전소별 이용률
(단위 : MW, %)

발전소 호기 용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울산복합 #1CC 300 30.23 32.05 35.41 30.42 7.52 0.04

울산복합 #2CC 450 55.63 81.32 73.85 64.51 37.16 8.61

울산복합 #3CC 450 71.19 77.9 78.52 61.13 51.98 11.53

울산복합 #4CC 871 　- - - 18.79 54.08 66.9

일산복합 #1CC 600 55.76 41.88 47.58 49.85 25.45 8.64

일산복합 #2CC 300 55.12 48.56 57.18 49.29 27.54 19.57

평택복합 #1 480 35.51 35.04 36.29 43.1 7.91 0.06

평택복합 #2 868.5 - - - - 100.81 71.61

서인천복합 #1 225 75.5 72.29 76.23 77.46 42.43 11.51

서인천복합 #2 225 81.87 84.75 81.27 86.2 48.78 6.83

서인천복합 #3 225 73.22 68.95 82.51 74.44 50.26 10.47

서인천복합 #4 225 82.98 81.42 83.31 94.73 64.11 62.01

서인천복합 #5 225 68.59 71.84 79.88 79.85 56.7 27.37

서인천복합 #6 225 79.56 79.98 86.99 84.18 66.2 48.27

서인천복합 #7 225 72.9 77.62 75.27 77.13 49.74 15.93

서인천복합 #8 225 68.28 71.27 72.28 71.98 41.6 5.78

군산복합 #1 718.4 71.38 79.65 88.78 85.06 73.36 43.92

신인천복합 #1 450 40.24 67.94 89.91 89.14 55.89 73.07

신인천복합 #2 450 72.53 44.54 91.97 87.87 65.22 40.7

신인천복합 #3 450 67.58 52.88 58.2 86.09 53.53 11.47

신인천복합 #4 450 70.88 56.12 55.57 70.36 70.44 23.56

부산복합 #1 450 82.6 80.82 74.41 90.25 65.3 30.19

부산복합 #2 450 82.37 85.25 78.52 92.83 84.58 60.55

부산복합 #3 450 81.45 59.75 61.5 86.93 66.66 19.11

부산복합 #4 450 76.52 73.45 74.4 95.63 82.62 42.79

영월복합 #1 848 56.2 56.66 52.52 60.94 27.54 16.47

안동복합 #1 417 - - - - 73.95 60.76

평균 67.0 65.9 70.5 72.3 53.8 29.5
출처 : 한국전력공사 

• 사실,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LNG 발전설비들을 제대로 가동만 한다면 피크타임 때 

발생하는 전력격차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다. 2015년 기준으로 LNG 발전량은 

100,783GWh이며, 이는 LNG 발전소의 30%만으로 발전한 양이니 만약 LNG   
발전소의 이용률을 60% 이상으로만 유지한다해도 추가 10만GWh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현재 수준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원자력 발전량의 

3분의 2를 줄일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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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발전소들이 잉여상태가 된 것은 2011년 대정전 사태 이후 정부가 빨리  

지을 수 있고 즉각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LNG 발전소의 허가를  

대폭 늘린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저가로 입찰한 발전소의   

전기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간 LNG 발전소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 LNG 발전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민간 발전사 에스파워는 2016년 상반기 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최신형 신설비이지만 수익성이 나빠 대주주인 삼천리 그룹은 

51%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

• 한진중공업 또한 실적이 좋지 않은 LNG 열병합발전소인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를 

팔기 위해 본입찰을 9월 26일 시작했다.

• 국내 1위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의 LNG 발전사업의 부진도 심각하다. 

2016년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감소한 것이다. 

• SK E&S의 같은 기간 순이익 감소율도 92%에 달한다. 

• 2014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대림그룹의 포천LNG복합화력발전소는 2016년 

상반기 21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주주사인 대림 

에너지와 태영건설로부터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 2016년 2월에는 GS에너지, 롯데건설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합작한 

청라에너지가 지을 예정이었던 LNG 발전소 사업을 포기했다. 

4. 생색내기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 정부는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확대하고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 해외수출에서도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총 30조원의 

투자를 통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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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약 9,710

억원에 달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2016년 7,200억원으로 2,500억원이나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표12> 신재생에너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계획
(정부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95,000 346,012 336,000 369,200 322,600 348,10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89,000 131,988 133,420 118,358 100,954 100,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융자) 89,340 84,206 128,400 135,000 100,000 66,000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R&D) 250,348 243,707 227,059 213,125 186,288 205,627

기타 47,596 22,000 5,500 10,891 10,925 10,241

합계 971,284 827,913 830,379 846,574 720,767 729,96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5. 전력믹스 전망

•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는 2020년 

610TWh, 2030년 762TWh, 2035년에는 800TWh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난다.  

급증하는 전력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석탄 38.7% > 

원자력 31.2% > 천연가스 19.1% > 석유 6.0% > 신재생 4.4% > 기타 0.7%인 

발전량 믹스를 2020년에는 석탄 41.3% > 원자력 31.2% > 천연가스 18.1% > 

신재생 8.6% > 석유 0.8%로, 2025년에는 석탄 42.8% > 원자력 35% > 천연가스 

10.7% > 신재생 10.3% > 석유 1.2%로, 2029년에는 석탄 38.3% > 원자력 

39.7% > 천연가스 8.9% > 신재생 11.7% > 석유 1.4%로 발전량 믹스를 구상하고 

있다. 

   • 석탄의 비중은 2025년 42.8%까지 증가하다 2029년에는 38.3%로 감소한다. 

   • 원자력의 비중은 2015년 30%에서 2029년 40%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석탄의 

감소분만큼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재생에 대한 비중도 6%에서 11.7%로 5% 이상 증가하지만 여전히 10%대 

수준에 불과하다. 

   • 천연가스는 2015년 27.8%에서 2029년 8.9%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약 9,710

억원에 달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2016년 7,200억원으로 2,500억원이나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표12> 신재생에너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계획
(정부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95,000 346,012 336,000 369,200 322,600 348,10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89,000 131,988 133,420 118,358 100,954 100,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융자) 89,340 84,206 128,400 135,000 100,000 66,000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R&D) 250,348 243,707 227,059 213,125 186,288 205,627

기타 47,596 22,000 5,500 10,891 10,925 10,241

합계 971,284 827,913 830,379 846,574 720,767 729,96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5. 전력믹스 전망

•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는 2020년 

610TWh, 2030년 762TWh, 2035년에는 800TWh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난다.  

급증하는 전력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석탄 38.7% > 

원자력 31.2% > 천연가스 19.1% > 석유 6.0% > 신재생 4.4% > 기타 0.7%인 

발전량 믹스를 2020년에는 석탄 41.3% > 원자력 31.2% > 천연가스 18.1% > 

신재생 8.6% > 석유 0.8%로, 2025년에는 석탄 42.8% > 원자력 35% > 천연가스 

10.7% > 신재생 10.3% > 석유 1.2%로, 2029년에는 석탄 38.3% > 원자력 

39.7% > 천연가스 8.9% > 신재생 11.7% > 석유 1.4%로 발전량 믹스를 구상하고 

있다. 

   • 석탄의 비중은 2025년 42.8%까지 증가하다 2029년에는 38.3%로 감소한다. 

   • 원자력의 비중은 2015년 30%에서 2029년 40%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석탄의 

감소분만큼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재생에 대한 비중도 6%에서 11.7%로 5% 이상 증가하지만 여전히 10%대 

수준에 불과하다. 

   • 천연가스는 2015년 27.8%에서 2029년 8.9%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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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3> 국내 발전량 믹스 전망
(단위 : %)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반면, 세계 전력믹스 전망은 우리와 다르다. EIA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에 따르면, 세계 발전량 믹스 전망은 2020년에는     

석탄 37.6% > 신재생 26.7% > 천연가스 20.5% > 원자력 12% > 석유 3.5%, 

2025년에는 석탄 35.6% > 신재생 27.8% > 천연가스 22.2% > 원자력 12% > 

석유 2.5%, 2030년에는 석탄 32.8% > 신재생 28.2% > 천연가스 24.4% > 원자력 

12.7% > 석유 1.9%이다. 

   • 석탄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달리 석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2040년이 되면 석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이 동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자력의 비중은 2040년까지 12%대를 유지한다. 

   • 온실가스 및 원자력 감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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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4> 세계 발전량 믹스 전망
(단위 :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내 전력믹스 전망과 세계 전력믹스 전망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천

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이다. 

   • 먼저, 석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5년까지 

오히려 석탄의 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다가 2029년에 가서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에 비해 석탄 감축 계획이 미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자력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2%대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현재보다 

10% 가까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들 모두 증가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10%대 수준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턱없이 부족

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들이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래프4> 세계 발전량 믹스 전망
(단위 :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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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2%대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현재보다 

10% 가까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들 모두 증가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10%대 수준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턱없이 부족

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들이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세계 국가들은 LNG의 비중을 28%까지 늘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0%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해 현재 전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

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과 원자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은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정책

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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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정책

적 전환이 필요하다. 

05. 원자력에 집착하는 이유 : 정부의 경제성 논리

• 정부가 LNG나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발전단가 때문이다. 다음 <표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5년 기준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62.61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에 비해 LNG는 169.48원으로 가장 

비싸다. 

<표13> 2015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단위 : 원/kWh)

구분 발전단가 구분 발전단가

원자력 62.61 수력 118.38

석탄 68.34 복합 126.15

신재생 99.52 양수 132.77

기타 103.79 유류 149.9

국내탄 107.78 LNG 169.48

전체 82.71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6년 7월 전력통계속보(제453호)」

• 정부가 이처럼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며 원자력 및 석탄화력에 의존하는 것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에너지원의 세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왜곡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의   

왜곡까지 나타났다.

1. 저렴한 전기요금

•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왜곡되어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1차 에너지원

의 가격보다도 2차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것이다. 다음 <그래

프5>에 따르면, 2차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이 1차 에너지(유류) 가격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요금의 증가 수준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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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LNG나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발전단가 때문이다. 다음 <표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5년 기준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62.61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에 비해 LNG는 169.48원으로 가장 

비싸다. 

<표13> 2015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단위 : 원/kWh)

구분 발전단가 구분 발전단가

원자력 62.61 수력 118.38

석탄 68.34 복합 126.15

신재생 99.52 양수 132.77

기타 103.79 유류 149.9

국내탄 107.78 LNG 169.48

전체 82.71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6년 7월 전력통계속보(제453호)」

• 정부가 이처럼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며 원자력 및 석탄화력에 의존하는 것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에너지원의 세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왜곡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의   

왜곡까지 나타났다.

1. 저렴한 전기요금

•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왜곡되어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1차 에너지원

의 가격보다도 2차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것이다. 다음 <그래

프5>에 따르면, 2차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이 1차 에너지(유류) 가격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요금의 증가 수준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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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5> 국내 에너지원별 가격
(단위 : 원/Mcal)

출처 : 장병완 의원실 토론회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자료집

• 더욱이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15년 기준으로 일반용 130.5원 > 

가정용 123.7원 > 가로등 113.4원 > 교육용 113.2원 > 산업용이 107.4원 >   

심야 67.2원 > 농사용 47.3원 순이다. 전체 평균 전력 판매 단가가 111.6원임을 

감안했을 때 107.4원이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및 심야를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4> 2015년 국내 전기요금 판매단가 현황
(단위 : 억원/GWh)

구분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판매전력량(A) 65,619 273,548 103,679 7,691 15,702 3,341 14,075 483,655 

판매수입
(B)

8,116 29,383 13,526 871 743 379 946 53,964 

판매단가
(원/kWh)
(C=B/A)

123.7 107.4 130.5 113.2 47.3 113.4 67.2 111.6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6년 7월 전력통계속보(제453호)」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5>에 따르면,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은 1MWh당 산업용이 

101.3달러, 가정용이 183.6달러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95.2달러, 가정용이 

102.7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

요금이 특히 저렴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저히 저렴하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매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2015년 OECD 주요국가들의 전기요금 현황
(단위 : $/MWh)

국가명 산업용 가정용

미국 68.95 126.71

한국* 95.18 102.71

OECD 평균** 101.28 183.61

프랑스 110.13 181.48

영국 143.04 236.95

독일 145.09 327.07

일본 161.99 225.12

출처 : IEA, 「201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아 한전 자료를 참조함 : 1kWh 단가 107.4원*환율(1,129원)
**OECD 평균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은 완전히 제외한 32개국의 평균.  
  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산업용 요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산업용 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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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에 있어서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과 원자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영역에서 에너지 전력화, 즉 전기로의 에너지 쏠림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전력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조장했다.  

2. 세금으로 왜곡된 발전단가

• 발전단가는 세금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다음 <표16>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인 

유류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2차 에너지인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외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석유나 

LNG 보다도 적은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우라늄에 대한 세금도 부가가치세 10%가 

전부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만을 살펴보면, 등유는 L당 63원, LNG는 

㎏당 60원이지만 유연탄은 ㎏당 24원에 불과하다. 우라늄은 아예 비과세다. 게다가 

등유나 LNG는 3%의 수입관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된다.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석유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표14> 2015년 국내 전기요금 판매단가 현황
(단위 : 억원/GWh)

구분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판매전력량(A) 65,619 273,548 103,679 7,691 15,702 3,341 14,075 483,655 

판매수입
(B)

8,116 29,383 13,526 871 743 379 946 53,964 

판매단가
(원/kWh)
(C=B/A)

123.7 107.4 130.5 113.2 47.3 113.4 67.2 111.6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6년 7월 전력통계속보(제453호)」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5>에 따르면,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은 1MWh당 산업용이 

101.3달러, 가정용이 183.6달러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95.2달러, 가정용이 

102.7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

요금이 특히 저렴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저히 저렴하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매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2015년 OECD 주요국가들의 전기요금 현황
(단위 : $/MWh)

국가명 산업용 가정용

미국 68.95 126.71

한국* 95.18 102.71

OECD 평균** 101.28 183.61

프랑스 110.13 181.48

영국 143.04 236.95

독일 145.09 327.07

일본 161.99 225.12

출처 : IEA, 「201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아 한전 자료를 참조함 : 1kWh 단가 107.4원*환율(1,129원)
**OECD 평균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은 완전히 제외한 32개국의 평균.  
  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산업용 요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산업용 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표14> 2015년 국내 전기요금 판매단가 현황
(단위 : 억원/GWh)

구분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판매전력량(A) 65,619 273,548 103,679 7,691 15,702 3,341 14,075 483,655 

판매수입
(B)

8,116 29,383 13,526 871 743 379 946 53,964 

판매단가
(원/kWh)
(C=B/A)

123.7 107.4 130.5 113.2 47.3 113.4 67.2 111.6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6년 7월 전력통계속보(제453호)」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5>에 따르면,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은 1MWh당 산업용이 

101.3달러, 가정용이 183.6달러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95.2달러, 가정용이 

102.7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

요금이 특히 저렴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저히 저렴하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매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2015년 OECD 주요국가들의 전기요금 현황
(단위 : $/MWh)

국가명 산업용 가정용

미국 68.95 126.71

한국* 95.18 102.71

OECD 평균** 101.28 183.61

프랑스 110.13 181.48

영국 143.04 236.95

독일 145.09 327.07

일본 161.99 225.12

출처 : IEA, 「201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아 한전 자료를 참조함 : 1kWh 단가 107.4원*환율(1,129원)
**OECD 평균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은 완전히 제외한 32개국의 평균.  
  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산업용 요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산업용 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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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에 있어서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과 원자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영역에서 에너지 전력화, 즉 전기로의 에너지 쏠림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전력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조장했다.  

2. 세금으로 왜곡된 발전단가

• 발전단가는 세금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다음 <표16>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인 

유류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2차 에너지인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외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석유나 

LNG 보다도 적은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우라늄에 대한 세금도 부가가치세 10%가 

전부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만을 살펴보면, 등유는 L당 63원, LNG는 

㎏당 60원이지만 유연탄은 ㎏당 24원에 불과하다. 우라늄은 아예 비과세다. 게다가 

등유나 LNG는 3%의 수입관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된다.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석유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표16> 에너지 세제 현황

구분
휘발유

(원/L)

경유

(원/L)

LPG(원/kg)
LNG

(원/kg)

등유

(원/L)

증유

(원/L)

우라늄

(원/kg)

유연탄

(원/kg)

전력

(원/kWh)

관련회계/

기금부

탄
프로판

관세

기

본
3% 3% 3% 3%

3%

(6개월)
3% 3% - 0% -

할

당
3% 3% 2% 2%

2%

(6개월)
3% 3% - 0% -

개별

소비

세

기

본
- - (252) (20) 60 (90) (17) - 24¹ -

탄

력
- - 275 14² (42) 63 17 - 27/21³ -

교통

에너

지 환

경세

기

본
(475) (340) - - - - - - - 교특(80%)

환특(15%)

에특(3%)

광특(2%)

탄

력
529 375 - - - - - - -

교육세 79.4 56.2 41.3 - - 9.5 2.6 - - -

지방주행세 137.5 97.5 - - - - - - - -

부가가치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수입부과금 16 16 - - 24.2 24.2 16 16 - - 에특

판매부과금 36(고급) - 62.3 - - - - - - -

안전관리

부담금
- - 4.5 4.5 4.8 4.8 - - - -

품질검사

수수료
0.47 0.47 0.03 0.03 0.03 - 0.47 0.47 - -

전력산업기

반기금
- - - - - - - - - - 전산기금

출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2016)

*비고 : 1. 발전용 유연탄에 한하여 과세

2. 가정·상업용에 한하여 적용

3. 순발열량 5,000Kcal/kg 이상인 경우 27원/kg, 나머지 21원/kg

• 발전부문 연료 과세 현황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세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7>에 따르면, 원자력의 경우 관세나 개별소비세가 

없다. 지역자원시설세(1원/kWh)만 있을 뿐이다. 유연탄도 관세는 없고, 개별소비세

(약 7.61원/kWh)와 지역자원시설세(0.3원/kWh)가 있다. 반면 LNG는 관세(3%)와 

개별소비세(약 7.63원/kWh), 지역자원시설세(0.3원/kWh) 모두 부과되고 있다.  

각종 부담금의 경우도 유연탄은 전혀 없다.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법과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1.2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약 0.24원/kWh),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약 0.38원/kWh) 등이 

있다. LNG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약 0.44원/kWh)이 부과되고 

있다.

<표16> 에너지 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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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발전용 연료 과세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유연탄 LNG 원자력

조세
형태

관세 - 3% -

지역자원시설세 0.3원/kWh 1원/kWh

개별소비세
19원/kg

(약 7.61원/kWh)
42원/kg

(약 7.63원/kWh)
-

부담
금

형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 납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

24,242원/톤
(약 0.44원/kWh)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 - 1.2원/kWh

원자력관게상버자등의 
비용부담금

- -
1기당 1,572백만원
(약 0.38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 -
다발당 추정비용 적용 

(약 0.24원/kWh)

출처 : 기획재정부

• 즉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비용구조

를 만들어 놓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저렴하니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3. 원자력 발전단가에 대한 재인식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발전단가는 

사실 계산하기 나름이다.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외부비용들을 제외하고 발전단가를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숨겨 발전단가를 낮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정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원자력 발전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직접비용만 고려한다. 직접비용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원전의 폐로해체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

된다. 간접비용에는 사고위험비용, 정책비용 등 사회적 비용들이 포함된다. 

<표17> 발전용 연료 과세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유연탄 LNG 원자력

조세
형태

관세 - 3% -

지역자원시설세 0.3원/kWh 1원/kWh

개별소비세
19원/kg

(약 7.61원/kWh)
42원/kg

(약 7.63원/kWh)
-

부담
금

형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 납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

24,242원/톤
(약 0.44원/kWh)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 - 1.2원/kWh

원자력관게상버자등의 
비용부담금

- -
1기당 1,572백만원
(약 0.38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 -
다발당 추정비용 적용 

(약 0.24원/kWh)

출처 : 기획재정부

• 즉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비용구조

를 만들어 놓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저렴하니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3. 원자력 발전단가에 대한 재인식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발전단가는 

사실 계산하기 나름이다.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외부비용들을 제외하고 발전단가를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숨겨 발전단가를 낮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정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원자력 발전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직접비용만 고려한다. 직접비용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원전의 폐로해체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

된다. 간접비용에는 사고위험비용, 정책비용 등 사회적 비용들이 포함된다. 

<표17> 발전용 연료 과세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유연탄 LNG 원자력

조세
형태

관세 - 3% -

지역자원시설세 0.3원/kWh 1원/kWh

개별소비세
19원/kg

(약 7.61원/kWh)
42원/kg

(약 7.63원/kWh)
-

부담
금

형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 납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

24,242원/톤
(약 0.44원/kWh)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 - 1.2원/kWh

원자력관게상버자등의 
비용부담금

- -
1기당 1,572백만원
(약 0.38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 -
다발당 추정비용 적용 

(약 0.24원/kWh)

출처 : 기획재정부

• 즉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비용구조

를 만들어 놓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저렴하니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3. 원자력 발전단가에 대한 재인식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발전단가는 

사실 계산하기 나름이다.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외부비용들을 제외하고 발전단가를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숨겨 발전단가를 낮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정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원자력 발전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직접비용만 고려한다. 직접비용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원전의 폐로해체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

된다. 간접비용에는 사고위험비용, 정책비용 등 사회적 비용들이 포함된다. 

<표16> 에너지 세제 현황

구분
휘발유

(원/L)

경유

(원/L)

LPG(원/kg)
LNG

(원/kg)

등유

(원/L)

증유

(원/L)

우라늄

(원/kg)

유연탄

(원/kg)

전력

(원/kWh)

관련회계/

기금부

탄
프로판

관세

기

본
3% 3% 3% 3%

3%

(6개월)
3% 3% - 0% -

할

당
3% 3% 2% 2%

2%

(6개월)
3% 3% - 0% -

개별

소비

세

기

본
- - (252) (20) 60 (90) (17) - 24¹ -

탄

력
- - 275 14² (42) 63 17 - 27/21³ -

교통

에너

지 환

경세

기

본
(475) (340) - - - - - - - 교특(80%)

환특(15%)

에특(3%)

광특(2%)

탄

력
529 375 - - - - - - -

교육세 79.4 56.2 41.3 - - 9.5 2.6 - - -

지방주행세 137.5 97.5 - - - - - - - -

부가가치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수입부과금 16 16 - - 24.2 24.2 16 16 - - 에특

판매부과금 36(고급) - 62.3 - - - - - - -

안전관리

부담금
- - 4.5 4.5 4.8 4.8 - - - -

품질검사

수수료
0.47 0.47 0.03 0.03 0.03 - 0.47 0.47 - -

전력산업기

반기금
- - - - - - - - - - 전산기금

출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2016)

*비고 : 1. 발전용 유연탄에 한하여 과세

2. 가정·상업용에 한하여 적용

3. 순발열량 5,000Kcal/kg 이상인 경우 27원/kg, 나머지 21원/kg

• 발전부문 연료 과세 현황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세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7>에 따르면, 원자력의 경우 관세나 개별소비세가 

없다. 지역자원시설세(1원/kWh)만 있을 뿐이다. 유연탄도 관세는 없고, 개별소비세

(약 7.61원/kWh)와 지역자원시설세(0.3원/kWh)가 있다. 반면 LNG는 관세(3%)와 

개별소비세(약 7.63원/kWh), 지역자원시설세(0.3원/kWh) 모두 부과되고 있다.  

각종 부담금의 경우도 유연탄은 전혀 없다.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법과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1.2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약 0.24원/kWh),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약 0.38원/kWh) 등이 

있다. LNG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약 0.44원/kWh)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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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직접 비용 중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비용들에 비해 사후처리 비용은 국가마다, 기관마다  

계산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정부가 추산한 비용이 잘못됐을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를 요한다. 

• <표18>에 따르면, 정부 추산 원자력 발전소 1기당 사후처리 비용은 총 1조 

3,048억원이 소요된다. 

<표18> 원자력 발전기별 사후처리 비용 (원전 1기당)
(단위 : 억원)

폐로해체
비용
(A)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저장용량 기준) 

(B)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누적용량 기준) 

(C)

총 사후처리 비용 
(D=C+A+B)

6,437 6,098 513 13,0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비고 :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비용을 24(원자력 발전소 수)로 나누어 계산함

•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32호)」을 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로해체비용 충당금을 2012년 기준 1기당 6,033억원에서 2014년 

기준 1기당 6,437억원으로 증액 추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데 약 6,4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5년 이내(2030년까지)에 현재 운행중인 24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절반 이상을 

폐로해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총 7조 7,244억원에 이른다. 

<표19> 폐쇄원전 수 및 폐로해체비용

(단위 : 기, 억원)

구분 2020년까지 2030년까지 2040년까지 2050년까지 2060년까지

폐쇄원전수 1 11 4 4 4

비용 6,437 70,807 25,748 25,748 25,7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먼저, 직접 비용 중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비용들에 비해 사후처리 비용은 국가마다, 기관마다  

계산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정부가 추산한 비용이 잘못됐을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를 요한다. 

• <표18>에 따르면, 정부 추산 원자력 발전소 1기당 사후처리 비용은 총 1조 

3,048억원이 소요된다. 

<표18> 원자력 발전기별 사후처리 비용 (원전 1기당)
(단위 : 억원)

폐로해체
비용
(A)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저장용량 기준) 

(B)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누적용량 기준) 

(C)

총 사후처리 비용 
(D=C+A+B)

6,437 6,098 513 13,0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비고 :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비용을 24(원자력 발전소 수)로 나누어 계산함

•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32호)」을 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로해체비용 충당금을 2012년 기준 1기당 6,033억원에서 2014년 

기준 1기당 6,437억원으로 증액 추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데 약 6,4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5년 이내(2030년까지)에 현재 운행중인 24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절반 이상을 

폐로해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총 7조 7,244억원에 이른다. 

<표19> 폐쇄원전 수 및 폐로해체비용

(단위 : 기, 억원)

구분 2020년까지 2030년까지 2040년까지 2050년까지 2060년까지

폐쇄원전수 1 11 4 4 4

비용 6,437 70,807 25,748 25,748 25,7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먼저, 직접 비용 중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비용들에 비해 사후처리 비용은 국가마다, 기관마다  

계산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정부가 추산한 비용이 잘못됐을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를 요한다. 

• <표18>에 따르면, 정부 추산 원자력 발전소 1기당 사후처리 비용은 총 1조 

3,048억원이 소요된다. 

<표18> 원자력 발전기별 사후처리 비용 (원전 1기당)
(단위 : 억원)

폐로해체
비용
(A)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저장용량 기준) 

(B)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누적용량 기준) 

(C)

총 사후처리 비용 
(D=C+A+B)

6,437 6,098 513 13,0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비고 :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비용을 24(원자력 발전소 수)로 나누어 계산함

•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32호)」을 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로해체비용 충당금을 2012년 기준 1기당 6,033억원에서 2014년 

기준 1기당 6,437억원으로 증액 추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데 약 6,4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5년 이내(2030년까지)에 현재 운행중인 24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절반 이상을 

폐로해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총 7조 7,244억원에 이른다. 

<표19> 폐쇄원전 수 및 폐로해체비용

(단위 : 기, 억원)

구분 2020년까지 2030년까지 2040년까지 2050년까지 2060년까지

폐쇄원전수 1 11 4 4 4

비용 6,437 70,807 25,748 25,748 25,7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먼저, 직접 비용 중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비용들에 비해 사후처리 비용은 국가마다, 기관마다  

계산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정부가 추산한 비용이 잘못됐을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를 요한다. 

• <표18>에 따르면, 정부 추산 원자력 발전소 1기당 사후처리 비용은 총 1조 

3,048억원이 소요된다. 

<표18> 원자력 발전기별 사후처리 비용 (원전 1기당)
(단위 : 억원)

폐로해체
비용
(A)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저장용량 기준) 

(B)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누적용량 기준) 

(C)

총 사후처리 비용 
(D=C+A+B)

6,437 6,098 513 13,0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비고 :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비용을 24(원자력 발전소 수)로 나누어 계산함

•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32호)」을 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로해체비용 충당금을 2012년 기준 1기당 6,033억원에서 2014년 

기준 1기당 6,437억원으로 증액 추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데 약 6,4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5년 이내(2030년까지)에 현재 운행중인 24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절반 이상을 

폐로해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총 7조 7,244억원에 이른다. 

<표19> 폐쇄원전 수 및 폐로해체비용

(단위 : 기, 억원)

구분 2020년까지 2030년까지 2040년까지 2050년까지 2060년까지

폐쇄원전수 1 11 4 4 4

비용 6,437 70,807 25,748 25,748 25,7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먼저, 직접 비용 중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비용들에 비해 사후처리 비용은 국가마다, 기관마다  

계산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정부가 추산한 비용이 잘못됐을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를 요한다. 

• <표18>에 따르면, 정부 추산 원자력 발전소 1기당 사후처리 비용은 총 1조 

3,048억원이 소요된다. 

<표18> 원자력 발전기별 사후처리 비용 (원전 1기당)
(단위 : 억원)

폐로해체
비용
(A)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저장용량 기준) 

(B)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누적용량 기준) 

(C)

총 사후처리 비용 
(D=C+A+B)

6,437 6,098 513 13,0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비고 :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비용을 24(원자력 발전소 수)로 나누어 계산함

•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132호)」을 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폐로해체비용 충당금을 2012년 기준 1기당 6,033억원에서 2014년 

기준 1기당 6,437억원으로 증액 추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데 약 6,4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5년 이내(2030년까지)에 현재 운행중인 24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절반 이상을 

폐로해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총 7조 7,244억원에 이른다. 

<표19> 폐쇄원전 수 및 폐로해체비용

(단위 : 기, 억원)

구분 2020년까지 2030년까지 2040년까지 2050년까지 2060년까지

폐쇄원전수 1 11 4 4 4

비용 6,437 70,807 25,748 25,748 25,748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표17> 발전용 연료 과세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유연탄 LNG 원자력

조세
형태

관세 - 3% -

지역자원시설세 0.3원/kWh 1원/kWh

개별소비세
19원/kg

(약 7.61원/kWh)
42원/kg

(약 7.63원/kWh)
-

부담
금

형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 납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

24,242원/톤
(약 0.44원/kWh)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 - 1.2원/kWh

원자력관게상버자등의 
비용부담금

- -
1기당 1,572백만원
(약 0.38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 -
다발당 추정비용 적용 

(약 0.24원/kWh)

출처 : 기획재정부

• 즉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비용구조

를 만들어 놓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저렴하니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3. 원자력 발전단가에 대한 재인식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발전단가는 

사실 계산하기 나름이다. 세금부과 방식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외부비용들을 제외하고 발전단가를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숨겨 발전단가를 낮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정말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원자력 발전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직접비용만 고려한다. 직접비용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원전의 폐로해체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

된다. 간접비용에는 사고위험비용, 정책비용 등 사회적 비용들이 포함된다. 

<표19> 폐쇄원전 수 및 폐로해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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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 43만 4,483다발이다. 

다발당 경수로는 3.2억원, 중수로는 1,3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해도 총 10조 8,571억원에 이른다. 현재 가동중인 24기의 

원전이 수용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모두 다 채운 상태라고 가정하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52만 4,755다발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총 비용은 14조 6,345억원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저장소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원전이 2019년 최초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시작으로 고리와 한빛

원전이 2024년, 한울원전이 2037년, 신월성원전이 2038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20> 원자력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현황

노형 본부 호기
설계수명 
만료일

저장용량
(다발)

현 저장량
(다발)

예상 
포화년도

경수로

고리

고리1호기 '17. 06. 18 441 328

2024

고리2호기 '23. 08. 09 799 684
고리3호기 '24. 09. 28 2,103 1,987
고리4호기 '25. 08. 06 2,105 1,940

신고리1호기 '50. 05. 18 1,273 426
신고리2호기 '51. 12. 01 1,273 312

한빛

한빛1호기 '25. 12. 22 2,105 1,583

2024

한빛2호기 '26. 09. 11 2,100 1,076
한빛3호기 '34. 09. 08 1,125 935
한빛4호기 '35. 06. 01 1,125 950
한빛5호기 '41. 10. 23 1,281 643
한빛6호기 '42. 07. 30 1,281 644

한울

한울1호기 '27. 12. 22 957 871

2037

한울2호기 '28. 12. 28 905 879
한울3호기 '37. 11. 07 1,321 1,139
한울4호기 '38. 10. 28 1,321 1,062
한울5호기 '43. 10. 19 1,281 584
한울6호기 '44. 11. 11 1,281 523

월성

신월성1호기 '51. 12. 01 523 129
2038

신월성2호기 '54. 11. 13 523 0

중수로

월성1호기 '22. 11. 20 42,408 30,236

2019
월성2호기 '26. 11. 01 42,408 31,872
월성3호기 '27. 12. 29 42,408 40,200
월성4호기 '29. 02. 07 42,408 33,832

건식저장시설 - 330,000 281,640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 43만 4,483다발이다. 

다발당 경수로는 3.2억원, 중수로는 1,3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해도 총 10조 8,571억원에 이른다. 현재 가동중인 24기의 

원전이 수용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모두 다 채운 상태라고 가정하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52만 4,755다발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총 비용은 14조 6,345억원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저장소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원전이 2019년 최초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시작으로 고리와 한빛

원전이 2024년, 한울원전이 2037년, 신월성원전이 2038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20> 원자력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현황

노형 본부 호기
설계수명 
만료일

저장용량
(다발)

현 저장량
(다발)

예상 
포화년도

경수로

고리

고리1호기 '17. 06. 18 441 328

2024

고리2호기 '23. 08. 09 799 684
고리3호기 '24. 09. 28 2,103 1,987
고리4호기 '25. 08. 06 2,105 1,940

신고리1호기 '50. 05. 18 1,273 426
신고리2호기 '51. 12. 01 1,273 312

한빛

한빛1호기 '25. 12. 22 2,105 1,583

2024

한빛2호기 '26. 09. 11 2,100 1,076
한빛3호기 '34. 09. 08 1,125 935
한빛4호기 '35. 06. 01 1,125 950
한빛5호기 '41. 10. 23 1,281 643
한빛6호기 '42. 07. 30 1,281 644

한울

한울1호기 '27. 12. 22 957 871

2037

한울2호기 '28. 12. 28 905 879
한울3호기 '37. 11. 07 1,321 1,139
한울4호기 '38. 10. 28 1,321 1,062
한울5호기 '43. 10. 19 1,281 584
한울6호기 '44. 11. 11 1,281 523

월성

신월성1호기 '51. 12. 01 523 129
2038

신월성2호기 '54. 11. 13 523 0

중수로

월성1호기 '22. 11. 20 42,408 30,236

2019
월성2호기 '26. 11. 01 42,408 31,872
월성3호기 '27. 12. 29 42,408 40,200
월성4호기 '29. 02. 07 42,408 33,832

건식저장시설 - 330,000 281,640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 43만 4,483다발이다. 

다발당 경수로는 3.2억원, 중수로는 1,3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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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수용할 수 있는 저장용량을 모두 다 채운 상태라고 가정하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52만 4,755다발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총 비용은 14조 6,345억원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저장소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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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
(다발)

현 저장량
(다발)

예상 
포화년도

경수로

고리

고리1호기 '17. 06. 18 441 328

2024

고리2호기 '23. 08. 09 799 684
고리3호기 '24. 09. 28 2,103 1,987
고리4호기 '25. 08. 06 2,105 1,940

신고리1호기 '50. 05. 18 1,273 426
신고리2호기 '51. 12. 01 1,273 312

한빛

한빛1호기 '25. 12. 22 2,105 1,583

2024

한빛2호기 '26. 09. 11 2,100 1,076
한빛3호기 '34. 09. 08 1,125 935
한빛4호기 '35. 06. 01 1,125 950
한빛5호기 '41. 10. 23 1,281 643
한빛6호기 '42. 07. 30 1,281 644

한울

한울1호기 '27. 12. 22 957 871

2037

한울2호기 '28. 12. 28 905 879
한울3호기 '37. 11. 07 1,321 1,139
한울4호기 '38. 10. 28 1,321 1,062
한울5호기 '43. 10. 19 1,281 584
한울6호기 '44. 11. 11 1,281 523

월성

신월성1호기 '51. 12. 01 523 129
2038

신월성2호기 '54. 11. 13 523 0

중수로

월성1호기 '22. 11. 20 42,408 30,236

2019
월성2호기 '26. 11. 01 42,408 31,872
월성3호기 '27. 12. 29 42,408 40,200
월성4호기 '29. 02. 07 42,408 33,832

건식저장시설 - 330,000 281,640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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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처분인도한 7,536개 드럼을 제외하고 현재 

200L 드럼 9만 2,008개가 누적되어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200리터 

드럼 1개당 1,337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된 폐기물을 모두 처

리하기 위해서는 1조 2,301억원이 소요된다.  

• 즉, 우리는 2060년까지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폐로해체비용 15조 4,488억원, 현재 시점에서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비용 14조 6,345억원, 지금까지 누적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1조 2,301억원 등 최소 총 31조 3,13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1~2조 이상   

더 많아질 것이다. 

• 문제는 이 비용이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의 폐로비용에 

한해 살펴보자. 2011년 9월 환경운동연합과 강창일 의원이 함께 발간한 「원자력이 

멈추는 날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비용추산 및 준비정도 평가」 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폐로비용은 최대 9,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자료 「Nuclear Power in OECD」 에 따르면, 

한국 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당(㎿) 폐로비용을 약 101만 달러(1999년 기준)이다. 

이것을 전체 설비용량으로 계산하면 7,089억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9,860억원에 

이른다. 원전 한 호기의 폐로비용만 1조원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독일, 일본, 미국 등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주요 국가들이 추산한 원전 해체  

비용과 비교해보아도 원전 1기당 6,400억원 수준의 폐로 비용은 과소 계산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독일 원전운영사들은 원자로당 해체비용을 1조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1GW(원전 1기)당 9,590억원, 미국은 7,800억원으로 예측

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폐로 비용은 각각이 추산한 것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 중인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그라이프스발트의 원자력 발전소는 20년 넘게 해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5조원이 넘는다. 

•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후처리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단가는 1GW의 원전 이용률이 90%라는 전제 하에서 48.15원이다. 하지만 국제

기구와 다른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산한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을 기반으로 한 발전단가도 저평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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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사후처리 비용 반영 시 원자력 발전단가
(단위 : %, 원)

이용률 원자력 100만kW 원자력 140만kW

60 70.43 (+1.62) 62.69 (+1.43)

70 60.88 (+1.38) 54.26 (+1.23)

80 53.72 (+1.21) 47.93 (+1.07)

90 48.15 (+1.08) 43.02 (+0.95)

출처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더욱이 원자력 발전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사고발생위험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사실 우리 정부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원자력 

발전단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한 원자력 발전단가와 

큰 차이 없다. 다음 <표22>를 통해 약 2원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2>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원자력 발전단가 (정부)
(단위 : %, 원)

이용률 원자력 100만kW 원자력 140만kW

60 72.23 ~ 76.18 64.49 ~ 68.44

70 62.68 ~ 66.63 56.06 ~ 60.01

80 55.52 ~ 59.47 49.73 ~ 53.68

90 49.95 ~ 53.90 44.82 ~ 48.77

출처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그런데 201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1차 년도)」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과 사고위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경우 원자력 발전의 실질단가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가의 최소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계상하지 않던 숨은 

비용을 포함하면 현재 가장 값비싼 전원으로 알려진 LNG 발전보다도 비쌀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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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원자력 발전단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단위 : 원)

사적 비용(기준) 48.8

외부비용 61.5~322.8

명시적 보조금 2.4

암묵적 보조금 0.2~16.1

위험회피비용 3.0~203.1

기존위험 회피비용 3.8~6.3

신규위험 회피비용 52.1~94.9

출처 :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1차 년도)」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발전단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폐로해체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 사후처리 비용을 보다 엄격하게 재산정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직접 비용에 사회적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 제대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지금까지 발전단계에서 값싸다는 이유로 적극 활용되었던 원자력 발전이 실제  

값싼 것인지 재검증해야 한다. 또한 원전 사고시 발생할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

모의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 원자력 발전은 과거 경제성, 에너지 자립 등을 고려해 선택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이제 이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재검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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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 제안 : 전력 정책의 세 가지 대전환

• 우리의 전력정책이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석탄과 

원자력 발전설비의 증설은 중단해야 한다.

   •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현실적인 대체 전력 수요는 LNG 가동률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

• 사실 이와 같은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미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특히 평균 전력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최대전력, 즉 피크타임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석탄과 원자력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석탄의 경우 점진적 감축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저렴한 발전단가 때문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즉 발전단가가 저렴한 에너지원을 필요로하게  

만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은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반론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 검증하는 동시에 향후 우리의  

전력 정책, 더 나아가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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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 공급 중심의 전력정책은 수요관리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수요관리 

시장 창출, 전기요금 체계개선 등 이미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뒤이어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공급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 발전소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설비 증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실, 더 이상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발전설비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는 이미 충분하다. 다음 <표24>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용률은 80% 이상인데 반해, LNG, 신재생 등 원자력과 석탄을 제외한 

발전소의 이용률은 40% 이하로 현저히 낮다. LNG 발전소의 경우에는 2015년에 

29.5%로 이용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만을 고려하면   

발전소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설비까지 고려하면 

국내 발전설비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표24>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이용률
(단위 : %)

연도 원자력 석탄 석유 LNG 신재생

2007 90.3 91.7 43.5 64.6 17.6

2008 93.4 93.2 25.8 60.9 18.1

2009 91.7 94.5 37.0 48.6 19.3

2010 91.2 94.8 30.2 67.0 16.5

2011 90.7 95.9 28.3 65.9 16.1

2012 82.3 94.8 35.0 70.5 15.2

2013 75.5 95.5 36.2 72.3 15.8

2014 85.0 93.9 28.5 53.8 17.3

2015 85.3 92.3 36.5 29.5 17.0

출처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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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비용량은 최대전력 수요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사실상 정부가 말하는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설비 부족은 증가하는 최대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

이다. 즉, 전력 공급 부족의 문제는 피크타임 대응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LNG 발전소 등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현재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최대전력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다. 

• 발전설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LNG 발전이 외면당하는 것은 발전단가 때문이다. 

LNG의 발전단가는 170원으로 원자력이나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석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다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원자력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추산되는 발전단가는 최소   

110원~최대 371원으로 LNG에 비해서도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실,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 측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

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5년~2029년(15년간) 동안 최대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그래프6>을 보면 2010년  

이후 전력 소비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반면,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증가율이 0.6%까지  

감소했다. 향후에도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OECD 국가들처럼  

감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프6>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단위 : G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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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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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설비예비율  

또한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2.2%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2029년 발전설비의 목표 수요를 111,929MW로 설정했고, 

이에 대한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하고 있다. 고장정지, 예방정비 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비율을 

7%로 설정한 것이다. 

•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전력 수요 전망치는 값싼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관리 중심의 전력정책 및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값싼 전기요금이 아닌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한다면, 실제 전력 수요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도 훨씬 줄어

들 수밖에 없다. 

2.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소비를 통해 생산되는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의 가격보다도 저렴하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발생했고 이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까지 가져왔다. 무엇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전력 수요를 증가시켰음에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설비를 늘려야 

하고 이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러한 

왜곡 상태가 더 이상 장기화·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 특히 전기요금의 인상은 산업용 전력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 먼저,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정책적 전환에 해당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에너지 수요관리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를 의미한다. 즉,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과소비 되고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13%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수요를 

제외하면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반용(상업용)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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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한다. 전력의 과소비는 주로 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 더욱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용 전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상위 15개  

기업들은 가정에 비해 전기요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도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산업용 전력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수요량을 OECD 수준(32%)으로만 낮추어도 원전 폐쇄에 

따르는 전력 수급의 부담이나 피크타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무리   

평균전력과 최대전력(피크) 간의 격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력 사용량   

자체가 줄어든다면 추가 설비의 증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은 경제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수요를 창출해서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 에너지 혁신기술 발전의 조건을 제공

할 것이다. 

• 물론 전기요금의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   

부담 증가 등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중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요금 인상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기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3. LNG·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마지막으로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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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증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2022년까지는 

고리 1호기 1기만이 폐쇄된다. 고리 1호기 폐쇄 이후 두 번째 원전이 폐쇄되기까지 

약 5년의 여유 기간이 있다. 고리 1호기 폐쇄로 인해 부족해지는 발전량은 당장의 

추가 증설 없이 기존의 잉여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이 5년 동안 정부는 장기적으로 제로원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2050년까지 원자력과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행해왔다. 2002년 4월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원자로 신설을 금지하고 당시 20기 원자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결정했다. 2010년 10월에는 에너지의 해외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경우 원전 가동기한을 평균   

12년으로 연장하되, 2035년까지는 원전가동을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원자력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독일의 원전 제로 정책은 

더욱 앞당겨 졌다.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원전 셧다운은 쉽지 않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만큼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증설을 중단하고 가동 연한이 끝나는대로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계속 

위협받고 있고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성 논리도 무너졌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의 중단 및 폐쇄로 인해 부족해지는 전력 공급은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 

   • 석탄은 신기후체제의 도래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더욱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자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나 

LNG를 통한 발전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추가 증설 없이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안에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LNG 발전이다. LNG는 원자력의 대안이 

되는 동시에 피크타임에 대한 대안 또한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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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LNG가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문제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비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간접비용까지 발전단가에 

포함할 경우 원자력이 LNG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LNG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사실이다. 

• LNG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관련 세제의 개편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세제 현황을 보면 LNG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여야 할 

석탄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관세나 개별소비세 없이 지역자원시설세만 부과

되어 있는 원자력과 달리, LNG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LNG의 발전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또 값싼 전기요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LNG 발전은 비싸니까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금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석탄과  

원자력이 아닌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취한다면, LNG에 대한 세금을 

줄여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LNG 발전의 경제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세제 개편을 통해 LNG 

발전의 비중을 세계 전력믹스 전망과 같이 2030년 기준으로 25%까지 늘려야 한다. 

LNG 발전소의 경우 현재도 30% 수준의 가동율이기 때문에 추가 증설 없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1%까지 늘리고, 

발전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 전력믹스 

전망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2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독일은 현재 발전량 중 4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고, 2050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프랑스 또한 현재 발전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도 2035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20% 이상을 목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특히 태양광 산업 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지형적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제한적이다. 풍력발전은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국토와 많은 바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형적, 지역적 제한이  

크다. 또한 도시에는 건설할 수 없고 산에 짓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달리, 태양광발전의 경우 도시 지역, 가정, 건물 등 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고, 필요와 조건에 따른 탄력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비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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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사업과의 결합 등에 있어 장점도 있다. 더구나 기술개발, 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유효 

수요를 정부가 창출하고, 민간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전력 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력 판매 시장의 민간 개방 등도 검토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

장치(ESS)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가 개발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추가적인 발전소의 증설 없이도 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산업 수요를 적극 창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태양광 등 민간이 생산한 소규모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  

시장의 민간 개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이유로 민영화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미 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민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력 소비  

효율화를 위해, 송·배전은 한전이 독점하더라도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부분 개방하는 등 전력 산업의 부분적 민영화를 에너지 정책 전환의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전기요금 

책정에 대한 공공적 통제장치 마련, 한전 등에 대한 황금주 방식의 지배구조상의 

견제장치 마련 등을 통해서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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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017년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파리기후협약 이행방안 마련, 제3차 국가 

에너지기 본계획 수립준비 등 향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판가름 할 다양한 계획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각종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

-

-

-

파리기후협약이 지난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7년 5월 전까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발표를 계획했던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는커녕 대략의 내용만 

공개된 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했던 2012년에도 대통령선거와 전력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충돌하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2013년에야 확정 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 원전의 안정성과 국민 수용성,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다양한 쟁점과 갈등이 충돌하고, 대선과 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2012년과 같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민관거버넌스 재정립을 통한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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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구축·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의 소통과 토론을 통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관거버넌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정책현장 

에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기간 동안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 추천 공론화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여 반쪽짜리 공론화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나 밀실협의와 폐쇄적 논의구조는 계속해서 유지 

되었으며, 현재 수립중인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불통과 

거버넌스의 기능 부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전력산업과 전력다소비 경향의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석탄화력과 원전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훼손되었다. 또한 발전소 건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다.

현재 수립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이 같은 폐쇄적 논의 구조속에서 산업계의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부담을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

공급자 위주, 원인유발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공급위주 정책방향은 수요관리 

위주, 원인유발자에게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향후 수립되는 

정책과 계획에 이 같은 원칙이 천명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력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의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과 다양한 문제점은 정책방향이 변화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화 경향을 보인 민관거버넌스의 정책적 기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소멸수준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력과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복잡다단한 정책적 요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민관거버넌스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75

토론문

-

-

-

-

-

-

현재 운용중인 CBP시장(변동비반영시장, 전력도매시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 

에서 과도 기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 불완전한 제도이다. 당초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매시장과 판매시장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단된채 

기형적인 구조로 15년을 이어오고 있다.

전력도매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은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원믹스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급전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발전원을 가격을 토대로 통제하기 때문에 전력수급상황에 여유가 있는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LNG나 신재생에너지발전은 가격경쟁력 부재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원전과 석탄화력은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도매시장의 전력거래가격이 실제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매구입비용을 토대로 산정되는 전기요금의 총괄원가와 이를 토대로 

책정되는 소매판매 전기요금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한다면 전력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구조적 문제점의 일부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표적인 망산업으로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수반될 

개연성이 높은 전기판매시장이 자칫 일부 대기업에게 독점 혹은 과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도매시장의 경쟁과 소매시장의 독점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가져오고 있는 문제점,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변화와 적정수준의 수요예측 등 정책환경의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낼 정도의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력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멈춰진 전력산업구 조개편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향후 시장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산업의 다양한 문제들은 비정상적인 전력산업 구조에 기인한다. 전력산업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멈춰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면밀하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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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새벽 후쿠시마 인근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대 3미터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5년 만에 다시 한 번 자연 

재해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의 원전은 2010년 이후 시험성적서 조작사건, 관리구역 무단 출입. 원전 해킹 

위협, 원전 내부망 ID 공유사건 등 운영과정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우려가 높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그 동안 원전 인근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추정 

했던 규모를 넘어섰고, 그 동안 원전업계에서 활성단층을 축소하여 지진의 영향과 

지진 규모예 측을 축소하여 왔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관거버넌스의 기능을 복구하고, 전력과 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의 

전문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전기화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이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오히려 전기화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과 적정수준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전력정책방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전력·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역할이 재정립 될 수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 된다.

복구는커녕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주지진 등으로 

인해 핵관련 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리 5,6 

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

결론과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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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LNG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은 즉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정수준의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전력정책이 수립된다면, 신규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전력수요,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끝난 이후에 건설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확보, 지진에 

대한 대비 및 활성단층, 활동성단층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까지 함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건설계획을 연기해야 한다.

전력판매시장개방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향

후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목표나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 추진 방법과 방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요식행위 수준에 지나지 않았음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재논의 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완전한 판매시장 개방에서부터 국가

독점체계로의 회귀 까지 제한 없는 논의의 범위와 정부, 전력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력

산업 구조개편은 또 다시 표류 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은 정치적 혼란이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

로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온실가스 로드맵 등 주요한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된 소통과 

토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2017년이 가진 

정치적 의미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과 확정 과정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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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11월 4일, 196개국이 참가한 신기후협정‘파리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이제 

석탄발전 축소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고,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OECD국가중 1위, 

총 배출량이 세계 8위인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9월, 경주 인근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문제, 노후 원전 해체 문제, (현재 

계획된)원 전의 추가 건설 여부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 중단 및 아직 착공하지 않은 8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을 담보로 단지‘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제성의 논리, 즉 개발도상국 

시절의 인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후손에게 죄를 짓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새로운‘에너지 믹스(MIX)’가 

필요 하다.

Ⅱ. 지속적이고, 안전한 전력 환경 조성을 위한 10대 전력 정책 방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상훈 소장님의‘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믹스 분석’과 김기식 

소장님의‘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소위‘지속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를 위한‘10대 전력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속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0482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투명한 전기요금 원가 공개

2.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3.  수명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 전면 재검토)

4.  수명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 중단, 미착공 8기에 대한 건설의 적정성 여부 철저 검증

5. 철저한 수요관리·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발전설비 유지

6. 안전성·환경 문제 고려한 전력구매 원칙 법제화

7.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

8.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강화, 분산형전원의 확대

9. 저소득층 위한 에너지 복지제도 확대

10. 전기 민주화(전기위원회의 독립)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투명한 전기요금 원가 공개

 “문제는 전기요금 원가 정보 공개야!”

  정부는 현행 6단계, 11.7배에 달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인하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일정부분 부응했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산업용 전기는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고, 원가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 내놓지 못했다.

  전기요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각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그 원가가 얼마인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자신들이 산정한 원가를 그냥 믿으라고만 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한 투명한 원가 공개 없이는 그 어떤 전기요금 체계도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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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최근, 우리나라 전력소비량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OECD 전체회원국의 전력생산량은 최근 14년간 41.5%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무려 10배 넘는 410.5%가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때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정용 

전기의 원가는 144.3원에 판매단가는 125.1원으로 원가회수율은 86.7%이며, 산업용 전기 

원가는 104.8원에 판매단가 106.8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9원이라고 밝혔다.(추정치)

  즉,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의 원가 차이가 40원 정도 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에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가 용도에 따라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송전비용 때문에 주택용/산업용 전기의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발전소 인근에 있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대도시 가정보다 전기요금이 싸게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원가산정의 불합리함과 부정확성 때문에 국민은 정부의 전기요금 산정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이 원가 이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밝혀야 하며,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투명한 원가 정보 공개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2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 공공·산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소비량은 8위 

이다. 이는 전체 전력소비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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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5% 가량은 대기업이 사용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전기요금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대 대기업에게 총 3조 5천억원 가량 원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기업은 연간 1조 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전력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1∼2015) 일반 가정이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 보다 26,877GWh를 덜 쓰고도 무려 9조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가정용 전기는 

총 324,895GWh를 사용하고 40조 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지만,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 86억만 납부해, 오히려 

26,877GWh를 덜쓰고도 전력 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했지만,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 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 가량을 

적게 냈다.

[참고] 전력사용량 상위 20위 기업 명단(2012년 기준) :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한주, OCI, LG화학, SK에너지, 고려아연, 

GS칼텍스, 동국제강, 철도공사, 효성, S-Oil, 씨텍, 동부제철, 현대자동차,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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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절전 강요가 아니라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현)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

3. 수명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 전면재검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화력은 39.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59% 가량이 석탄화력에서 발생한다(그린피스).

  또한, 정부는 지난해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석탄화력이 LNG발전의 

2.5배이다(한전경제연구원).

  석탄화력 감축없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53기가 운영 중이고, 정부는 향후 20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계수(한전경제경영연구원 발표)

무연탄 화력발전(0.9143tCO2e/㎿h), 유연탄 화력발전(0.8230tCO2e/㎿h),

중유 화력발전(0.7018tCO2e/㎿h), LNG 발전(03625tCO2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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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그리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재검토하고 

건설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4. 수명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 중단, 

    미착공 8기에 대한 건설의 적정성 여부 철저 검증

  원전은 주지하다시피 안전성과 방폐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력원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 어렵다.

  2011년, 당대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8,000여명의 사망자와 17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원전은 누구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 정부는 

노후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원전폐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은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12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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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ㅇ 건설중인 원전 현황

ㅇ 건설계획에 반영된 원전 현황(미착공)

  또한, 과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에 이어 최근 정부는 

고준위방폐장 선정절차에 돌입하였다(7.25. 정부,‘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이 과정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때보다 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

  방폐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최종적으로는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을 중단하도록 해야하며, 향후 신설할 계획인 12기의 건설

전면 재검토는 물론, 아직 착공하지 않은 8기에 대해서는 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는 원전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성을 들고 있으나, 김기식 소장님은 정부 

보조금과 사고위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경우 원전의 실제 단가는 kWh 당 110.3 

~371.6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소장님의 추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 단가를 중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의 1/2 수준으로,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하고 있다. (신규원전 발전비용 전망결과 표 참조)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단가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토론에서는 원전 발전 단가 확정 기능을 포함하는 전력별 단가 검증위원회 

독립기구로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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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발전비용 전망결과(단위 : USD/MWh)>

출처 : [OECD/NEA] Projected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ng 2015, 한전 제출자료 재인용

5. 철저한 수요관리·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발전설비 유지

  전력은 수요에 맞춰 공급설비가 결정된다.

  전력정책은 전력과소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요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소극적 절전캠페인 외에는 전력수요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민간에서 다양한 

수요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장 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사실상 수요관리를 포기하고, 전력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수립 

당시부터 있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기획에서 정부가 예측한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1%였지만, 실제 

전력소비증가율은 2013년 1.3%, 2014년 0.6%, 2015년 1.3%에 불과했다.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89

토론문

6. 안전성·환경 문제 고려한 전력구매 원칙 법제화

  현재 많은 발전기 중에 어떤 발전기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지 여부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결정하고 있고, 전력거래소는 원칙적으로 경제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에, 원전은 안전성 문제가,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전력구매시장은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이 기저발전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원별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전기사업법 개정) 1)

1)  물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강한 대신 연료비가 비싼 연료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전력생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음(정부의 역할 중요)

  전력수요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성장률은 2015년 실제 성장률 2.6%에도 

불구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3.5%로 반영하는 등 예측 경제성장률과 실제 경제 

성장률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설비예비율 22%의 적정성과 부정확성도 논란거리이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효율적 전력사용을 위해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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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

  실제로,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주변 지역의 활동성 단층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 

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 정부가 2016년 6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한가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원자력발전의 경우 순수한 

발전비용 외에도 주변지역 지원비용, 원전 해체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며 석탄화력발전 

역시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들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연료비에 비해 실제 다른 연료들과의 경제성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원전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신재생에너지는 수용성은 높으나 발전원가 및 제한적 

입지로 당장 확대가 어려운 만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LNG 복합 발전이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가스 발전의 연료단가가 타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균 

건설공기가 비교적 짧고, 순건설비용이 타 발전소에 비해 싸기 때문에 긴급수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경 부담이 적어 수요지 인근에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 수요밀집지역의 전력난 해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2011년 9월 순환정전 이후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한 민간 LNG 복합발전소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발전용량은 2011년 말 기준 19.8GW에서 2016년 29GW로 약 

46% 증설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세는 예상보다 낮았고 국제유가는 

하락하였으며,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 위주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LNG 발전소 이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다수 사업자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민간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CP(Capacity Payment, 용량요금) 

현실화가 중요하다. 현재 CP는 2001년 산정된 kWh 당 7.46원이 15년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에 빠진 민간 LNG발전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5년

간 고정되었던 용량요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현실성 있게 용량요금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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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강화, 분산형전원의 확대

  또한, 단순히 연료단가의 경제성 문제로 LNG발전을 기피해서는 안 되며, 발전원별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국가 중 꼴찌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더욱 열악한 독일은 2015년 현재 전체 전력소비량의 32.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독일 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FIT를 대체하여 2012년 도입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제도는 의무비율을 

조정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한, 밀양 송전탑 문제를 비롯하여 송전시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형 기저발전(석탄화력,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전력공급지와 생산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원전은 급수문제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 

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송전시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전국적으로 370 

여건에 달한다.

<연도별 RPS의무공급량비율(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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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건설 관련 민원 현황(16.07.26현재)>

  송전시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인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전기사업법 개정 추진)하고, FIT제도를 

재도입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며(7.18,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민의당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RPS 의무비율을 확대(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

  한편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발전 단가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지적했던 원자력 발전 단가의 축소와는 반대로 태양광 발전 단가를 외국기관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8월 제출한 자료에서 2016년 1kWh당 태양광 발전단가를 187.06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발전 단가를 kWh당 139.64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비해, 국제재생가능 

에너지협회(IRENA)는 2015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용을 13센트(약 159원)로 잡고 2025년 

까지는 59% 가량 하락(약 65.19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의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보다 다소 낮고, 하락률 또한 급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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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태양광 발전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태양광패널 생산비용은 태양광 인프

라가 2배 늘어날 때마다 22%씩 감소하고, 한국에서 전력수요를 100% 태양광발전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땅은 전체 국토의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세계적 에너지 전문가 

토니세바(Tony Seba)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원가 전망(단위 : 원/kWh)>

9. 저소득층 위한 에너지 복지제도 확대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에너지믹스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제도 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동계 피크 시 난방수요 비중은 2006년 19.8%에서 

2009년 24.1%, 2012년 24.7%, 2013년 22.0%로 증가추세이다. 특히 소득이 가장 높은 10 

분위의 가구는 겨울철 난방 전력소비보다 여름철 난방소비가 더 많으며, 나머지 소득분위 

가구는 동절기 전력소비가 가장 많다. 다만, 9월의 평균 전력소비량(실제 8월 소비량)과 

2월의 평균 소비량(실제 1월 소비량)의 차이를 소득분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러한 차이가 감소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난방보다는 냉방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반대의 경우 냉방수요가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냉난방은 생존과 직결된 환경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냉난방에 있어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누진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지만, 누진단계 및 누진배율 변화에 따른 소득분위별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1~2단계 손을 대지 않은 것)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에너지빈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0494

10. 전기 민주화(전기위원회의 독립)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 책정 과정에 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없다면 원가 회수율의 적절성과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이득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전기이용약관의 심의를 담당하고,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전력산업의 규제기관이다.

  그러나 전기위원회는 현재 산업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전기위원회의 유일한 상임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보다는 산업부 

정책을 대리함으로써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부 조직 

운영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전력산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전기위원회를 산업부로 

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전기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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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에 대한 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변경·폐지의 

권한은 한국전력거래소에게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의 이사는 산업부 장관 등이 임명함 

으로써 전력시장 운영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FERC(연방에너지위원회)를 참고하여 독립적 에너지 규제 기구를 만들고, 

2010년 기획재정부가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 에너지 요금 

책정을 위해‘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민 참여 속에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참고 : 미국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역사 : 1977년 10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함께 설립

○ 역할 : 천연가스의 수송 및 판매 가격 책정, 송유관을 통한 석유수송 가격책정, 송유관의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 한편, 수력발전 프로젝트 인가심사, 액화천연가스 보급소 

           및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계획안 심의 업무 수행

○ 구성 :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5년). 

           9개 부서로 총 1,540명이 근무

○ 위상

  - 지출 및 수입에 있어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입은 피규제자인 여러 공익사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규제 부과료 및 연회비임.

  - 에너지부(DOE)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전력, 

     수력, 천연가스와 원유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짐

  - 행정기관이지만 계층적・후견적 감독기관이 없음

  - 일반 정부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청 성격

Ⅲ. 나가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민심이‘폭발’했다. 올해는 여름 한철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혹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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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세계 109위, 총인구수는 29위인데 에너지 설비 및 사용량은 

10위권에 속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또한, 핵발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몹시 낮은‘에너지원 양극화’가 극심하다.

  이러한 양극화 현실 속에, 유례없는 강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그리고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만을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은 이제 한 물 갔다. 경제성은 물론이고, 환경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안전을 생각한‘지속적’이고,‘안전한’ 에너지믹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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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에 처한 전력정책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중심 정책

○

○

’14년 이전 : 수요관리 실패 → 비정상적인 수요 급증 → 공급 불안정 의 악순환

’14년 이후 : 원전/석탄발전소 다수 건설 → 잉여설비 →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1)

<최근 5년 최대 전력실적 및 예비율(자료 : 전력거래소, 단위 : 만kW, %)>

2016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최대수요 공급예비율은 8.5%로 ’13년 이전 수준을 상회

예비력 과다 지속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초과예비력 10% : 약 30조원 손실)

- 전력수요 과다 예측 가능성 현실화(1.2% vs. 2.2%)

최근 3년간 전력수요 증가율 연평균 1.2%(‘13 : 1.8%,‘14 : 0.6%,‘15 : 1.3%)

7차 계획은 최대전력 15년간(‘15년~’29년) 연평균 2.2% 증가 전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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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증가율 추이(’05~’15)>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2)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및 송전 밀집도 : 지역편중에 따른 갈등 심화 

송전망 포화에 따른 계통 제약 : 계통 사고 위험성 상존

○

○

-

-

우리나라의 발전 및 송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 미국 텍사스주 전기위원회 

(ERCOT) 기준을 1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밀집도는 발전부문 4.92, 송전부문 

2.51(일본은 발전부문 3.36, 송전부문 2.15)

발전 설비용량의 약 47%(3,962만kW)가 서해안중부(당진, 태안, 보령), 인천, 울진· 

강원, 고리 등 4개 대규모 발전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7차 전기본에 따르면 ’29년 

4대 발전단지의 발전용량은 현재 설비의 약 1.8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그림 1] 대규모 발전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출처 : 조영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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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일상화’ → 국민 불안감 증대3)

석탄 : 전환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 주도 +‘미세먼지 공습’ 

원전 :‘다수호기’문제 + 방폐장·원전 밀집지역 규모 5.8 수준 강진

발전원별 가격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 반영      

(탄소세, 핵연료세, 송전비 용, 사고피해비용 현실화 등)

'경제성’ 중심의 전원 평가 →‘환경성’및‘수용성’고려 제도화    

(경제 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

'개방형 복수 시나리오’검토        

(전망 기관 및 모델 다변화, 고수요/기준 수요/저수요 시나리오)

○

○

○

○

○

2. 전력정책의 개선 방안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전원 평가방식 개선

‘비후회성’(no-regret)의 합리적인 수요 전망

1)

2)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04102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최대피크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등

발전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을 강화 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발전소는 폐쇄 또는 연료 교체 의무화

탈원전 중장기 로드맵 작성

가스 및 열병합, FIT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

○

○

○

수요관리를 통한‘효율 혁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

발전소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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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 환경 정책을 내세워왔음.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화석 에너지업계의 강력한 지원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이들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미국 에너지정책의 기조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에너지 산업과 

환경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에너지 산업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

1. 에너지 정책 기조 : 오바마 vs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

트럼프 당선자 에너지 공약

○

○

-

-

-

-

-

-

에너지 수급 자립과 효율성 : 석유, 천연가스, 석탄

규제 완화, 키스톤 파이프라인・해양시추・수압 파쇄 찬성 

연방정부 소유지에서의 화석 에너지 생산

기술 혁신 지원

탄소세 반대

2015 파리협정 재협상

분야 세부사항

에너지 안보
- 에너지원 다양화 및 자립도 향상 : 기술혁신 지원 
- 공급 : 에너지 시장 체제 확대 및 유지
- 수요 : 효율성 강화

청정에너지
- 경기부양정책 -> 환경 정책
-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800억) 
- 목표 2035년까지 국가 전력 공급의 80% 충당

기후 변화 대응 - Clean Power Plan(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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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에너지 공약과 평가

  트럼프 당선자의 에너지 공약은 개괄적인 수준이지만,‘화석연료 규제 완화 및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 위축’으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오바마의‘석탄과의 전쟁’(war on coal) 정책을 폐지하며,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 철폐를 약속함.

○  오바마의‘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에 대한 계획 철폐. 

○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역대 정부에 비하여 미미한 편임.

○ 이란과의 핵 문제 등에 대하여 재협상

○  향후 석유 가스 관련 미국 석유 협회(API) 등과 더욱 가깝게 지내며,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나 환경 단체 등과는 거리를 둘 전망임.

  파리 협정 계약에서의 탈퇴 가능성이 높아짐. 지금까지 공화당은 화석 연료 활성화를 

주장하며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며, 파리 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피력. 또 화석 연료 규제하는 것이 관련 고용에 저해 된다고 지적함.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인‘청정전력계획’(CPP - Clean Power Plan)과 재생에너지 지원을 완전히 철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함. 특히 CPP의 경우 27개 주와 여러 개의 기업에서 소송을 거는 

가운데서도 승소하였으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것이 바뀔 전망임. 트럼프 당선시 최악의 

경우 파리 협약 대상국에서 탈퇴하며, 적어도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후퇴할 가능성이 큼. 

(에너지경제연구원)

 트럼프는 파리 협약이 해외 관료들로 하여금 미국 내 자원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함. 그러나 파리 협약은 사실상 의무나 강제 규제가 아닌 190개의 정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원적으로 합의한 조항이며, 타 정부 관료들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1)

  현재 전세계 탄소 배출의 70%를 배출하는 국가 103개국이 합의를 이룬 관계로 규정상 

협회 탈퇴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약속한대로 탄소 배출을 2025년까지 

28% 감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법적인 제재는 없음.

파리 협약의 탈퇴가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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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트럼프 시대의 미국 의회는 매우 보수 성향의 상의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환경 

공공정책 위원회의 장은 Jim Inhofe로‘the great hoax’(거대한 거짓말 - 기후변화를 거대한 

조작으로 강조)라는 책의 저서이기도 함. 향후 EPA(환경 보호 위원회)도 보다 친기업적인 

인물이 대표로 교 체될 전망임.

  트럼프는 지난 규제를 철폐하고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할 계획 임. 캐나다와의 

원유 파이프라인 공사 계획(Keystone XL Pipeline) 2)을 재개할 것으로 협약함. 또 미국 남

동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며(OCS- Southeastern Outer Continental Shelf), 알래스카 및 

다른 지역의 석유 개발을 허용할 전망임.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미의회와 해당 주의 대표들은 

모두 그의 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개발에 대한 허가 및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임.

  현재 미국 내에 전통적 방식으로 개발 가능한 약 1000억배럴의 오일이 육지 또는 인근 

해상에 위치함에 따라 향후 오일 생산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 할 전망이며, 미국 내 원유 

가격은 $20까지 하락할 전망임. 이는 곧 자국 내 원유 생산량 증대로 OPEC으로부터의 수

입을 줄이며, 이는 향후 국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함.

  한편 트럼프는 미국의‘에너지 독립’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이는 미국이 과거 OPEC을 

비롯한 석유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원유 수입을 줄이는 것을 말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너지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며, 현재 최선은 국내이든 해외이든 가장 

저렴한 연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함. 미국 내 오일, 가스 붐으로 가격이 인하

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얻게 되었지만, 에너지 독립 자체를 이루자는 것은 에너지 

정책상 우선순위가 아님.

  오바마는 EPA를 비롯한 여러 환경 단체을 통하여 석탄 산업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여, 화력 

발전소의 20% 가량이 문을 닫음. 트럼프가 대선 당시 오바마의‘WAR ON COAL’(석탄 

전쟁)을 폐지하겠다는 프랜차이즈로 내걸며 EPA 규제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된 석탄 주들을 

공략함. 이러한 주에는 Kentucky, West Virginia, Wyoming 지역 등이 포함됨. Key 

Swing states’로 불리는 오하이오 및 펜실베니아주에서의 승리도주 내에서의 석탄 지역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은 것을 분석됨.

원유 생산량 증대

석탄 생산의 증대

2)

3)

1)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의 55%를 책임지는 55개 국가들이 합의할 경우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며, 이를 탈퇴하기를 원할 경우 4년을 기다려야함. 2017년 

1월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율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기타 국가들은 그전에 합의하기 위하여서두르고 있음.

2)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미국 걸프만 정제시설까지 공급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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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문가들은 석탄의 수요 감소가 단순히 오바마 정부 정책의 영향 뿐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의해 미국 셰일 가스 붐이 전력 회사로 하여금 석탄 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스를 구입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함. 결국 석탄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가스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함.

  자국 내 정치의 경우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기 보다 의회와의 토론 과정을 통하여 이행

해야하는 관계로 설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함.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대로 기존 전통 

에너지를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자금력이 풍부한 환경 단체들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큼. 

오바마 정부의 경우 다양한 해석으로 설득함으로 현재 에너지 규제를 완성할 수 있었음. 또 

대부분의 에너지 생산 규제 등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접근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음.

  트럼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이러한 적지 않은 난관들이 있지만 상하원을 장악한 

집권당의 파워와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를 바라는 강경 보수 주의자들의 득세에 힘입어 

트럼프의 에너지 실험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 공약 이행가능성에 대한 평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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