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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응과제
들어가며
주가가 폭락하거나
업계순위가 급변하는
등 오일산업 뿐 아니라
전력산업까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에너지산업이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엑슨모빌(Exxon
Mobil)이나 쉘(Royal Dutch Shell) 등을 비롯한 메이저 석유회사나 글로벌
Top 광산회사의 주가는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전력회사의 주가순위도
급변했다. 전력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엔지(Engie)나 이온(E.ON)의 주가는 급락한 반면, 신재생을 주력으로 하는
에넬(Enel)이나 이베르드롤라(Iberdrola)의 주가는 상승했다.
현재 한국전력은 전통적인 화력이나 원자력의 효율적 운영에 기초하여 글로벌
Top을 유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물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전력회사의 순위 변동

(Source: 한국전력공사)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대부분 전력산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원가중심에서 환경중심 전력거래 운영(가스발전
가동률 60%유지)
2. 원전제로: 신규 원전 건설백지화(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월성 1호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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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은
산업혁멱의
원동력이다. 신에너지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동력이다.

3. 신 재 생 에 너 지 확 대 : 기 존 11.7% 에 서 20% 로 재 생 에 너 지 투 자
확대(2030년까지), 발전사업자 신재생 의무공급량 비율 확대, 신재생
발전차액지원제도 한시 지원
4.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 원전, 석탄발전용 연료 세금인상과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인하, 원전사고 위험비용을 원전 원가에 반영
5. 에너지소비 산업구조 개편: 산업용전기요금 재편, 단, 중소기업은 정책적 지원
6.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와 소규모 발전소
통합관리 및 스마트그리드 확대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1) 발전부분의 에너지전환과 (2)
전력소비부분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생산성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3) 신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조

(Source: 딜로이트 안진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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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주요국의 에너지믹스와 시사점
신에너지 생태계와 관련하여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자. OECD주요국과 한국의
에너지믹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재생에너지 부문이다.
그림 3. OECD 주요국의 에너지 믹스

(Source: IEA Energy Statistics, 2014 Power Mix)

OECD에너지믹스와

한국의 에너지믹스의
가장 큰 차이는
원전이나 석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비율 2.7%는 독일의 28.2%에 비해 25%p 이상 낮으며,
심지어 재생에너지비율이 가장 낮은 일본의 14.9%와 비교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은
각국의 에너지자립이나 에너지안보와 연관이 깊다. 프랑스는 77%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신재생을 표방하는 독일조차 45%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다. 즉,
신에너지 생태계와 관련한 우리의 이슈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이라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2016년 미국 태양광 옥션(Auction) 낙찰가는 세액효과를 제외하고도 $38.1로
화석연료보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가격/에너지자립/분권화/전력화)에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는 없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재생에너지는
국가별/지역별로 경쟁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태양이나 바람 자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인허가, 마케팅비용이나 금융조달비용 등
소프트비용(soft cost)이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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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전원별 비용전망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Outlook 2015, 단 태양광은 IRENA Renewable Energy
Auctions 2016년 실적)
(Note: 2014년 한국 전력거래소 SMP $92.5/MWh)

결언
우리가 신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생에너지가
환경적으로나 재무적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의 경쟁국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원가로 발전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해결방안은 신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인허가비용,
마케팅비용, 자금조달비용 등의 소프트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변동이 심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부응할 발전 및 송배전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요금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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