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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소를 전력시장 운영에 어떻게 반

영할 지에 대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이라는 제목의 수시과제에 이은  후속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특

히, 지난 2017년 3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던, 소위 ‘환

경급전’1) 이슈를 실제 전력시장 제도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지난 3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은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선 제2기에 돌입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력시장 운영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지의 문

제가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전원별 LCOE의 추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듯이, 여러 형태의 외부비용을 전력도매시장 가격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수준으로 내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제약발전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

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본 연구는 ‘환경급전’ 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긴급히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수시과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미세먼지 관

련된 입법 현황 및 미세먼지 제약발전을 시행할 경우의 전력시장에 

1) 전력의 급전순위 결정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및 안
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
은 김남일(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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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과 관련된 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및 정책제언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환경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전부 개정하여 ‘청정대기보전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송옥주 의원, 17.9.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성일종

의원(17.8.16), 송옥주 의원(17.9.28)).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엄

격한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대표

적인 사례는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

례’(17.6월)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환경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개정될 전기사

업법 시행규칙의 ‘환경급전’ 관련 조항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시장운영규칙을 

어떻게 보완해 나아가야 할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M-Core 모형을 활용한 환경급전 시

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한 결과로부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전력시

장 거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제3장의 시나리오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기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고 2016

년 2~5월 중 각 월별로 미세먼지(PM2.5) 총량의 BAU대비 30% 감축

하는 시나리오 1(서해안 총량제약)의 분석결과, 기력의 이용률은 

7.2~8.5%p 하락하며, 집단에너지 설비이용률은 3.6~7.0%p 상승,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은 6.5~16.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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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2~5월 중 도매시장가격(SMP)은 2.3~4.3원/kWh 높아지

는 결과를 얻었다. 서해안의 4개 발전소의 2~5월 발전량은 총 

7,302,846MWh(월별 16.2~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M2.5 

배출량은 1,306톤(29.9%) 감소하였다. PM2.5의 각 발전소별 감소율은 

발전량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당진 0.6%, 태안 35.0%, 보령 54.6%, 

영흥 0.1% 감소하였다. 

각 발전단지별로 별도의 미세먼지 총량제약(30%)을 부여한 시나리

오 2(발전단지별 제약) 하에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다. 2016년 2~5월 중 발전원별 이용률은 기력은 9.2~11.0%p 하락하

며, 집단에너지 설비이용률은 4.1~8.5%p 상승, LNG복합발전기의 이

용률은 8.3~19.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월 중 도매시

장가격(SMP)는 2.2~4.8원/kWh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4개 발전단

지의 2016년 2~5월 발전량은 총 9,238,773MWh(월별 20% 내외)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M2.5 배출량은 총 1,309톤(30.0%) 감소하

였다. PM2.5의 각 발전단지별 감소율은 당진 29.9%, 태안 29.9%, 보

령 29.9%, 영흥 30.2% 등이다.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에서는 

PM2.5의 감소률이 30%내외 수준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시

나리오 2의 특징은 발전단지별 미세먼지 총량제약이 주어진 상태에서 

발전단지에 대해 운영의 자율권을 허락함으로써, 주어진 미세먼지 제

약 하의 경제적 운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각 발전단지들은 발전

기별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계수 순위가 높

은 발전기의 이용률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준다. 

시나리오 3(CO2와 미세먼지 동시제약)은 CO2제약과 미세먼지에 대

한 순시적 제약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이다. 즉, 2월에 대해 CO2 배

출 30% 제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특정일인 2016년 2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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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에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충남 지역 석탄발전기 전체(24기, 서해

안 석탄발전기 중 영흥 제외)에 대해, 미세먼지 40% 감소 명령이 내

려졌다고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충남 지역 

석탄발전기들이 각각 40%의 발전량 감소를 시행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는 2월에 대해 이미 30%의 CO2 배출 제약이 있는 상황 하에

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제약으로 인해 2월 16일 당일에, 충남 발전기 

전체적으로 108,811MWh의 발전량 감소(42% 감소율), 78.16톤의 

CO2 감소량(42%감소율)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2월 한

달을 전체적으로 보면, CO2 제약만이 있을 때와 (CO2+미세먼지) 제약

이 추가될 때의 발전량과 CO2 배출량의 충남 합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이 결과는 CO2 제약에 더해서, 미세먼지 제약이 추가로 

도입될 때, CO2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나리오 분석해 본 

하나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시나리오 4(배출권 거래가격 변화)는 2017년 1월 시점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무제약)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2만

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등으로 인상될 때의 급전순위의 변동

을 분석하였다. 모형 시물레이션 결과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배출권 거래가격 2만원 수준에서 광양복합CC #1,2의 급전순위가 

석탄보다 상위에 올라가게 된다. 6만원 수준이 되면 세종열병합, 동두

천복합CC #1 등 석탄발전기와 경합하는 복합발전기가 일부 존재하게 

된다. 7만원 수준에서는 상당수의 복합발전기가 석탄보다 급전순위에

서 앞서게 되며, 8만원 수준에 이르면, 상위 20개 중 거의 대부분 복

합발전기의 급전순위가 석탄을 앞서게 된다. 이처럼 급전순위의 변화

는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당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게 된다.   

제4장의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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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

한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해 보았다. ① 현행 CBP 제도 속에서 보

다 시장화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②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 일정한 합리적 예상을 전제한다는 것. ③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급전기준 - 환경성, 경제성, 계통안정성- 중에

서 계통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1원칙이라는 점. ④ 주어진 환경

제약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발전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하

며, 발전회사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점. ⑤ 시장참여자(발전사, 한전 

등) 및 운영자(거래소)간의 책임소재 및 권한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

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단기적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①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약, ② 배출권 거래제 비용반영 방식, ③ 환경 

외부비용 반영, ④ 발전단지 자율권 부여, ⑤ 여타 주요 제도개선 사

항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약에 대해서 발령기

준, 감축대상, 감축량 등의 쟁점을 예시해 보았다.2) 특히 하루전 입찰

과 하루전 예보의 시간흐름의 조율문제와 감축량 적용시 발전단지의 

자율권 부여를 강조하였다. 둘째, 배출권 거래제 비용반영 방식에 대

해서는 과거 실적을 현재비용으로 반영하는 시차문제와 비용평가의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해결책으로서 현재의 정산방식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예시해 보았다. 셋째, 환경 외부비용 반영 수준은 향

후 개편될 에너지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실제 지불되는 CO2 외부비

용과 실제 지출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을 구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처리하는 몇 가지 

2) 현재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는 2018년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석탄 제약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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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특징과 단점을 정리해 보았다. 넷째, 발전단지 자율권 부여에 대

해서는, 동일한 환경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효율적인 운영을 발전

사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조항이 필요하며,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조항도 개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여타 주

요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책임과 권한 문제, CP 및 

CON/COFF에 관한 이슈를 언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향후 개정되어야 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전

력시장 제도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만일 「청정대기보전법

(안)」상에 석탄발전소 조업단축 규정이 명문화된다고 가정할 때, 전

력수급 상황 및 동일한 환경목적 달성을 전제한 경제성의 고려를 위

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세분화하여 

본다면, 「청정법(안)」의 시행규칙은 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상황의 구

체적 조건에 따른 100% 조업중단 혹은 40% 가동단축 등의 세부규정

이 필요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전기사업법」의 시행규칙은 「청

정법(안)」에 의해 목표치가 주어지면, 각 발전단지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그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혹은 「청정법(안)」)에 의

한 각 개별 발전기별 농도규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발전

단지) 단위의 총량규제(「특별법(안)」)를 넘어서지 않는 옵션에 대해

서는 발전단지 단위의 자율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전

기사업법」의 시행규칙이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세먼지의 지역성(local)을 고려하여, CO2 배출과 달리 

발전회사 단위가 아니라 발전단지 단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약  vii

예를 들어, 남동발전회사에 소속된 영흥화력과 삼천포화력은 CO2 규

제에서는 동일 범주에 둘 수 있지만, 미세먼지 규제에서는 지역이 다

른 범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다시 말해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총량제약은 「특별법(안)」에 의해 사업장 단위

(연간)로 주어지고, 석탄 조업중단 혹은 감발 등의 발동기준은 「청정

법(안)」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면, 또한, 「전기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의해 발전단지별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전력시장운영규

칙은 크게 변화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즉, 석탄 가동단축 명령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집중될 수 있는 예방정비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율하고, 불시의 명령에 

의한 조업중단 및 가동단축시 정산문제(CP지급 및 CON/COFF 문제)

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세부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제언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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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Necessity and Purpose of Study

The present study is a follow up study on the previous project 

titled ‘Analysis on the effect of fine dust emission control measures 

in power generation on the power market’. It began particularly with 

the question on how to apply the so called ‘environmental power 

dispatch’3) that was the main content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revised in March 2017 to the actual power market structure.

The revision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of last March has 

provided the executives of the power market with numerous 

challenges. First is the question on how to accommodate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hich has entered its second phase, from 

the electricity market perspective. Second, just like how the LCOE 

estimation per power supply is being heavily discussed, so is how 

and at what level the various external costs will be internalized in 

the price formation of the electricity wholesale market. The third is 

subjects which need to be organized by legislation for enforcing fine 

dust restricted power generation. 

3) At the time the dispatch order of power is decided, the impacts on the 
environment (greenhouse gases, fine dust etc) as well as the economy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Please refer to Nam Yll Kim (2016) for the 
main content of this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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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project 

where the timely topic of ‘environmental power dispatch’ needs to 

be rapidly analyzed and a direction suggested and aimed to 

contemplate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regarding fine dust, and 

the impact enforcement of fine dust restricted power generation 

might have on the electricity market.

2. Summary and Policy Suggestions

As of late, there have been a high number of fine dust related 

environmental legislation activities. A bill to entirely revise the ‘Air 

Environment Act’ and rename it into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proposed)’ has been put in motion, and partial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is also 

in motion. Meanwhile, local ordinances containing stricter control on 

air pollutants have been passed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Ordinance on air pollutant emission standards’ (June, 2017). 

If the various environmental legislations pass, they need to be 

correspondingly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power dispatch’ 

related articles of the Electrical Business Act enforcement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market operation rules 

need to be supplemented when the above processes have been 

completed yet.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provide cautious 

advice on revisions of the Electrical Business Act enforcement and  

the electrical market rules, assuming the situational awaren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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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based on environmental power dispatch scenario analyses 

using the M-Core model. 

The summary of Chapter 3 scenario analyses is as follows. 

Analysis on scenario 1 which grouped together all the coal fired 

power (restricted total west-coast amount) generators and decreased 

monthly generation by 30% of the BAU of the fine dust between 

February and May 2016, showed steam-power utilization dropped 

between 7.2~8.5%p, while CHP utilization increased by 3.6~7.0%, 

and LNG utilization increased by 6.5~16.9%p. Moreover, SMP 

(wholesale market price) rose by 2.3~4.3 won/kWh between February 

and May 2016. The February-May electricity generation of 4 

generators in the west coast dropped by 7,302,846MWh in total 

(16.2~16.7% per month), while PM2.5 emission decreased by 1,306 

tons (29.9). The reduction rate of each power generator at or above 

PM 2.5 was highly similar in pattern to the rate of power generation, 

where Dangjin decreased by 0.6%, Taeahn decreased by 35.0%, 

Boryung decreased by 54.6%, and Yeongheung decreased by 0.1%.

The effects of scenario 2 (restrictions per generator complex), 

which assumes separate total fine dust restrictions (30%) to each 

power generator complex) are as follows. Between February and 

May 2016, utilization rates per generator source dropped by 

9.2~11.0%p for steam-power, increased by 4.1~8.5%p for CHP, and 

increased by 8.3~19.0%p for LNG power generation. SMP during 

the same period also increased by 2.2~4.8 won/kWh.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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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between February and May, 2016 for the 4 generator 

complexes were found to have decreased by 9,238,883MWh (within 

20% per month) total, while PM2.5 emission decreased by 1,309 

tons (30.0%). Reduction rates per generator farm of PM2.5 was 

29.9% for Dangjin, Taean, and Boryung, while it was 30.2% for 

Yeongheung. Unlike scenario 1, PM2.5 reduction rates were highly 

similar between the generator locations, around 30%, in Scenario 2. 

The key characteristic of scenario 2 is in enabling economic 

operation under the provided PM2.5 restrictions by allowing freedom 

of generation complex operation when the fine dust restriction per 

generator complex has been given. While it does require additional 

interpretation, each of the generator complex decreased utilization of 

generators which had relatively high PM2.5 emission coefficient. 

Scenario 3 (restrict both CO2 and fine dust) is where simultaneous 

restriction on both CO2 and fine dust are enforced. It assumed that 

an order to decrease fine dust by 40% on a particular date, such as 

February 16th, was issued to all the coal fired power generators in 

the Chungnam area(24units, excluding Yeongheung) when there 

already was a 30% CO2 emission restriction in February. It also 

assumed the coal fired power plants all reduced power generation by 

40%. As a result, due to additional fine dust restriction along with 

the 30% CO2 emission restriction, the overall power generation of 

Chungnam decreasedby 108,811MWh(42% decrease) with a CO2 

decrease of 78.16 tons(42% decrease). Examining the entir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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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shows, however, the sum total of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and CO2 emitted when only CO2 was restricted and when 

both CO2 and fine dust was restricted are quite similar.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one of the cases analyzed through scenario 

showing when fine dust restrictions are additionally introduced, 

overlapping restrictions on CO2 should be avoided. 

Scenario 3 (change in emissions trading price) is, as of Jan of 

2017, desinged to analyze changes in dispatch ordering resulted from 

varying expected prives such as 20, 50, 60, 70, and 80 thousand 

won compared to zero price as no constrained case. The outcomes 

are summurized as follows. At 20 thousand won of emissions trading 

price, Kwanyang CC #1, 2 are top-placed in dispatch order. At 60, 

Sejong CHP and Dongducheon CC#1 or so can advance above more 

of coal-fired units. At 70, considerable numbers of CCGT overtake 

coal-fired and further almost all CCGT’s precede at 80 with only a 

few coals left in the table. As the results show, meaningful change 

in dispatch order comes only when the price of the emission trading 

has risen to a considerable level.  

The summary of Chaper 4 regarding improved power market 

institutions is as follows. First, several core priciples were established 

to derive improved suggestion for current power maket institution on 

the short-term. ① making a suggestion enabling more market-friendly 

outcome, given ongoing CBP framework, ② assuming some 

reasonable conjecture as to whether to pass pending legislation,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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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system stability as the first priciple among all dispatch criteria 

–environmental, economic, and system stability, ④ giving automony 

to power generators as much as possilbe on the premise that they meet 

given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considering equity among power 

companies, ⑤ articulating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es between 

market participants (generators, KEPCO, etc) and operator (KPX).

Under these core principles, as a measure to improve the short-term 

power market system, ① the upper limit on bid for coal power 

generators, ② methods of reflecting the cost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③ reflection of external costs by the environment, ④ the 

autonomy of power complex and other majors were discussed.

 First, regarding the upper limit of the bidding by coal generators, 

some issues were addressed such as criteria, targets of reduction, and 

quantity of reduction. In particular, it was emphasized to coordinate time 

flows in day-ahead bids and fine-dust forecasts and to give the 

autonomy of generation complexes in applying the amount of reductions.  

   Second, concerning reflecting the costs of the emission trading, the 

question of time difference between past performance and current 

settlement and the accuracy of the cost assessment were pointed out. As 

a solution, this report presented several alternatives to the current 

settlement method.

Third, the level of environmental external cost reflection is related 

to the energy taxation syste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and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actual costs of CO2 and th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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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ir pollutant emissions that are not actually paid. In this study, 

several features and disadvantages of handling air pollutant emissions 

costs were identified. 

Fourth, about the autonomy of power parks, it was conclud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induce each generating complex to select efficient 

operation unit on its ow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imposed 

environmental goals would be achieved. To support the automon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or the Enforcement Rules clause is needed, and tha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Power Market Operating Rules should also 

be revised. Fifth, the other major issues were touched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KPX, CP payment and CON/COFF.

In Chaper 5, the policy implications about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Enforcement Decree) and electricity 

market rules which are to be revised are discussed. First, assuming 

the article on the reduction of operating hours for coal fired power 

plants will be stipulated i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Electricity Business Act’s enforcement regulation needs to specify 

the specific conditions for conside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given 

the presumption of achieving the same environmental target and 

power supply statu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lean Air 

Act (Proposed) will need specific regulations such as 100% stoppage 

or 40% reduction in operation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atmosphere.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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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 will need regulations which induces each power plant 

to try and achieve the goals set by the Clean Air Act (Propos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s of each power plant. For instance, 

an article which allows discretion in each powerplant for options 

which do not exceed the restriction on total quantity (「Special Act 

(Proposed)」), provided it satisfies the concentration restriction per 

individual power plant set by the 「Air Environment Act」 (or 

「Clean Air Conservation Act (Proposed)」) needs to be included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One 

thing to note here is, considering the locality of fine dust, it will 

need regulations per powerplant complex not per power company 

unlike CO2 emission. For instance, while the Yeongheung thermal 

powerplant and Samchunpo thermal powerplant of the Namdong 

Power Company can be kept within the same category for CO2 

restriction, in terms of fine dust the rational option is to categorize 

them separately. 

Assuming the legal arrangement mentioned above has been 

performed, such as restrictions on total fine dust emission of coal 

fired power generation issued per powerplant (annual) by the Special 

Act (proposed), conditions for coal powerplant operation stoppage or 

reduction is regulated by the Clean Air Act (proposed), and 

assuming each powerplant is decreed a degree of discretion by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he electricity 

market operation rules will likely not need sweeping changes. I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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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need to focus on the few issues which are derived by the 

changes, such as appropriate levels of incentives on preventive 

maintenance which can be concentrated in times when coal fired 

operations are most likely to be ordered decreased. An elaborately 

designed settlement of accounts during operation reductions or 

operation stoppages by unexpected orders (CP payment and 

CON/COFF issue) will also be needed. Further in-depth research and 

policy suggestions on the above shall be left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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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소를 전력시장 운영에 어떻게 반

영할 지에 대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이라는 제목의 수시과제에 이은  후속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특

히, 지난 2017년 3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던, 소위 ‘환

경급전’1) 이슈를 실제 전력시장 제도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지난 3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은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선 제2기에 돌입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력시장 운영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지의 문

제가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전원별 LCOE의 추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듯이, 여러 형태의 외부비용을 전력도매시장 가격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수준으로 내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제약발전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

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각각의 사안들이 모두 심도 있는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시장제도화

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로 보인다. 본 연구는 ‘환경급전’ 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긴급히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수시과

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입법 현황 및 미세먼지 제

약발전을 시행할 경우의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전력의 급전순위 결정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및 안
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
은 김남일(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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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환경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전부 개정하여 ‘청정대기보전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송옥주 의원, 17.9.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성일종

의원(17.8.16), 송옥주 의원(17.9.28)).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엄

격한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대표

적인 사례는 충청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

례’(17.6월)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환경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개정될 전기사

업법 시행규칙의 ‘환경급전’ 관련 조항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시장운영규칙을 

어떻게 보완해 나아가야 할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M-Core 모형을 활용한 환경급전 시

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한 결과로부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전력시

장운영규칙의 개선방향에 대한 조심스런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선, ‘환경급전’의 정

의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환경급전 관련 분석시 고려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살펴 

본다. 제3장은 우리 연구의 핵심 부분으로서 환경급전 시나리오 모형 

분석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수입자료 및 방법론 등 모형 시나리오의 

개요를 설명한다. 2~4절에서는 시나리오 1~3의 내용을 분석한다. 3절

에서는 발전단지별 제약의 경우 방법론 및 결과를 제시한다. 3절에서

는 CO2와 미세먼지를 동시제약할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제

4장 결론에서는 최근의 환경법 입법현황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거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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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을 고려한 경제급전

1. 환경급전의 정의 

소위 ‘환경급전’이란 용어는 엄밀한 학술적 혹은 실무적 정의가 내

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매체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편의

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통상의 의미는 전력시장의 운영을 

위한 발전원의 선택시, 기존의 경제급전 방식과 달리 온실가스(CO2)

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이 비용효율성에 의거한 ‘경제급전’을 대체하는 개념인지 여

부, 나아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

할 지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2)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환경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환경급전’은 ‘경제급전’과 완전

히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환경적 요소의 제약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전제한 가운데, 경제급전 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원을 선택하

는 것이라는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경제급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

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예

컨대 CO2 비용이나 탄소세 부과 등은 결국 발전원가에 반영될 수 있

2) ‘환경급전’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는, ‘환경급전’
이란 기존의 경제급전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
로 가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환경급전방식의 적용시 가스발전→석
탄발전→유류발전 순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경제급
전의 원칙은 완전히 무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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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이며, 다른 한편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제한은 발전량에 대한 

제약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전력시장의 운영은 환

경적 제약요소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반영하면서 비용최소화라는 목적

함수를 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환경급

전’이란 용어는 ‘환경적 요소를 감안한 경제급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환경급전 관련 분석시 고려사항 

여기서는 환경급전 이슈를 전력시장 운영에 반영하는 분석시 고려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을 우리

의 분석모형에 어떻게 반영할 지의 문제이다.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에 관한 논의는 아주 광범위

하게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EU 집행위는 

‘ExternalE (Externality of Energy)’ 사업을 통해 유럽 15개 국가를 대

상으로 수명주기분석(LCA)를 통해, SO2, NOx,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바가 있다. 나아가 Holland and 

Watkiss(2002)는 ‘ExternalE’ 의 국가 내에서 범위(시골, 도시)를 세분

화하고,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대기오염의 사회적 사

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북미 대상의 연구로서는 Machol and 

Rizk(2013)는 미국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의 배출을 피하는 것

과 관련된 인체 건강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조

성진·박찬국(2015)는 SO2, NOx, 그리고 PM에 대한 메타 회귀분석을 

통하여 일인당 GDP와 인구밀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실제 

‘ExtermE’ 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외부비용은 석탄 0.93원/kWh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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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추정하는 등, 앞서 소개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각각의 연구가 대상, 기간 등이 달라서 결과의 편차가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다.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 상, 이러한 대

기오염 물질의 외부비용의 추정치를 모형에 반영하는 분석으로까지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두 번째로, CO2의 배출비용 혹은 배출권거래가격을 어떻게 우리 모

형에 반영할 지의 문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

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3차 이

행년도가 종료된 이후, 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이 수립된바 있다(’17.12.19일 국무회의 의결). 우리 모형 상에 온실가

스 배출비용을 전력시장 시나리오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는 발전기별 

배출계수, 배출권거래단가, 무상할당비율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분석

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출권 거래단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3장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배출권 거래비용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며, 무상할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

려된 석탄 세금인상 등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효과 부분은 추후의 과

제로 남긴다.4)  

세 번째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감소는 CO2와 미세먼지 양자를 동시

에 감소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CO2의 규제대상 기간은 연간 단위가 되지

3)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4) ’18.4월부터 석탄개별소비세 6원/kg 인상이 시행될 예정(’17.12.1 개별소비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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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세먼지는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 중점적으로 제약을 발동해야 하

는 순시적 규제의 성격을 띠게 된다. 만일, CO2와 미세먼지에 대한 물

량적 측면의 정책목표를 정하는 경우에도 CO2는 누적되는 목표값이 

설정될 수 있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정싯점이 타겟이 될 수 밖에 없

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순시적 속성을 감안하여, 제3장에서 

CO2에 대한 연간 물량규제가 주어진 상황을 상정하고, 특정일에 미세

먼지 제약이 추가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해외사례: 일본 사례 중심 

본 연구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하게 된 동기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농도규제 이외에 총량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규제를 

넘어서 미세먼지의 총량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일본, 미국, 중국, EU 등)의 역사적 자료를 확인해 본 결

과, 오염원별 농도규제 이외에 총량규제(지역별, 오염원별)를 시행하

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규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본의 대기오염 규제 현황 

일본은 미국이 PM2.5의 환경기준을 도입한 직후인 1997년부터 환

경청(당시)이 PM2.5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PM2.5의 건강에 대

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 1999년부터 ‘미소입자상물질 노출영향 조사 

연구’를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보고서를 완성한 바 있다. PM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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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5)은 1년 평균 15㎍/㎥, 1일 평균 35㎍/㎥ 수준이다. 그리고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전국 7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PM2.5 상시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구분 2001 2006 2010 2011 2012

일

반

국

연평균

(㎍/㎥)

28.4

21.4

24.3

16.0
15.1 15.4 14.5

측정국 수
10

4

10

4
34 105 312

자

배

국

연평균

(㎍/㎥)
38.3 28.8 17.2 16.1 15.4

측정국 수 5 5 12 51 123

<표 2-1> 일본의 PM2.5 농도 추이

주: 일반국의 2001~2006년 자료의 상단은 도시부, 하단은 비도시부

출처:「해외주요국의 발전부문 환경규제 정책 및 외부비용 조사」에서 재인용. 2017년

구분 2010 2011 2012

일반국 32.4% 27.6% 43.4%

자배국 8.3% 29.4% 33.3%

<표 2-2> 일본의 PM2.5 환경기준 달성률 추이

주: 환경기준 달성률은 1년간 환경기준을 한번도 초과하지 않은 지자체의 비율

출처:「해외주요국의 발전부문 환경규제 정책 및 외부비용 조사」에서 재인용. 2017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배출 규

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5) 환경기준은 「환경기준법」 상에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유
지하는 바람직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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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미세먼지(PM 2.5) 및 기타 오염물질(SOx, NOx 등)에 대한 연

구 및 관심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국가차원의 규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덜 엄격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일본은 대기오

염물질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시설의 협정으로 관리·규제하기 때문

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은 국지적(local)인 성격을 띠어

서 각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경 주변의 사람들은 미세먼지(황사)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나고야 및 오사카 지역의 사람들은 일본

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6) 

오염

물질
국가 배출시설 허용규제치

SOx

(ppm)

한국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예외시설(영흥화력) 1~2호기, 3~6호기

100이하 

80이하

50이하

45이하, 25이하

일본 National law 108이하

NOx

(ppm)

한국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예외시설(영흥화력) 1~2호기, 3~6호기

140이하

70이하

50이하

55이하, 15이하

일본 National law 200이하

먼지

(㎍/S

㎥)

한국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예외시설(영흥화력) 1~2호기, 3~6호기

2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5이하

일본 National law 100이하

<표 2-3> 한국·일본의 석탄화력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규제 현황(국가 법)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6)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 참조.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오사카 주변의 
보통 일본인들은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는 황사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제2장 환경을 고려한 경제급전  9

나. 사례 : 이소고, 헤키난 발전소  

우선 이소고 발전소(J-Power 소속)의 사례를 살펴 보자. 이소고 발

전소는 일본의 수도권인 동경만내에 유일하게 위치한 석탄화력 발전

소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발전

소의 건설 역사를 보면, 1967년 일본 국내석탄 발전소로 1호기

(265MW)가 건설되었으며, 이후 2호기(265MW)도 건설(1969년)되었

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요코하마시의 환경 개선 움직임에 따라 구

형 플랜트를 최첨단 설비(1호기, 600MW)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1996년에 시작하였으며, 신형 2호기는 2005년에 건설이 시작되었다.  

구 발전설비를 운영하면서 신형 1호기를 건설하여 완공한 후, 구 설

비 부지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신형 2호기를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신

형 1호기는 2002년, 2호기는 2009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그림 2-1] 이소고 화력발전소 위치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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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비의 리파워링(repowering) 과정에서 환경설비 강화, 신기

술을 이용한 효율증가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 2-1]~[그림 2-3]과 <표 2-4> 등이 이러

한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2-2] 이소고 화력발전소 리파워링 전후 발전기 성능 비교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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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소고 화력발전소와 주요국 발전소의 배출량 비교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구분 구형 1, 2호기 신형 1호기 신형 2호기

NOx(ppm) 159 20 13

SOx(ppm) 60 20 10

PM(㎎/㎥N) 50 10 5

<표 2-4> 이소고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규제치(리파워링 전후 비교)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다음으로 헤키난 발전소(주부전력)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일본 제3의 

도시인 나고야시 인근에 위치하여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

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본 수도권의 이소고 발전소 보다는 낮은 수

준이다. 헤키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시설인 전기집진기

(EP)를 습식, 건식 두가지 시설을 모두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7)

7) 일반적으로 건식EP만 보유한 발전소가 많은 점을 참고. 습식EP는 분진의 재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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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2호기 3호기 4, 5호기

정격출력 700MW 700MW 700MW 1,000MW

유닛

열효

율

HHV 41.64% 41.66% 42.10% 42.17%

LHV 42.71% 42.73% 43.18% 43.25%

보일

러

형식 방사재열관류형(변압운전)

증발량 2,300t/h 2,300t/h 2,250t/h 3,050t/h

사용연료 석탄전소(경유, 중유) 석탄전소(경유)

연료

소비량
270.8t/h 270.3t/h 250.5t/h 354.0t/h

제작사 MHI 밥콕 히타치 IHI

운전개시 1991.10.18 1992.6.12 1993.4.22 2001.11.8 2002.11.6

<표 2-5> 헤키난 화력발전소 호기별 성능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헤키난 화력발전소는 1호기가 1991년 운전을 시작한 이후 환경설비

의 보강 없이도 현재의 규제치를 준수하면서 가동되고 있다.8) 건설 

당시의 헤키난 화력발전소는 주부전력이 상당히 오랜만에 건설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부전력이 할 수 있는 최

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건설한 발전소였기 때문이다. 

헤키난 발전소의 경우, 아이치현, 헤키난시 등과 6자 협정을 체결하

여 대기오염물질 관리하고 있다. 동 협정은 1987년 체결되어 상황에 

이 거의 없어 극저농도까지 제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량의 물을 확
보해야 한다는 점과 장치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8) 헤키난 화력발전소 1호기(’91. 10월) 배출규제치: NOx 30ppm, SOx 28ppm, PM 
5㎎/㎥; 영흥화력 1호기(’04. 7월) 배출규제치: NOx 45ppm, SOx 55ppm, PM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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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정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이소고 보다는 농

도기준이 좀 느슨한 상황이다. 아래 [그림 2-4]가 헤키난 발소와 지자

체들간의 협정문 원본의 일부를 보여 주고 있다.9) 

[그림 2-4] 헤키난 발전소와 지자체의 협정문 원본(일부)

구분 단위
개정후 개정전

1~3호기 4, 5호기 1~3호기

NOx
배출농도(ppm) 30 15 45

배출량(㎥N/h) 300 309

SOx
배출농도(ppm) 28 25 50

배출량(㎥N/h) 331 339

PM ㎎/㎥N 5 5 10

<표 2-6> 헤키난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규제치(개정전후 비교)

 출처: [그림 2-4]와 <표 2-6>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년 재인용

9)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의 지시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감발운전의 사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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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급전 시나리오 모형분석

1. 모형 시나리오 개요 : 자료 및 방법론

본 장에서는 환경급전 시나리오 모형분석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

다. 모형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미세

먼지에 대한 정의에 입각하여 BAU 대비 일정한 감축량을 설정하는 

작업이다.10) 그 정의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1차생성분은 TSP(총먼지)

의 66%, 2차생성분으로서 SOx의 24%, NOx의 7%가 기준이 되며, 이

를 근거로 PM2.5를 산정하였다.

우리의 시나리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금 언급한 PM2.5 정

의에 입각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2~5월에 BAU 대비 30% 제약

발전을 시행한다고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발전기는 

수도권의 영흥화력(남동발전)을 포함하여 충남지역의 당진화력(동서발

전), 태안화력(서부발전), 보령화력(중부발전) 등 서해지역 4개 발전단

지 총30기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되는 기간은 이전의 연구결과11)에

서 활용된 자료(2015년)에서 열량단가, 예방정비, 수요자료 등을 업데

이트한 2016년 최신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4개 발전회사로부터 2016년 시간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

료를 입수하여, 이를 PM2.5 배출계수로 환산하였다. 아래 <표 3-1>은 

2016년 현재, 발전소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여준다. 

10) 환경부·산업부,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
과로 나타나”, (2017.7.26.)

11) 이전의 수시과제인 김남일(2016)을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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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물질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영흥화력

TSP 436.3 641.0 457.0 255.0

SOx 5,133.9 9,625.0 11,386.0 5,711.5

NOx 11,853.0 15,241.0 16,514.0 4,005.6

<표 3-1> 발전소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016년)

(단위: 톤)

주: 당진화력은 9, 10호기 배출량 제외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사용된 전력시장 모형은 M-Core 모

형이다. M-Core 모형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규칙을 반영한 전력시장 

모의 프로그램으로서 시물레이션을 통한 시장 및 개별 발전소 운영결

과 예측 등에 사용된다. 즉,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 방식인 CBP 

(Cost-based Pool) 운영방식 및 정산규칙, 수요자원 반영 등 시행 중인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다. 이 모형의 구조

도는 아래 [그림 3-1]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3-1] M-Core 구조도

  

   출처: M-core(장기)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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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1 : 서해안 총량제약 (2016년)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시나리오로서 서해안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기 그룹을 대상으로 제약발전을 시행한 경우를 분석한다. 

즉, 당진, 태안, 보령, 영흥 등 4개 발전단지, 총30기 발전기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고, 2016년 2~5월 중 각 월별로 미세먼지(PM2.5) 총량의 

BAU대비 30% 감축시 전력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도매시장가격(SMP)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격결정발전계

획(Price-setting Plan)에 미세먼지 제약이 반영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

다. BAU 대비 2016년 월별 감축총량은 아래 <표 3-2>와 같다.

   

　 BAU시나리오시
월별 배출량

30% 감축시
제약 배출량

2월   1,141.41 798.99

3월   1,238.42 866.90

4월    995.08 696.56

5월    989.35 692.55 

봄철 합계   4,364.26 3,055.00

BAU대비 감축량 　- 1,309.26 

<표 3-2> 1,2차 생성 PM2.5 환경제약 급전 시나리오

  (단위: 톤)

가. 이용률 및 SMP 변화 

여기서는 서해안 제약 시나리오 하에서, PM2.5 30% 배출제약시 전

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2016년 2~5월 중 기력의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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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2~8.5%p 하락하며, 집단에너지 설비이용률은 3.6~7.0%p 상승,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은 6.5~16.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2~5월 중 도매시장가격(SMP)은 2.3~4.3원/kWh 높

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 3-3>과 <표 3-4>는 전원별 이용률 

변화와 SMP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 BAU > < 30% 제약 >
월 기력 집단 복합 월 기력 집단 복합
2 93.06 22.99 24.48 2 85.63 27.17 41.37
3 91.95 27.59 28.04 3 83.41 34.61 35.48
4 82.51 20.46 19.53 4 75.36 24.93 26.00
5 80.28 16.76 27.22 5 72.95 20.36 34.04

<표 3-3> 전원별 이용률 변화(시나리오 1) 

(단위: %)

< BAU > < 30% 제약 >
월 평균값 월 평균값
2 84.43 2 88.62
3 83.13 3 87.21
4 70.73 4 75.00
5 71.23 5 73.54

<표 3-4> SMP 변화(시나리오 1) 

(단위: 원/kWh)

나. 발전량 변화  

PM2.5 30% 배출제약 발전에 따라 서해안의 4개 발전소의 2~5월 

발전량은 총 7,302,846MWh(월별 16.2~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발전소별 발전량 감소정도는 차이가 크게 나는데, 당진 0.5%,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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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5.5%, 보령 43.0%, 영흥 0.1% 감소 등이다. 이렇게 발전소별 발

전량 감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발전소별 PM2.5 배출계수의 차이 

및 발전비용의 차이에 기인한다. 발전소별 평균 배출계수(kg/MWh)는 

당진 0.09526, 태안 0.13536, 보령 0.15685, 영흥 0.04928 등이다.12)  

아래 <표 3-5>와 <표 3-6>은 BAU 발전량 및 30% 배출제약시 발

전량을 각각 보여준다.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합계
2 2,531,526 2,790,857 2,772,626 2,975,449 11,070,460
3 2,637,824 3,011,876 2,997,251 3,589,291 12,236,241
4 2,065,721 2,555,732 2,311,478 3,719,780 10,652,710
5 2,359,410 2,467,327 2,348,297 3,470,821 10,645,855

합계　 9,594,481 10,825,792 10,429,652 13,755,341 44,605,266

<표 3-5> BAU 발전량(시나리오 1)

(단위: MWh)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합계
2 2,520,706 2,214,782 1,524,834 2,961,781 9,222,103
3 2,629,709 2,354,023 1,672,035 3,589,291 10,245,057
4 2,045,905 1,786,342 1,362,482 3,718,751 8,913,480
5 2,351,275 1,712,873 1,386,811 3,470,821 8,921,780

합계　 9,547,595 8,068,020 5,946,161 13,740,644 37,302,420

<표 3-6> 30% 제약시 발전량(시나리오 1)

(단위: MWh)

12) 발전소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직관을 얻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각 발전소의 1호
기 운영시작 년도를 보면, 당진 1999년, 태안 1995년, 보령 1983년, 영흥 2004
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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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세먼지 배출량 변화   

30% 배출제약 시나리오에서 전제한대로,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소의 

PM2.5 배출량은 1,306톤(29.9%) 감소하였다. 각 발전소별 감소율은 

발전량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당진 0.6%, 태안 35.0%, 보령 54.6%, 

영흥 0.1% 감소하였다. 아래 <표 3-7>과 <표 3-8>이 이 내용을 표시

하고 있다.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합계
2 223.91 361.87 414.11 141.51 1,141.41
3 231.48 390.67 448.88 167.39 1,238.42
4 186.72 327.33 309.40 171.63 995.08
5 213.06 316.22 313.76 146.32 989.35

합계　 855.17 1,396.09 1,486.15 626.85 4,364.27

<표 3-7> BAU PM2.5 배출량(시나리오 1)

(단위: 톤)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화력 합계

2 222.80 260.01 179.34 140.73 802.87
3 230.56 272.57 197.84 167.39 868.37
4 184.46 191.45 147.60 171.54 695.05
5 212.12 183.66 149.94 146.32 692.04

합계　 849.94 907.69 674.73 625.98 3,058.34

<표 3-8> 30% 제약시 PM2.5 배출량(시나리오 1)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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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2 : 발전단지별 제약 (2016년)

앞의 시나리오 1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기 전체를 대

상으로 하여 제약발전을 시행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

면, 보령화력과 태안화력의 발전량과 미세먼지량의 감소가 매우 크게 

감소하는 등 발전회사(단지) 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시과제13)에서는 발전소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으

로서, 대상이 되는 30기 발전기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20%p 이용률 

제약을 부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 분석

의 한계는 발전단지별 효율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각 발전단

지는 동일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의 단지별 총량 제약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각 발전단지에 대한 미세먼지 총량 제약조건이 주어지면, 각 단

지별로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다수 호기를 운전할 자율권과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발전단지별로 미세먼지 총량제약(30%)을 

부여한 시나리오2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의미를 새겨 볼 것이다.14)  

   

가. 이용률 및 SMP 변화 

발전단지별 제약 시나리오2 하에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먼저 2016년 2~5월 중 발전원별 이용률은 기력은 9.2~11.0%p 

13) 김남일(2016) 수시과제를 참조할 수 있음
14) 기존의 M-Core 모형에는 위에서 언급한 동시제약을 할 수 있는 빌트인 모듈이 

없어, 외부 입력모듈을 별도로 구축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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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며, 집단에너지 설비이용률은 4.1~8.5%p 상승, LNG복합발전기

의 이용률은 8.3~19.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5월 중 도매시장가격(SMP)는 2.2~4.8원/kWh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 3-9>와 <표 3-10>은 전원별 이용률 변화와 

SMP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 BAU > < 30% 제약 >
월 기력 집단 복합 월 기력 집단 복합
2 93.06 22.99 24.48 2 83.43 28.02 43.48
3 91.95 27.59 28.04 3 80.93 86.11 37.75
4 82.51 20.46 19.53 4 73.34 26.24 27.83
5 80.28 16.76 27.22 5 70.96 20.89 35.99

<표 3-9> 전원별 이용률 변화(시나리오 2) 

(단위: %)

< BAU > < 30% 제약 >
월 평균값 월 평균값
2 84.43 2 89.16
3 83.13 3 87.03
4 70.73 4 75.53
5 71.23 5 73.44

<표 3-10> SMP 변화(시나리오 2) 

(단위: 원/kWh)

나. 발전량 변화  

발전단지별 미세먼지 30% 제약에 따라 4개 발전단지의 2016년 

2~5월 발전량은 총 9,238,773MWh(월별 20%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동일한 30% 제약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발전단지별 발전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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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당진 21.1%, 태안 20.7%, 보령 20.4%, 영흥 20.5%로 약20%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 3-11>과 <표 3-12>는 BAU 발전량 및 

30% 배출제약시 발전량을 각각 보여준다.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합계
2 2,531,526 2,790,857 2,772,626 2,975,449 11,070,460
3 2,637,824 3,011,876 2,997,251 3,589,291 12,236,241
4 2,065,721 2,555,732 2,311,478 3,719,780 10,652,710
5 2,359,410 2,467,327 2,348,297 3,470,821 10,645,855

합계 9,594,481 10,825,792 10,429,652 13,755,341 44,605,266

<표 3-11> BAU 발전량(시나리오 2)

(단위: MWh)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합계
2 1,931,694 2,190,414 2,152,806 2,454,293 8,729,207
3 2,011,657 2,367,360 2,337,855 2,981,955 9,698,827
4 1,573,557 2,012,368 1,805,100 3,088,893 8,479,918
5 1,781,748 1,949,806 1,822,588 2,904,399 8,458,541

합계　 7,298,657 8,519,947 8,118,350 11,429,540 35,366,493

<표 3-12> 30% 제약시 발전량(시나리오 2)

(단위: MWh)

다. 미세먼지 배출량 변화  

발전단지별 미세먼지 30% 제약하였을 때, 4개 석탄화력 발전단지의 

PM2.5 배출량은 총 1,309톤(30.0%) 감소하였다. 각 발전단지별 감소

율은 당진 29.9%, 태안 29.9%, 보령 29.9%, 영흥 30.2% 등이다. 즉, 

발전단지별로 제약을 부과한 30% 수준에서 비슷하게 배출량 감소하였

다.  아래 <표 3-13>과 <표 3-14>가 이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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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합계
2 223.91 361.87 414.11 141.51 1,141.41
3 231.48 390.67 448.88 167.39 1,238.42
4 186.72 327.33 309.40 171.63 995.08
5 213.06 316.22 313.76 146.32 989.35

합계　 855.17 1,396.09 1,486.15 626.85 4,364.27

<표 3-13> BAU PM2.5 배출량(시나리오 2)

(단위: 톤)

월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화력 합계

2 157.02 254.19 289.18 99.20 799.58
3 161.00 274.16 315.62 117.32 868.10
4 131.17 228.14 218.25 119.63 697.189
5 148.03 221.87 217.79 102.53 690.21

합계　 597.22 978.35 1,040.84 438.68 3,055.08

<표 3-14> 30% 제약시 PM2.5 배출량(시나리오 2)

(단위: 톤)

라. 발전기별 변화   

앞서 설명했듯이, 발전단지별 미세먼지 총량제약은 발전단지에 대

해 자율권을 허락함으로써, 주어진 제약 하의 경제적 운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아래 <표3-15>~<표3-18>은 3월의 각 발전단지별/발전호기별 BAU/

제약 발전량 및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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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당진화력

제약 BAU

호기 발전량 이용률 발전량 이용률

1 229,481 61.69 364,443 97.97

2 0 0 0 0

3 32,681 8.79 387,380 101.72

4 234,792 63.12 379,739 102.08

5 380,128 102.18 380,198 102.20

6 378,612 101.78 379,102 101.91

7 380,153 102.19 380,153 102.19

8 375,810 101.02 375,810 101.02

전체 2,011,657 67.60 2,637,824 88.64

<표 3-15> 3월 당진화력 발전호기별 발전량과 이용률

(단위: MWh, %)

3월
태안화력

제약 BAU

호기 발전량 이용률 발전량 이용률

1 374,560 100.69 374,521 100.68

2 373,823 100.49 373,804 100.48

3 118,413 31.83 376,949 101.33

4 374,664 100.72 376,461 101.20

5 370,454 99.58 377,241 101.41

6 0 0 377,400 101.45

7 377,008 101.35 377,008 101.35

8 378,437 101.73 378,492 101.75

전체 2,367,360 79.55 3,011,876 101.21

<표 3-16> 3월 태안화력 발전호기별 발전량과 이용률

(단위: M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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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령화력

제약 BAU

호기 발전량 이용률 발전량 이용률

1 385,164 103.54 386,539 103.91

2 379,803 102.10 385,225 103.56

3 0 0 380,122 102.18

4 273,798 73.60 378,836 101.84

5 221,818 59.63 379,496 102.02

6 368,127 98.96 377,888 101.58

7 332,096 89.27 332,096 89.27

8 377,049 101.36 377,049 101.36

전체 2,337,855 78.56 2,997,251 100.71

<표 3-17> 3월 보령화력 발전호기별 발전량과 이용률

(단위: MWh, %)

3월
영흥화력

제약 BAU

호기 발전량 이용률 발전량 이용률

1 50,899 8.55 606,844 101.96

2 555,099 93.26 606,484 101.90

3 660,527 102.05 660,527 102.05

4 402,135 62.13 402,135 62.13

5 656,651 101.45 656,651 101.45

6 656,651 101.45 656,651 101.45

전체 2,981,955 78.90 3,589,291 94.97

<표 3-18> 3월 영흥화력 발전호기별 발전량과 이용률

(단위: MWh, %)

BAU 발전량과 이용률은 각 발전기의 예방정비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표 3-19>는 각 발전단지/발전호기의 2016년도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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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를 조사한 결과, 3월 중 예방정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2016년 3월 중 예방정비 실적

당진화력
 · 당진 1호기 (3.31~4.5)

 · 당진 2호기 (2.10~4.4)

태안화력  · 해당사항 없음

보령화력  · 보령 7호기 (2.27~3.4)

영흥화력  · 영흥 4호기 (1.30~3.12)

<표 3-19> 2016년 3월 중 예방정비 실적 자료 정리

<표 3-19>를 살펴 보면, 당진 2호기의 경우, 3월 내내 예방정비 기

간에 해당되어 BAU 발전량과 이용률이 모두 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당진 2호기의 제약 발전량과 제약 이용률도 당연히 0으로 나

타난다. 또한 보령 7호기와 영흥 4호기도 BAU 발전량과 이용률이 각

각 일정부분 작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BAU 발전량/이용률

이 0이 아닌 시기에 제약 발전량/이용률이 0이거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발전호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해당 호기가 

그 호기가 소속된 발전단지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계

수와 발전기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여기서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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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미세먼지 배출계수의 격차가 발전기별 변동비 격차보다 상대적으

로 훨씬 크게 나타나므로, 미세먼지 배출계수가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다음 <표 3-20>과 <표 3-21>은 각 발전단지별 발전호기의 미세먼

지 배출계수와 각 발전단지별 발전호기의 변동비를 보여 주고 있다. 

 

호기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1 0.114718 0.088828 0.146445 0.087449
2 0.116479 0.103695 0.163821 0.076516
3 0.120347 0.179438 0.226822 0.039276
4 0.114416 0.132760 0.192230 0.040926
5 0.077719 0.148003 0.194401 0.025655
6 0.083725 0.196151 0.170664 0.025839

7 0.067971 0.115056 0.078979 -

8 0.066737 0.118935 0.081425 -

<표 3-20> 2016년 발전단지/호기별 미세먼지 배출계수

 (단위: 톤/MWh) 

호기 당진 화력 태안 화력 보령 화력 영흥 화력

1 34.59 34.77 36.12 34.36
2 - 34.66 35.77 33.68
3 35.53 35.22 34.70 33.59
4 34.68 35.04 34.50 33.55
5 33.24 35.55 34.86 33.63
6 33.11 34.08 34.36 33.39

7 32.94 34.54 32.34 -

8 32.87 33.10 33.04 -

<표 3-21> 2016년 3월 발전단지/호기별 변동비

(단위:원/kWh, 출력 9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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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20>과 <표 3-21>를 다시 순위별로 정리한 표가 <표 

3-22>와 <표 3-23>이다.  

배출계수 낮은 것 → 높은 것 순위

당진화력   8 < 7 < 5 < 6 < 3 < 4 < 1호기 (2호기 정비 제외)

태안화력   1 < 2 < 7 < 8 < 4 < 5 < 3 < 6호기 

보령화력   7 < 8 < 1 < 2 < 6 < 4 < 5 < 3호기 

영흥화력   5 < 6 < 4 < 3 < 2 < 1호기 

<표 3-22> 2016년 발전단지/호기별 미세먼지 배출계수 순위

변동비 낮은 것 → 높은 것 순위

당진화력   8 < 7 < 6 < 5 < 1 < 4 < 3호기 (2호기 정비 제외)

태안화력   8 < 6 < 7 < 2 < 1 < 4 < 3 < 5호기 

보령화력   7 < 8 < 6 < 4 < 3 < 5 < 2 < 1호기 

영흥화력   6 < 4 < 3 < 5 < 2 < 1호기 

<표 3-23> 2016년 3월 중 발전단지/호기별 변동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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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표 3-23>과 앞의 <표 3-15>~<표3-18>을 잘 대응시켜 

보면, 미세먼지 배출계수 순위가 높은 발전기의 발전량과 이용률이 낮

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진화력의 경우, 3호기의 이용률 8.79%, 

4호기 64.12%, 1호기 61.60% 등이다. 또한 영흥화력의 경우 가장 미

세먼지 배출계수와 변동비가 높은 1호기의 이용률이 8.55%로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령화력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1, 2호기

의 경우 변동비는 높지만, 최근 대기오염물질 설비의 개체로 인해 미

세먼지 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용률이 100% 수준으로 유지

된다는 점이 눈에 띤다. 태안화력 6호기의 경우도 미세먼지 배출계수

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이용률이 0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

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발전단지별로 

자율권을 부여하면, 주어진 미세먼지 제약조건 하에서 경제급전 방식

으로 개별 발전호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일 본 시나리오 2와 달리, 모든 발전호기를 동일하게 미세먼지 

30% 수준의 제약을 시행하게 되면, 위의 <표 3-15>~<표 3-18>에서 

나타난 제약시 발전량 및 이용률 결과와 다르게, 각 발전단지의 모든 

호기의 이용률이 평균 수준의 이용률(70~80% 내외)로 하락하는 결과

를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서, 본 시나리오 결과는 발전단지별로 자율

권이 부여되면서, 미세먼지 제약조건 하에서 경제급전의 원칙이 적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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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3 : CO2와 미세먼지 동시제약 

지난 수시과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CO2 감축규제와 중

복이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15) 다시 말해서, 정부

의 환경규제가 시행될 때, CO2 감축을 위해 발전량을 제약하면, 미세

먼지도 동시에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따라 순시적으로 미세먼지 제약발전을 실행한 발전기에 대해

서는 그 만큼의 CO2 감소분을 인정하여 이중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아울러, CO2감축은 전지구적(global) 이슈이며 그 배출

량은 누적계산 되는 반면에, 미세먼지 감축은 지역적(local 혹은 

regional) 이슈이며 순시적 배출량이 문제이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M-Core 모형을 적절히 활용

하여, CO2배출에 대한 제약과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순시적 제약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본다. 

여기서 설정한 시나리오(시나리오3)는 2월에 대해 CO2 배출 30% 

제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특정일인 2016년 2월 16일(화)에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충남 지역 석탄발전기 전체(24기, 서해안 석탄발

전기 중 영흥 제외)에 대해, 미세먼지 40% 감소 명령이 내려졌다고 

상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충남 지역 석탄발전기들

이 각각 40%의 발전량 감소를 시행한다고 가정한다. 

아래 <표 3-24>는 미세먼지 제약이 추가된 2.16일 당일의 충남지역 

발전기들의 발전량과 CO2 배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15) 김남일(2016) 수시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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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일

발전량 변화 (MWh) CO2 변화 (톤)

BAU CO2 제약
CO2 + 

미세먼지
BAU CO2 제약

CO2 + 
미세먼지

당진 85,527 75,525 48,133 618.10 544.52 347.68

태안 97,174 90,565 69,315 706.41 657.47 503.70

보령 98,323 91,330 31,161 706.41 654.92 223.94

합계　 281,024 257,419 148,609 2,030.92 1,856.91 1,075.31

<표 3-24> 2월 16일 충남지역 발전기 발전량 및 CO2 배출

(단위: MWh, 톤) 

<표 3-24>를 보면, 2월에 대해 이미 30%의 CO2 배출 제약이 있는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제약으로 인해 2월 16일 당일에, 충

남 발전기 전체적으로 108,811MWh의 발전량 감소(42% 감소율), 

78.16톤의 CO2 감소량(42%감소율)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는 2월 16일 하루 동안의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아래 <표 

3-25>는 2월 전체의 변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월 
전체

발전량 변화 (MWh) CO2 변화 (톤)

BAU CO2 제약
CO2 + 

미세먼지
BAU CO2 제약

CO2 + 
미세먼지

당진 2,531,526 1,646,364 1,669,862 1,829.13 1,187.64 1,204.85

태안 2,790,857 2,103,935 2,123,920 2,028.46 1,527.06 1,541.84

보령 2,772,626 1,900,196 1,864,143 1,991.56 1,364.13 1,338.43

합계　 8,095,009 5,650,495 5,657,926 5,849.14 4,078.83 4,085.12

<표 3-25> 2월 충남지역 발전기 발전량 및 CO2 배출

(단위: MWh,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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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에서 2월 전체적으로 보면, CO2 제약만이 있을 때와 

(CO2+미세먼지) 제약이 추가될 때의 발전량과 CO2 배출량의 충남 합

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Core 모형에 내장

된 프로그램은 동일한 2월에 대해 전체적인 CO2 배출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16) 그에 따라, 2월 16일의 추가적인 

CO2 감소분만큼을 보전하기 위해서, 2월 16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에 

분산 증가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주고 있다. 

이 결과는 CO2 제약에 더해서, 미세먼지 제약이 추가로 도입될 때, 

CO2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나리오 분석해 본 하나의 사례

로 해석될 수 있다.  

5. 시나리오 4 : 배출권 거래가격 변화 

본 절에서는 예상되는 배출권 거래가격의 변화에 따라 급전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시나리오 4>에서는 2017

년 1월 시점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무제약)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2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등으로 인상

될 때의 급전순위의 변동을 비교분석한다. 여기서 무상할당량은 고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급전순위의 변화는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당수

준으로 올라갔을 때 발생되는데, 배출권 거래제 2차 이행기간

(’18~’20) 중, 97%에 이르는 무상할당량을 차감하면 그 효과가 매우 

적게 되기 때문이다. 

M-Core 모형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6) 다행스럽게도, M-Core 모형의 설계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 본 분석이 용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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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상의 ‘CO2가격’ 항목에 배출권가격(원/CO2톤)을 삽입하게 되면, 

2차 비용함수의 1차항 계수에 CO2Price (원/kWh, 배출권가격 × 배출

계수)가 추가되어 변동비 및 SMP에 배출권 거래가격이 반영된 결과

가 도출된다.17) 배출권 가격의 변화에 따른 변동비 순위 변동 결과는 

<표 3-26>에 나타나 있다. 즉, 배출권 거래가격이 0원(무제약), 2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등일 때 급전순위 1~20위(낮은 변동비 순

위)의 발전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6>에 나타난 결과의 개요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출권 거래가격 2만원 수준에서 광양복합CC 

#1,2의 급전순위가 석탄보다 상위에 올라가게 된다. 6만원 수준이 되

면 세종열병합, 동두천복합CC #1 등 석탄발전기와 경합하는 복합발

전기가 일부 존재하게 된다. 7만원 수준에서는 상당수의 복합발전기

가 석탄보다 급전순위에서 앞서게 되며, 8만원 수준에 이르면, 상위 

20개 중 거의 대부분 복합발전기의 급전순위가 석탄을 앞서게 된다.  

  

 <표 3-26> 배출권 거래가격과 급전순위 변화 

(변동비단위: 원/kWh) 

17) 비용함수 C( ) = FC × (A   + B  + C) + CO2Price ×   (A,B,C는 2차 

함수 계수, 는 발전량, FC는 열량단가) 형태로 표현된다. 

무제약 CO2가격 : 2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당진#9 43.59
광양복

합2CC
60.21

광양복

합2CC
65.15

광양복

합2CC
67.62

광양복

합2CC
70.09

광양복합

2CC
72.56

영흥#6 44.41 광양복
합1CC 64.02 광양복

합1CC 71.02 광양복
합1CC 74.53 광양복

합1CC 78.03
광양복합

1CC
81.54

영흥#4 44.43 당진#9 68.59 당진#9 85.26 당진#9 93.59 세종열
병합CC 98.04

동두천복

합1CC
100.5

3

하동#7 44.74 하동#7 69.74 하동#7 86.41 하동#7 94.74
동두천
복합1C

C
98.22

세종열병

합CC
100.5

4

하동#8 44.77 하동#8 69.88 하동#8 86.62 하동#8 94.99
대구그

린파워C
C

101.4
6

대구그린

파워 CC
10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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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약 CO2가격 : 2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발전기 변동

비

영흥#5 44.88 영흥#4 70.37 영흥#4 87.66 세종열
병합CC 95.54 당진#9 101.9

3

포스코에

너지복합

7CC

105.3
1

영흥#3 45.05 영흥#6 70.81
삼척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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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안

1.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 수립의 고려사항  

가. 논의의 한계와 원칙 

본 절에서는 현행 전력시장제도 중에서 환경급전과 관련하여 개선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의 방안 제

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전제로 한다. 우선, 우리의 전력시장은 2001년

에 개설된 CBP 시장의 틀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운영되

고 있다. CBP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 형태

로 논의가 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는 PBP 시스템의 도입 등 CBP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를 두고 논

의를 진행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 환경관련법, 전기사업법 등의 

제·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적 측면에서 정

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

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해 보았다. ① 현행 

CBP 제도 속에서 보다 시장화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는 것. ②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 일정한 합리적 예상

을 전제한다는 것. ③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급전기준 - 환경성, 경제

성, 계통안정성- 중에서 계통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1원칙이라

는 점. ④ 주어진 환경제약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발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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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며, 발전회사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점. ⑤ 시

장참여자(발전사, 한전 등) 및 운영자(거래소)간의 책임소재 및 권한

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나. 환경급전 관련 시장세부규칙 조항 

환경급전 관련된 시장세부 규칙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

가 세부운영규정」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환경급전에 

관련되는 조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계획 관련 조항(「규칙」제2.3.1조(입찰서의 

제출), 제2.3.3조(마감시간 이후 입찰자료의 변경), 제2.3.7조(수요

예측 결과 통지), 한계가격 발표

  - 상한제약 입찰 조항(「규칙」제2.3.2조의2, [별표4])

  - 30년 경과 노후석탄발전기의 상한제약 입찰에 대한 경과규정(「규

칙」부칙)

  -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일정 조정(「규칙」[별표18])

  - 예방정비 일정조정에 대한 정산기준 변경(「규칙」[별표2] 정산기

준 I.10)

  - 복합발전기 계통제약 운전시 정산기준 개선(「규칙」제2.1.1.2조, 

[별표2], [별표23])

  -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관련 절차 및 기준 (「규칙」제2.1.1.1조, [별

표2], [별표19] 7.7.2)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비용평가」제2.1.1.4조, 제2.4.5조, [별표2])

  - 정산조정계수(「규칙」[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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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가.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약 

현재의「전력시장운영규칙」제2.3.2조의 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

한 상한제약 입찰) 조항(2017.5.30.신설)과 [별표4] 7.11(제약운전)이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석탄 발전

기 입찰상한 제약 조항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예

보 체계와 현행 입찰시간 기준(「규칙」제2.3.1조(입찰서의 제출))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4-1]은 양자간의 하루 중 시간흐름(Time 

Flow)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1] 하루전 시장 및 하루전 예보 Time Flow

  위의 [그림 4-1]에서 보듯이, 현재 하루 4차례의 미세먼지 예보 체

계 하에서, 발전기의 입찰완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음 날에 대한 

예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전 5시 예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전력시장운영규칙」

에 규정된 입찰 시간표의 변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예보의 내

용(보통/나쁨/매우 나쁨)이 입찰완료 이후, 다음 예보 시점에 새롭게 

갱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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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약의 시행방안

을 예시하면 [그림 4-2]와 같다.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정리되어야 한다. 우선, 예보의 변

경시(11시, 17시, 23시 예보) 복잡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오전 5시 예보이후, 11시 예보의 변경은 가격발전계획 수립에 변

경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17시 예보의 변경은 운영발전계획 수립

에 변경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18) 또한 예보의 변경시 통상의 

경우와 반대로 석탄의 CON과 가스의 COFF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

로 이와 관련된 규칙조항의 정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예

보의 시점과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장이 청정대기보전법(안) 제32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시점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림 4-2]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약 쟁점 (예시)

  - 발령기준 : 경보(당일) + 예보(전일 오전 5시)

    * 당일 경보 발령 전제 하에서, 익일을 위한 하루전 시장 입찰시 적용

  - 감축대상 : 해당 시·도지역 소속 발전단지 (발전단지 자율권 부여)

  - 감축량 : 예보수준에 따라 차별적용

    * 청정대기보전법(안)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속에 예보수준에 따른 차별적

용을 위한 세부규정 필요함. 예를 들어 ‘나쁨’ 수준의 예보라면 50% 조업

감축,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의 예보라면 조업중단 등의 세부화된 규정이 

필요

    * 또한 동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속에 전력수급(계통운영) 상황을 고려한 예

외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함

18) 통상 18시에 운영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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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권 거래제 비용반영 방식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별표2] 10.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

산 규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은 비용위원회에서 정

한 배출권거래비용을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배분하여 발전기에 적용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용평가 세부규정」제23장 배출권거래비용 산

정기준에 따른 정산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정산금 지급] = MIN[(기준배출량-무상할당량), 순구매량]×기준가격

  - 기준배출량 : Min[(0.5 × 이행연도 전원배출계수 + 0.5 × 기준연도 발

전기 배출계수), 이행연도 발전기배출계수] × 이행연도 전력거래량 

  - 기준가격 : 배출권제출량의 10%까지는 상쇄배출권 기준가격, 그 이

상은 할당배출권 기준가격 정산

  - 무상할당량 : 1차 이행기간(‘15~’17, 100%), 2차 이행기간(‘18~’20, 97%)

  - 전원배출계수 : 석탄, 유류, 양수는 동일 연료원 발전기 가중평균. 

LNG는 중간값 사용 

현행의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과거 실적을 현재 비용으로 반영하는 시차문제이다. 즉,  

과거 3개년 실적배출량, 전 이행연도 발생비용 등이 현재의 거래시간에 

반영되어, 너무 큰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비용평가의 

정확성 문제이다. 할당배출권 기준가격으로서 이행연도 할당배출권에 

대한 ①현물시장 평균가격 ②발전부문 현물시장 구매 평균가격 ③발전

부문 장외시장 구매평균가격 중 최소값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의 정확성과 경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변동비 반영의 실효성 

문제이다. 앞의 <시나리오 4> 결과에서 본대로, 급전순위의 변화가 가능

하려면 배출권 비용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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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분까지 차감하면 변동비 반영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된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발전총량 제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전

력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현재의 정산방식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특징 쟁점

제1안

(가격결정계획 반영)
- 도매시장 단계의 가격시그널 - 도소매 가격 연계 문제

제2안

(소매요금 별도부과)
- 최종소비자에 대한 가격 시그널 - 비용평가 문제 잔존

제3안

(제한적 가격입찰)
- 비용평가의 시차, 정확성 문제 회피 - 전략적 행동 발생 소지

 <표 4-1> 배출권 거래비용 반영방안 (예시)

  

제3안으로 언급된 제한적 가격입찰이란 현행 CBP 체제 하에서, 배

출권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발전회사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존의 비용평가를 받는 연료비와 합산한 이후, 변동비의 

순위를 매겨 가격결정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발전사에 대한 

정산시에는 (변동비 = 자발적 비용 + 연료비) 라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의 전력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 행동의 발생 소지도 존

재한다. 즉, 석탄과 가스발전기의 조합을 가진 발전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배출권 거래비용을 상당부분 석탄발전기 추가비용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비용격차가 큰 석탄과 가스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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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쟁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발전자회사 소유의 가스발전기 경쟁력

과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스발전기만 소유한 민간회사가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

도록 하는 시장감시 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 환경 외부비용 반영  

환경 외부비용을 전력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세제 개편과의 연관성 속에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19)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외부비용과 환경조제의 연관성을 

아래 [그림 4-3]으로 표현해 보았다. 

    [그림 4-3] 외부비용과 환경조세의 연관성 도표

19)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등에서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여기서
는 개념적인 정리에 국한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IF

외부비용= 세금
→

 세금만큼

 열량단가

   반영

→ SMP 인상

외부비용

실제

지출
비지출 →

CO2

비용(

E1)

대기오

염비용(

E2)

IF

외부비용> 세금

 (△ 차이)

세금분 →
SMP 

일부인상

→

E1>T1

(△1 차이)
→

△1만큼 

비용평가

→

SMP

반영

여부

논의

E2>T2

(△2 차이)
→ △2 부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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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야 할 사실은 CO2 외부비용은 배출권거래비용의 형태로 실

제 지불되는 비용이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외부비용은 실제 

지출되지 않는 잠재비용이므로 양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

이다. 따라서, CO2 비용은 배출권 거래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기

오염물질 배출비용의 경우 이를 부과한다면, 그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느

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아래 <표 4-2>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의 특징과 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 처리 (예시)

방안 특징 단점

제1안

(정산차감 + 기금조성)
급전순위 변경 없음 발전사 수입감소

제2안

(SMP 반영 + 한전 회수)

급전순위 변경

(석탄↓)

전기요금 인상 없음

소비자 시그널 부재

제3안

(SMP 반영 + 기금 조성)

급전순위 변경

(석탄↓)

전기요금 인상 요인

요금인상 부담   

   

라. 발전단지 자율권 부여 (미세먼지 총량제약 및 비상조치시)  

제3장의 <시나리오 2> 결과에 대한 서술에서 발전단지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발전사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한 바가 있다. 발전회사가 아닌 발전단지 단위를 고려하

는 이유는 예를 들어, 같은 남동발전회사 소속인 영흥화력과 삼천포

화력은 미세먼지 관점에서 지역별 구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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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O2 규제는 굳이 영흥화력과 삼천포화력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는 점이다.   

발전단지별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

소의 급전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모듈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거래

소의 현행 급전지시는 발전기 단위이지만, 미세먼지 총량제약이 각 

발전단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발전단지의 입찰(소속 발전

기 입찰조합)을 최적화시키는 별도의 sub-module이 요청될 것이다. 현

재, 연/월/주간 전력수급계획은 현재에도 거래소-발전사간 조율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비상조치 발령시, 발전단지 단위별로 당일 계통운영에

서 효율적 제약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된다

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서, 발전단지의 자율권 부여 관련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그 조항

은 주어진 환경제약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발전단지의 효율적 운

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한편, 시장운영규칙 관련 조항도 개

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2.3.1조(입찰

서의 제출)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마. 여타 주요 제도개선 사항 

본 소절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단기적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안 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전력

거래소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것이다. 만일 석탄발전기 입찰상한 제

약제도 운영시, 계통운영상의 이유로 비상시조치 명령을 기준대로 준

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전력거래소에게 그 상황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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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이런 내용은 환경관련법 혹은 

이에 연관된 전기사업법 시행령(혹은 시행규칙) 관련조항에 계통운영상

의 이유에 대한 세부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장운영규칙 제2.3.2조

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②는 보다 세부적 기준을 

포함할 것이 요청된다([별표] 추가되어야 함). 

둘째로 CP 및 CON/COFF에 관한 사항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의 상한제약 입찰 조항(제2.3.2조의2, [별표4])에서 상한제약은 공급가

능용량과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은 일단 CP가 지급되는 양에 대한 분

명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CP 지급에 관한 이슈

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ON 되는 가스발전기의 변

동비 보상의 적정화 문제와 앞서 지적한대로 예보의 변경에 따라 석

탄의 CON, 가스의 COFF가 발생될 때 정산 수준 및 정산 방식에 대

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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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환경규제 관련 입법 동향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3장의 시나리오 분석에 의거하여 전력시

장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 위해, 우선 최근의 입법 동

향을 살펴 보자. 최근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환경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럿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 내

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20)의 전부개정안(송옥

주 의원 대표발의, 17.9.28)으로서 그 명칭을 「청정대기보전법(안)」

으로 변경하고,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승용차2부제나 석탄발전소 

조업단축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안 32조)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1)의 일부개정안(송

옥주, 성일종 의원 별도)으로서 사업장 단위의 총량규제의 범위를 수

도권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자체 차원의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

출허용기준으로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

례22)가 제정된 바 있다(17.6월). 

이러한 환경법의 제·개정 움직임과 별도로, 17.3월에 개정된 전기사

20) 발전기별 농도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 규정되어 
있다.

21) 수도권 사업장 단위의 총량규제는 이 특별법 속에 담겨 있다. 
22) 동 조례는 대기오염물질(SOx, 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

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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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의 환경급전 관련 조항에 상응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은 아

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환경법의 제·개정안과의 정합성이 요

청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2. 법개정 방향 

  현재의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절에서는 개정되어야 

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전력시장 제도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만일 「청정대기보전법(안)」상에 석

탄발전소 조업단축 규정이 명문화된다고 가정할 때, 전력수급 상황 및 

동일한 환경목적 달성을 전제한 경제성의 고려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세분화하여 본다면, 「청정법

(안)」의 시행규칙은 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상황의 구체적 조건에 따른 

100% 조업중단 혹은 40% 가동단축 등의 세부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전기사업법」의 시행규칙은 「청정법(안)」에 의해 

목표치가 주어지면, 각 발전단지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그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혹은 「청정법(안)」)에 의한 각 개별 발전기별 

농도규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발전단지) 단위의 총량규제

(「특별법(안)」)를 넘어서지 않는 옵션에 대해서는 발전단지 단위의 

자율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전기사업법」의 시행규칙

이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세먼지의 

지역성(local)을 고려하여, CO2 배출과 달리 발전회사 단위가 아니라 

발전단지 단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동발전회사



제5장 결론  49

에 소속된 영흥화력과 삼천포화력은 CO2 규제에서는 동일 범주에 둘 

수 있지만, 미세먼지 규제에서는 지역이 다른 범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기사업법」의 시행규칙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발전단지 단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이미 제3

장 시나리오2(발전단지별 제약) 분석에서 제시한 바 있다. 동일한 환

경적 목적(미세먼지 30% 감축)의 달성을 전제로 한, 가장 경제적 혹

은 비용효율적인 발전량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발전단지의 재

량권이 있을 때의 상황을 분석해 본 것이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다시 말해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총량제약은 「특별법(안)」에 의해 사업장 단위

(연간)로 주어지고, 석탄 조업중단 혹은 감발 등의 발동기준은 「청정

법(안)」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면, 또한, 「전기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의해 발전단지별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전력시장운영규

칙은 크게 변화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즉, 석탄 가동단축 명령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집중될 수 있는 예방정비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율하고, 불시의 명령에 

의한 조업중단 및 가동단축시 정산문제(CP지급 및 CON/COFF 문제)

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세부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제언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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