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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가스복합 유 가스화력 력평균

2003 0.0000 0.9176 1.1039 0.4252 0.7783 0.6790 0.4353

2004 0.0000 0.9429 1.1022 0.4016 0.8110 0.6987 0.4489

2005 0.0000 0.9437 1.1023 0.4032 0.8007 0.7003 0.4363

2006 0.0000 0.9727 1.1455 0.3977 0.7648 0.6331 0.4420

2007 0.0000 0.9419 1.0764 0.3993 0.7644 0.6010 0.4633

Abstract -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제가 도입될 정이므로, 배출규제에 응한 력시장의 제도  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 원가를 평가하고, 력시장
이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력시장가격의 향을 분석하 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
별 우선순 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한 략은 기존 
발 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략이 된다. 그러나 기요  
안정화를 한 발 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 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
에는 기여하지만, 발 비용  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 회사에 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 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 , 분석  규제에 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1. 서    론

  미국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기조를 환함에 따라, 년 말로 
정된 포스트 교토체제에 한 국제  합의 기 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임과 동시에 주요 배출국으로서 포스토 교토체제
에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안)
에 의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발 부문은 제
조부문과 달리 국제경쟁력 훼손  탄소유출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배출감축의무가 주로 발 부문에 부과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배출권 거
래제가 력시장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배출권 거래
제 도입  력시장 제도개선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배출규제에 따른 발전원가의 변화
  우리나라 력시장은 심사된 발 비용을 기 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변동비반 시장(Cost Based Pool)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발 기의 배출비용을 발 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 발 기의 배출비용은  
단  발 량에 한 배출량을 의미하는 배출계수에 배출가격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2.1.1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력거래소는 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한 이후(‘07), 매년 
직 년도의 배출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즉 발 기별 연료사용량을 IPCC 
가이드라인 기술특성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소내 
소비량을 제외한 발 량으로 나 어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최근의 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유사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연탄 발
기의 배출계수는 가스복합발 기의 2.3배에 이른다. <표 1>은 우리나라 
력부문의 배출계수 추이를 나타낸다.

  <표 1>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tCO2e/MWh)

  2.1.2 배출비용을 고려한 발전원가
  배출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비용을 유발하므로, 발
원가(VC)는 연료비(GC)와 배출비용(EC)의 합산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최소한 창기에는 부분의 배출권( 는 배출허용량)이 무상 배분될 것
이므로, 배출비용을 고려한 발 원가는 다음 (식 1)과 같다.

     ×× 식 
  여기서 는 원별 배출계수, 는 배출권 가격, 는 무상 배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1> 전원별 배출비용을 고려한 발전원가('08)

 <그림 1>은 ‘08년 원별 평균 연료비에 배출비용을 합산한 발 원가
를 나타내는데, 배출권을 량 유상 구입하는 경우에도 원별 우선
순  변화가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40유로/톤까지 
상승하는 경우 무연탄과 가스복합의 우선순 가 역 됨을 알 수 있다.

  2.2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변화
  단기 인 발 부문의 배출감축은 연료 환 이외에 안이 거의 없다. 
그러나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별 우선순 는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비용 최소화를 한 발 계획은 배출규제를 시행
하지 않을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력시장의 수익 규제를 지속하
는 상황에서 발 회사에 연료 환을 한 배출제약을 허용하는 경우 이
익최 화에 따른 발 계획은 달라진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2.2.1 전력시장가격 영향 분석을 위한 조건
  ‘08년도 1년간(366*24=8784시간)의 실제 입찰자료  수요 측 자료를 
사용하되, 분석 편의를 해 기동정지 등 기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우선순 만 고려하여 발 계획  력시장가격을 산출한다. 
한 개별 발 기 신에 원별 평균비용  합산용량으로 발 계획을 
수립한다. 배출권 할당은 무상 90%  량 유상(무상 0%)의 2가지 시
나리오를 고려하며, 배출권 가격은 EU-ETS 사례를 고려하여 톤 당 10
유로  30유로의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2.2.2 비용최소화에 의한 배출권 구입시의 전력시장가격
 배출가격 30유로 이하의 경우 원간의 우선순 가 변경되지 않으
므로, 발 부문 비용최소화는 행 패턴 로 발 기를 운 하되, 배출권
을 구입하는 략이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배출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한 모의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비용최소화를 위한 배출권 구입시의 모의 결과

시나리오
발 비용 배출량 평균가격 구매비용

조원 % 백만톤 % 원/kWh % 조원 %

배출 비규제 13.66 - 191.63 - 116.96 - 18.82 -

무상90%-10유로 13.99 2.45 191.63 - 117.80 0.71 19.16 1.82

무상90%-30유로 14.67 7.37 191.63 - 119.46 2.14 19.85 5.48

유상100%-10유로 17.01 24.56 191.63 - 125.30 7.13 22.25 18.25

유상100%-30유로 23.72 73.66 191.63 - 141.98 21.39 29.11 54.73

  에서 평균가격은 연간 시간 별 력시장가격을 발 량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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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한 것이며, 구매비용은  력시장의 원별 수익규제에 의한 정산
가격을 용한 것이다. 발 부문에 한 배출권이 부분 무상 배분되는 
경우는 력시장가격  구매비용 증가가 크지 않지만, 배출권을 량 
유상 구입하는 경우는 력시장가격  구매비용 증가가 막 함을 알 
수 있다.

 2.2.3 연료전환을 통한 배출량 감축시의 전력시장가격
 발 회사의 감축한계비용은 비용최소화와 계없이 자신이 수수하는 
정산가격  배출권 가격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
받더라도 배출권 시장을 통한 매각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가지므로, 연료 
환가격은 무상 배분 비율에 계없이 (식 2)와 같이 산출된다.

   

     ×       ×  식 

  

  

  여기서 는 연료 환 배출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력시장

은 정산용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발 사의 수익을 규제하므로, 연료 환 
배출가격도 수익규제 배율에 비례하여 (식 3)처럼 낮아진다.

   

  ×    ×    ×    × 식 

  

  
× 

  여기서 는 수익규제 보정계수로 화력발 은 0.08924가 용된다.1) 
발 비용(‘08)  원별 배출계수(’03～'07 평균)를 입하면 시장가격
으로 정산될 경우와 수익 규제가 시행될 경우의 연료 환 배출가격을 
구할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연료전환 배출가격 (1유로=1750원)

구  분
발 비용 배출계수 력시장

수익규제

연료 환 배출가격

원/kWh tCO2e/MWh 원/tCO2 유로/tCO2

유연탄 
→

가스복합

32.27 0.9438 없음 166,525 95.16

121.92 0.4054 있음 14,861 8.49

무연탄 
→

가스복합

73.62 1.1061 없음 68,942 39.4

121.92 0.4054 있음 6,152 3.52

  결국 력시장의 수익규제로 말미암아 발 회사의 연료 환 배출가격
은 10유로/톤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기요 의 안정화를 해
서는 발 사의 과도한 과수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제조부문에 한 
배출감축은 국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이 동일한 배출규제를 시행하기
까지 제한 일 수밖에 없는 을 감안할 때, 수익규제를 통한 어느 정도
의 연료 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발 회사에 한 수익규제
에 의한 연료 환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사회  비용이 등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발 회사는 배출가격이 8.5유로/톤 이상
인 경우에는 배출비용을 감안한 총 발 원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
최 화를 해 과도한 연료 환을 추구할 것이다. <표 4>는 연료 환에 
에 따른 력시장가격의 향을 모의한 것으로, 과도한 연료 환을 방지
하기 해 석탄발 의 운 수 을 90%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제약
조건을 가정한다.2)

<표 4> 연료전환을 통한 배출량 감축시의 모의 결과

시나리오
발 비용 배출량 평균가격 구매비용

조원 % 백만톤 % 원/kWh % 조원 %

배출 비규제 13.66 - 191.63 - 116.96 - 18.82 -

무상90%-10유로 15.49 13.39 183.30 -4.35 125.24 7.08 20.92 11.17

무상90%-30유로 16.13 18.09 183.30 -4.35 126.96 8.55 21.58 14.70

유상100%-10유로 18.37 34.53 183.30 -4.35 132.97 13.69 23.91 27.07

유상100%-30유로 24.79 81.50 183.30 -4.35 150.15 28.38 30.56 62.41

1) 무연탄의 보정계수는 0.75이지만, 수입탄 혼소 설비교체 등 잠정 인 

목 에 의한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0.08924를 균일하게 용

2)  CBP가 유지되는 경우, 연료 환을 한 석탄발 기의 입찰용량 

축소 는 배출상한제약이 최 공 가능용량의 90%가 넘도록 규제

  아래의 <그림 2>는 비용최소화를 한 배출권 구입시 비 연료 환
을 통한 배출량 감축시의 력시장가격  한 의 력구입비의 인상률
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발 회사가 력시장의 수익 규제  배출
권 시장의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수익을 최 화하기 해 석탄발 을 축
소하고 가스복합발 을 증가시키는 결과 배출량은 4.35% 감축되지만, 
력시장가격  한 의 구입비용은 추가 으로 증가한다. 특히 배출권
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경우 발 비용의 증가는 완화되지만, 발 회사는 
무상 배분 배출권에 해서도 배출권시장에 한 기회비용을 가지므로 
연료 환에 따른 시장가격  구입비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2> 배출권구입 대비 연료전환시의 가격인상률 비교

3. 결    론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 원가를 고려하더라도 원별 우선순 에 
변화가 없으므로, 사회  비용최소화는  패턴을 유지하면서 배출
권을 구입하여 배출규제를 이행함으로써 달성된다. 해외 사례에 하여 
기에는 부분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배분될 것이므로 력시장가격의 
인상도 제한된다. 그러나  력시장은 원믹스 왜곡에 따른 기요  
등을 방지코자 정산가격 보정계수를 통해 발 사 수익을 규제하므로, 
배출권 시장에 한 기회비용을 감안한 수익균형가격을 의미하는 연료
환 배출가격이 상응하는 수 으로 낮아져(8.5유로/톤,'08), 석탄발 에

서 가스복합발 으로의 연료 환이 이루어진다. 발 사에 한 수익규제
는 요 안정화를 해 필요하고, 배출감축의 상당부분을 발 에서 기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상되므로, 이러한 연료 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연료 환의 경우 배출권 구입을 통한 비용 최소화보다 발
비용, 력시장가격, 구입비용이 추가 으로 상승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
제가 도입되는 경우, 발 회사가 유연한 거래 략을 취할 수 있도록 가
격입찰시장으로 환함이 타당하겠지만, 연료 환 배출상한제약 신설, 
과도한 가격  비용 증을 방지 한 석탄발 기의 최소운 의무 설정,  
주기  배출비용 평가 등  비용입찰시장에 한 부분  제도개선으로 
응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발 사의 수익규제를 한 
보정계수는 동일한 수 으로 연료 환 배출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배출권시장에서의 발 부문의 지배  지 를 감안하면 결과 으로 배출
권시장의 수   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므로, 력시장과 배출권시
장의 연계  조정기능이 으로 요구된다. 한 본 논문은 배출권
시장의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발 부문을 가정하 으나, 사실은 배
출권시장에 한 지배력 지 로 인하여 가격조작의 우려도 높다. 따라서 
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 , 분석  규제는 일원화된 체계로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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