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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소비는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구분된다 도시가스의 소비는 다시.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나누어지는데 난방용은 소비물량이 크고 겨울철에 집중적,

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소비곡선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는 낮은 동. , ‘

고하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계절에 상관없이 매월 거의’ .

일정한 물량이 도입되도록 계약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현상

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저장시설을 지어서 보관하거나 천연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 저자* ( 1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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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공급과잉인 계절에는 발전부분에서 과잉물량을 소비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후자에 의존하여 천연가스의 수급조절 문제.

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발전용 천연가스.

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고유가의 지속으로 천연가스 발전,

이 석유발전에 비해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천연가스의 발전용 소비의 천연

가스 수급조절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거나 또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연가스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배관시설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발전용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 .

시가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서 년경에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가스는 거의1995

같은 수준의 수요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추이를 보면 시장의 특성 가.

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즉 도시가스는 빠른 속도로. ,

늘어나는 반면에 발전용 가스는 정체 내지는 매우 완만한 정도의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년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용 가스가 전체 가스수요에 차지하는. 2000

비중은 약 에 불과하다33%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천연가스의 수요에서 발전용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고 고유가의 지속과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발전,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향후의 성장 잠재

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

진 일본은 년도 전체 천연가스 수요량의 를 발전용이 점유하고 있으며2000 68%

년경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0 .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과 가스는 서로 독립된 기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되어 왔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스와 전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회.

사가 가스와 전력을 동시에 판매하거나 일본과 같이 독립적인 기업들이더라도,

전력과 가스회사들은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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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천연가스 수요량의 추이 도시가스 발전용 천연가스< 1> ( vs. )

가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이면서 동시에 최종에너지 시장에서 서로 경쟁적인 재

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거래를 통해 유기적으

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거대규모의 독립된 공기업이 양 산업을 분점하.

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각 에너지원별로 수직적 관계만 강조되었다 또.

한 발전용 가스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거래

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수급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이와 같은 거래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균형이 아니라 정부규제에 의한 횡적

보조 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랜 기(cross subsidization) .

간의 지속적인 횡적 보조는 전력산업을 다소간 기형적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가.

스발전의 원가가 너무 높아 신규 가스발전소의 건설을 기피하여 가능한 작은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고 원자력이나 유연탄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갖게 하였,

다 이는 가스발전이 기저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국제시장의 조류와는 매우 다.

른 결과이다 천연가스 도입 도시가스 사업과 가스발전 그리고 지역난방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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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시가스 월별 수요량의 패턴 년< 2> (2002 )

평적인 결합이 새로운 조류이며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이후 시장의 신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형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게 되면 효율적인 전원믹스에 장애가 됨은 물론 가

스산업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에서는 년의 도시가스. < 2> 2002

의 수요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가스의 수요가 동고하저 현.

상을 보이는 경우 가격의 왜곡은 가스산업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계절별로 서로 다른 수요를 평준화시키려면 발전부문이 소진해 주는 역할

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swing consumer) .

국제 가스시장에서 구입하는 가스물량이 월별로 경직적이라면 이를 평준화시키

는 비용도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가격왜곡은 산업별로 자원배분을 왜곡.

시킬 뿐만 아니라 가스발전이 기피되면서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경우보다 가스

의 수요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력과 가스산업이 구조개편되어 시장기능이 양 산업에 도입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는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된 발전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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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에 발전용 가스를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여름 동안 가스는 남게 되고 가격하락은 불가피하게 된

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가스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원설비 및 발전기의 운전 모형을 운용하여 향후의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전원설비의 규.

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모형과 운전모형으로WASP

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모형이다 모형에 의한 정량적인 분석을POWRSYM .

하는 이유는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외부적인 충격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정전원구성과 발전연료의 소요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발전용 천연가스의 소요 잠재량을 추정하고 기.

존의 전력수급계획에서 설정된 상황이 변화할 때 천연가스의 수급에는 어떤 영

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색한다 향후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과 관련되어 비교적 가능성 높은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보

기로 한다 이는 장기적인 발전용 천연가스 소요량 정보를 제공하여 천연가스.

도입사업 및 천연가스 발전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원계획 모형.Ⅱ

최적화 문제로서의 전원개발계획 문제는 미래의 각 연도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요를 일정 신뢰도 기준 이내로 만족시키면서 계획기간 동안의 매년도 투자비,

및 운전비의 현재가치의 합을 최소로 하는 연도별발전원별 투입용량을 결정․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특정년도의 설비구성을 결정하는 정태적인 문제가 아니.

라 계획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각 연도별 설비구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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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동태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 문제의 목적함수 또는 가장 좋은 대안.

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계획기간 동안의 연도별 투자비 및 운전비의 현재가

치의 합이고 제약조건은 연도별 건설 가능한 설비의 범위 및 신뢰도 기준이며, ,

결정해야 할 것은 발전원별 투입용량 및 그 시기이다 따라서 최소비용 원칙의.

최적전원구성 문제는 다음과 같은 동태적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될 수 있다.

목적함수: ∑
T

n=1
(∑
M

i=1
J inU

i
n+Gn(X

1
n,⋯,XMn ) ) -S (U1,⋯,UT) (1)

제약조건: PLn≤∑X
i
n≤P

U
n

LOLPn(Xn ) ≤Cn

Xn = X n-1+Un

Un≥ 0

여기서, i 발전소 형식번호:

M 총발전형식의 수:

n 연도:

T 계획기간:

X in : n년도 i형식의 발전소

J in : n년도 i형식 발전소 건설비의 현가 원( /kW)

U in : n년도 i형식 발전소의 투입용량(kW)

Gn : n년도 Xn의 설비로서 운전한 발전계통의 운전비용의 현재가치

S 잔존가치: (salvage cost)

P Ln, P
U
n : n년도 설비용량의 하한 및 상한

Cn : n년도 공급신뢰도 또는 기준 시간 년LOLP ( / )

목적함수는 연도별 건설비와 운전비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항과 잔존가치를

빼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n(X
1
n,⋯ ,XMn )항은 후보설비와 기존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그 연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운전비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로서

확률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각 발전기의 고(probabilist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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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지 및 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연간 총운전비의 수학적 기대치

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비는 가(mathematical expectation) .

능한 운전비용 가운데 최소치를 뜻한다 이것은 미래의 급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때 발전기의 운전비가 저렴한 순서 에 따라 발전기를 가동하는(merit order)

것을 가정한 것이다 잔존가치란 건설될 발전소의 가능한 운전기간이 계획대상.

기간을 벗어날 때에 그 부분의 가치를 목적함수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제약조건 가운데 첫 번째 식은 설비용량의 상한과 하한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탐색 범위를 줄여서 현실성을 가지며 실현 가능한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식은 주어진 설비가 연도. n에 있어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건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비계획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제약조건은 설.

비의 증설 과정을 나타내는 식 이다 이 조건식에서(evolution equation) . U n은

투입할 후보발전설비의 용량을 뜻하는 것으로서 항상 영보다 크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Un을 구하면 이것이 연도별, ,

발전형식별 건설계획이 되며 비용최소화 전원개발계획을 찾아낸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선형계획법 비선형계획법 동적계획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 ,

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계획법을 이용한. WASP(Wien Automatic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System Planning Package) .

모형1. WASP

모형은 다음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의 개요는 표WASP 6 . < 1>

과 같으며 운용절차는 그림 과 같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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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형의 모듈< 1> WASP

구 분 내 용

모듈 1 : LOADSY

(Load System Description)

대상기간 동안의 발전시스템에 대한 분기별 최대부하∙

와 부하지속곡선의 정보를 처리

각 기간의 부하 특성을 차 다항식으로 표시된 부하5∙

지속곡선에 의해 처리

모듈 2 : FIXSYS

(Fixed System Description)

기존 발전시스템과 이미 확정된 신설계획이나 폐지계∙

획에 대한 정보를 처리

모듈 3 : VARSYS

(Variable System Description)

발전시스템에 신규 후보발전소로 고려될 발전소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

모듈 4 : CONGEN

(Configuration Generator)

시스템과 함께 부하를 만족시키면서 제약조건Fixed∙

에 맞는 매년 가능한 신규 후보발전소 조합을 구성

모듈 5 : MERSIM

(Merge and Simulate)

에서 주어진 모든 후보안의 계통신뢰도와CONGEN∙

운영비 계산 확률적 시뮬레이션 이용( )

이 모듈은 발전소 투입 순서를 계산하고 전에 계산된∙

모든 후보안의 결과를 보관

모듈 6 : DYNPRO

(Dynamic Program-ming

Optimization)

주어진 건설비와 경제변수 신뢰도 기준에 따라 계산,∙

된 운영비 등을 기초로 해서 최적 발전소 건설계획을

결정

그림 모듈별 운영 과정< 3> WASP

LOADSY FIXSYS VARSYS

CONGEN

MERSIM

DYN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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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 POWRSYM

모형은 전력부하의 특성을 부하지속곡선으로 표현한다 이 방식은 연WASP .

속적인 매시간 부하 데이터를 부하확률분포로 압축함으로써 발전비용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부하 데이터를 부하지속곡선으로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발전기들의 운전제.

약조건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발전기 출력증감발률. ,

양수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급전제어 및 부하관리 등의 취급(ramp rate), ,

이 곤란하거나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시간대별 혹은 실부하곡선 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chronological load curve)

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부하데이터를 부하지속곡선과 같이 크기순이 아니고.

시간대별 발생 순서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속에 포함된 정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발전기의 출력증가에 관련된 제약조건 양수 등이 포함된 차등시간, ,

별 제약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은 최. POWRSYM

초의 시간대별 발전비용 모형으로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기초자료로 하여 시

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총발전량을 어떻게 각 발전기에 배분할 것인가를 모

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이 모형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발전소별. ,

그리고 발전원별로 발전량을 배분하고 이에 따른 각 연료소요량을 추정하는데

있다 이 모형이 부하나 전원의 기술적 특성과 같은 전력수급과 관련된 세부자.

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는 장기.

적인 견지에서 미래의 급전 상황을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통하여 얻어진 전원계획의 결과를. WASP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발전소별의 발전량 배분을 모의한다POWRSYM .

의 논리흐름은 그림 와 같다POWRSYM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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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논리흐름< 4> POWRSYM

다음해

비용 에스컬레이션

계통자료 변경분

입력

발전기 기동정지 및 급전순서 결정

시작

초기화 및 계통자료입력

첫해계산수행

부하 및 보수계획자료입력

첫주계산수행

수력 양수 발전량고정발전소의, ,

발전량 할당

화력발전소 급전계획

양수발전최적화

화력급전계획수정

마지막 주인가? no

마지막 해인가? no

다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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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설정.Ⅲ

기존 전원계획의 연장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수립 종료 연도는 년이다2015 .1) 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발전원의 구성을 분석하고 각 발전원별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대상 기간이 단기일 경우 발전소의 건설공기.

가 장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변화를 전제하는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기간을 가능한 한 장기화하는 것이 본 연.

구의 검토대상인 발전용 천연가스 소요 잠재량의 적정 수준 평가가 가능할 것

으로 보아 추정 대상기간을 년까지로 연장하였다2030 .

추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명시된 년까지의 예측 전제들을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2015

중요하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력수급 계획에서 반. .

드시 필요로 하는 발전기별 특성이나 비용자료 등은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입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는 전력수요의 측면에서 년 년의 기간. 2002 2015～

은 기본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년 이후에는 년의 수. 2016 2015

요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연간 늘어나는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1.83%

한다 연도별 부하율은 년의 부하율이 인데 극히 소폭의 변동은 있겠. 2015 71.3%

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는 발전소의.

수명이 다하여 폐지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년 이전에는 기본계획에 명. 2015

시된 것처럼 상정할 수 있지만 년 이후에는 폐지설비는 동일 발전원 동일2016 ,

용량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2) 마지막으로 전원계획이 장기간

1)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주요 전제 및 경제변수는 제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를 활용하고1

있다.

2) 년 기간중에는 발전소의 폐지를 고려치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2016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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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력수요 예측의 연장 최대수요< 5> : (MW)

의 시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진행에 따른 취소가 불가능한 설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건설 준비중인 발전소 중 이용계약. -

착공 단계 설비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B1 .3)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소 불가능한 설비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택.

할 경우 천연가스 복합은 년 이후에 준공되는 것은 취소 가능한 것으로 판2004

단할 수 있으며 유연탄은 년 원자력은 년 이후에 준공되는 것을 취소, 2007 , 2010

가능 설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목적댐 소수력 내연력 풍력 등은 그. , , ,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그2030 . <

림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년 발전량은 로서 년 실적5> 2030 573,728GWh 2002

의 배 규모이고 최대수요는 로서 년 실적치의303,042GWh 1.89 , 93,563MW 2002

배 규모에 달하게 된다2.05 .

3) 제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실현 가능성 정도1

에 따라 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등급은 실현이 확실시되는 발전소A C3 6 . A, B1～

등급이다.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MW

2002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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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설정2. 여건의 변화:

전원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원계획의 여건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원계획은 다양한 발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원자력 유연탄 천연가스 발전이 주요 발전원이 될 수밖에 없는, ,

여건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

회적 합의나 환경규제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 경우 유일한 대안이 천연가.

스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 수요의 잠재

량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설정한다.

첫째 원자력 발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는, .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

한 집단적 반대 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

을 땅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원전 수거물을 처리할 처분장도 필요하다 최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주민투표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지만 고준위폐기물 처리방법 재처리 또는 처분, ( )

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원전을 계속 짓는데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합의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고 향후의 원전 건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특히 원자력.

급 발전소에 비해 경제성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급1,000MW 1,400MW

차세대 원전 도입계획은 실증되지 않은 노형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도‘ ’

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원자

력 발전의 확대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존 에너지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여전히 전력수요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일거에 원전을 더

짓지 않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제 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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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부 원전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불확실한 상황을 정량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본. .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년과 년에 준공될2010 2011

예정인 차세대 원자력 급 원전의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1,400MW

상정해 보기로 한다.

둘째 유연탄 발전은 비교적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도 매우 안정되어 있,

기 때문에 미래의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다 유연탄가격의 변.

화에 따라 우열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전원설비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유연탄 발전도 현재의 계획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기후변화협상 진행 추이에 따.

르면 제 차 공약기간 년 까지는 개도국에 대해 느슨한 온실가스 의1 (2008 2012 )～

무감축 방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 2000).

미래에 가시화될 규제의 내용을 불확실한 정보 하에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하지만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 차. . 1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명시된 설비 가운데 년 이후 계획되는 급 유2010 800MW

연탄 발전소 기는 환경제약으로 건설이 취소됨을 가정해 보기로 한다2 .

셋째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천연가스, .

의 수요는 크게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가스는 겨울에는 수.

요가 높지만 여름에는 수요가 매우 낮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를 가졌.

기 때문에 이른바 동고하저 현상이 매우 심하다 반면에 발전용은 연중 고른 수.

요를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조항과 같이. ‘take-or-pay’

공급이 매우 경직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싼 가격에 공급하여 부하를 조절하여야 한다 그, .

러나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발전용 가스

의 가격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가격의 인위적인 왜곡.

은 천연가스 발전이 매우 비싼 선택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조(distor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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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이 천연가스발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

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와 구조개편이 추진되면 정부가 주도해

온 가격왜곡이 유지되지 못하며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현

재보다 더 싸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공급비용 가운데.

저장비용이나 파이프라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의 수준보다 인하되는 경우를 분석하기로 한다25% .

분석결과.Ⅳ

최적 설비구성1.

에 의한 전원설비 분석은 전원설비별로 건설비와 변동비를 사용하여WASP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원설비가 이 기준만 만족하면 되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된 비용 송변전 비용과 국토 이용계획. , , ,

발전설비 입지조건 및 비용 에너지원의 다변화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장기적, ,

안정성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계획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력수급 기본계획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본계획의 설비 비중을 대체로 유지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미래의 설비전망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년의 원2015

자력 유연탄 천연가스 발전의 설비비중을 년까지 연장하는 경우를 상정하, , 2030

고 이 계획을 기존계획 연장안 혹은 안으로 부르기로 한다 또한 원자력과, .Ⅰ



손양훈노동석․

- 312 -

표 계획안별 신규설비 누적대수< 2> 년 기준(2030 )

LNG O500 C500 C800 N10 N14 PS

기존계획 연장안 안( )Ⅰ

원자력 유연탄 제약안 안/ ( )Ⅱ

19

29

0

0

5

5

11

9

0

0

9

7

6

6

주 원자력 급은 에서 반영된 것을 표시한 것임: 1,400MW fixsys .

표 계획안별 설비구성< 3> 년 기준(2030 )
단위( : MW, %)

원자력 유연탄 LNG 기타 계 최대수요 예비율

기존계획 연장안 안( )Ⅰ
36,437

(34.8)

28,640

(27.4)

27,200

(26.0)

12,397

(11.8)
104,674 93,563 11.9

원자력 유연탄 제약안 안/ ( )Ⅱ
33,637

(32.1)

27,040

(25.8)

31,700

(30.3)

12,397

(11.8)
104,774 93,563 12.0

유연탄 발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경우를 원자력 유연탄 제약안 혹은 안이/ , Ⅱ

라고 부른다 최적화 설비구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계획 연장안과 원자력 유. /

연탄 제약안을 비교하면 표 과 같다< 3> .

설비계획안의 최종시점인 년까지 기존계획을 연장한 안에 의하면 원별2030 Ⅰ

비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의 천연가스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19

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유연탄 발전소 와 가 각각 기와 기. 500MW 800MW 5 11

씩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원자력도 약 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9

있다 그러나 여기에 원자력과 유연탄에 설정된 시나리오와 같은 제약을 가하게.

되면 원자력 유연탄 제약안 즉 안이 된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계획 연장안/ , .Ⅱ

에 비하여 유연탄 기 와 원자력 기 가 각기 줄어들게 된2 1,600MW 2 2,800MW

다 반면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기 더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 10 .

에도 설비예비율은 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

원자력과 유연탄에 제약을 가한 안의 경우에는 년의 원별 설비구성이2030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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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게 변화한다 안에서는 원자력과 유연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천연. Ⅱ

가스발전의 비중이 당초 에서 로 늘어나게 된다26% 30.3% .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2.

전원계획이 변화하는 경우에 설비운용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모형POWRSYM . WASP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모수를 전제하고 분석하였다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소를 건립하는 여건이 변화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에 이를 전원계획에 고려하면 기존의 계획에 비하여 얼마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의 변화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에서는 다음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POWRSYM .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에 상기와 같은 제약이 발생하여 각 원별로 각각 기 건2

설이 취소되고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의 발전용 천연가스 소요,

량을 추정하였다 천연가스 가격은 년에서 년까지 점차적으로 발전용. 2004 2010

가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약 정도 하락하는 것25%

으로 가정하였다.4) 발전용 가스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년에 시작해서 점차 가격을 조정하다가 년에 이르러서 약 하락하2004 2010 25%

는 것으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이 갖는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

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한 천연가스 발전. ,

소의 발전효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4)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천연가스의 도입계약은 기25% .

존의 계약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년 월의 만 톤 도입계. 2005 2 500

약은 기존계약에 비해 가 낮은 가격 수준으로 체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35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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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나리오별 발전용 소요량< 4> LNG

단위( 천톤: )

기존계획 연장안(Ⅰ안)
원자력 유연탄 제약안/ (Ⅱ안)+

가격 하락LNG 25%
차 이

2002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5,928

6,948

5,372

7,739

8,288

8,597

9,194

5,928

7,994

7,118

10,729

12,923

13,105

13,448

-

1,046

1,746

2,990

4,635

4,508

4,254

발전효율과 달리 현실에서는 열병합발전이나 계통제약 문제 때문에 복합발전이

이론적인 효율 수준으로 가동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적치를 고려하.

여 천연가스 복합발전의 열효율을 하향 조정하여 연료소요량을 추정하5%p

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를 가정하고 미래의 복합발전 운전상황을 모의분석해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원자력과 유연탄에 제약이 발생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이 현재보다 약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기존계25%

획의 연장안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첫째 발전용 천연가스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천연가,

스 복합발전이 중유발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천연가스의 요금이.

낮아지면서 상대가격이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것이다.

둘째 기존계획의 연장안에 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비중이 대,

폭 늘어나게 된다 천연가스발전소를 통하여 발전하는 발전량이 연간 약. 20～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0TWh .

셋째 연료소요량은 기존계획의 연장안에 비하여 연간 만 톤이 증가하는, 425.4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계획의 연장안에 비하여 약 가 증가하는 것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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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전망< 6>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년 발전용 천연가스 소요량은 약 만 톤 수준에. 2030 1,350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건의 변화를 가정한 상정한 전원계획과 설비운용의 결과는 발전용 천연가

스의 대폭적인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비교적 현실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지만 발전용 천연가스는 매우 유의적으로 늘어날 수 있

음을 보이고 있다.

요약 및 결론.Ⅴ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국내에 배관설비가 미비하였기 때

문에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배관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높게 책정하

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스 사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0

백만 톤

2002 2006 2010 2014 2018 2022 2026 2030

원자력 유연탄 제약 하락/ +LNG 25%

기존계획의 연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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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고 국민의 생활연료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발전용 천연가스로부터 보조를 받는 초기의 가스가격 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는 중간 내지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

전원으로 사용되는 가스발전이 우리나라는 첨두부하용 전원으로 사용하는 현상

으로 나타났고 전원계획이 시장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되었다 또한 가스수급에 있어서도 동고하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저장설비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국제 시장의 변화에 신속, LNG

하게 적응하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전원계획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인 과 모형을 이용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용 천연가WASP POWRSYM

스 소요량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의 전제는 기존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

게 적용하였고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보수적인 수준으로 가,

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모의 실험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

지 시장의 주요 변화 즉 원자력과 유연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약을 받아들이,

고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을 시장의 원리에 맞게 적용시켜 미래의 수요 잠재,

량을 평가해 본 결과 주목할 만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기존의 전원계획이 몇 가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과 유연탄에 대한 환경적인 제약이 현실화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현재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장기적인,

전원계획과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장기계획에 의한 전망과 그 계획이 실.

현되는 시점에서의 현실이 괴리가 있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국제시장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

게 전개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가스발전이 기저부하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적,

극 감안하여 전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산모형을 이용하여 가스발전의 잠재량과 이에 따른 발전용 가스수요의 잠

재량을 평가하여 보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기초한 기존계획과 상당히 다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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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존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발전용 가스 수요는.

년 현재 만 톤 년 수준에서 년 약 만 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2002 600 / 2030 920

로 전망하고 있다 기간이 매우 장기적이고 현재까지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매.

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존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원자력이나 유연탄과.

같은 경쟁 발전원에서 예상되는 제약이 발생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

적으로 약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25%

많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발전.

용 가스의 잠재적 전망치는 확정적 계획대비 연간 만 톤 더 증가하는400 500～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소요량은 만 톤. 2030 1,34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멀지 않은 장

래에 제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

들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가스발전을 주요 대안으로 정하고 있는 추세를 고

려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건변화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유연탄 발전소를 계획보다 축소하.

는 것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약 년의 기한을 두고는 반드시 규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10

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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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잠재력 평가

손양훈노동석․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는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나뉘,

어 사용되고 있다 도시가스의 사용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발전용 가스. ,

가격을 통한 횡적보조 정책의 결과로 발전용 가스수요는 비중이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

다 이는 가스발전이 기저부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매우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원믹스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천연가

스 발전의 잠재적인 성장 추이를 조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변화하는.

환경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전원계획 기법에 의존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시나리오는 가.

설적이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원자력발전과 유연탄 그리고 천.

연가스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조건을 변화시키는 경우 늘어날 수 있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잠재량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에너지 믹스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매우 높은 가설적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미래의 발전부문 천연가스의 잠재적 소요량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의 계획에 비하여 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몇 가지. 400 500 .～

개연성이 높은 조건을 완화시키게 되면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천연가스 발전용 가스수요 전원계획 모형 전원 믹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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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tential Gas Demand in Generation Sector

Yang-Hoon Sonn and Dongseok Roh

Imported natural gas has been consumed by urban gas use and

generation sector in Korea. The share of generating sector in total

demand for natural gas is only 33% at 2000.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of natural gas use in generation sector in the future.

We build some hypothetical but realistic scenarios reflecting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We used standard programs for plant

mix decision under those scenarios. We found that it is very likely to

have high gas demand in the future, if we remove the cross-subsidizing

price structure.

Keywords : Natural Gas, Generation Sector, Fuel Mix, Potential De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