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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competition in peak load plants between CCGT and GT instead of competition between base 

and peak load plants like in previous studies. In common overseas power markets, CCGT and GT claim certain market shares 

as peak load plants with the latter boasting a high utilization rate as reserve plant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no introduction of GT in the market that opened in 2001 with no analysis cases of GT's economy as a peak load plant. The 

current power market of South Korea is run on the cost-based pool, which allows for no price spikes. Since the capacity 

payment criteria for compensations for missing money are set based on GT generators, the power market uses GT generators 

as marginal plan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ompetitive edge of GT generators as peak load plants in 

the domestic power market of South Korea and identify the causes of GT's failure in market entry, thus assessing the 

adequacy of market signals in the domestic pow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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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시스템에서 발전기술간 경쟁은 경제적인 저장이 어려운 

전력의 특성(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 시스

템과는 차이가 있다. 특정 발전기술이 전체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전력수요 패턴 및 발전기술간 비용구성(고정비 및 변동비) 차이

에 따라 각 기술이 일정비율을 점유하는 균형상태를 이룬다[1]. 

우리나라는 2001년 전력시장 도입 이전에는 전원계획(Planning)

을 통해 최적전원구성을 하였으나, 시장도입 이후에는 시장메커

니즘을 통해 최적전원구성(균형점)을 유인하고 있다[2]. 계획체제

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은 전력시장을 통한 발전기술간 자유로운 

경쟁이 최적전원구성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전기술의 종류, 발전기술간 경쟁정도 및 최적전원구성은 경

제수준, 지리적 위치 및 연료수급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원구성은 일반적으로 원전 및 석탄발전의 기저전원과 

가스복합(CCGT) 및 가스터빈(GT) 등의 첨두전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석유중심 발전원에서 1, 2차 석유위기를 기점으

로 원전, 석탄 및 가스 발전기술 도입을 통해 현재는 원전, 석탄 

및 가스복합이 일정비중을 담당하고 있다[3]. 그러나 가스복합의 

LNG 사용으로 인한 높은 연료비, 기저전원의 낮은 건설비 및 높

은 부하율 특성으로 인해 첨두전원의 경쟁력은 해외 전력시장에 

비해 낮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첨두전원의 경쟁력은 최근 더욱 약화되었다[4].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술간 경쟁 및 균형점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시장을 통한 최적전원구성과 계획을 통한 최적전원구성이 

동일하다는 원리[5-6]하에, 계획측면에서 최적화모형을 활용하여 

기저전원인 석탄발전과 첨두전원인 가스복합 간 경쟁에 중점을 

두었다[7]. 그러나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서는 석탄발전과 가스복

합의 경제성 차가 커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우므로, 연구결과의 

현실 적용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저전원과 첨두전원 간 경쟁이 

아닌 가스복합과 가스터빈의 첨두전원 간 경쟁을 분석하였다. 일

반적인 해외 전력시장에서는 첨두전원으로서 가스복합과 가스터

빈이 일정수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시장

개설 이후 가스터빈의 시장진입 실적이 없으며[3], 첨두전원으로

서 가스터빈의 경제성분석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8]. 현 전력시

장은 가격스파이크를 허용하지 않는 변동비반영시장(Cost Based 

Pool)이며, 미회수비용(Missing money) 보상을 위한 용량가격

(Capacity Payment)은 가스터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9]. 본 연

구의 목적은 국내 전력시장에서 첨두전원으로서 가스터빈의 경쟁

력을 분석하고, 전력시장 미진입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전력시장

신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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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계획(Planning)과 

시장(Market)을 통한 최적전원구성의 이론적 정합성을 기술하고, 

시장개설 이후 발전기술별 시장진입 추이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

는 가스터빈의 비용(고정비, 운전유지비) 및 효율을 추정하고, 동 

자료를 바탕으로 정태 분석방법인 심사곡선분석을 이용해 가스터

빈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동태 분석방법으로 

WASP-Ⅳ 모형을 이용하여 가스터빈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력시장 미진입 원인을 파악하여 전력시장신호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

출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사항을 기술하였다.

2. 최적전원구성 및 발전기술별 시장진입 추이

2.1 계획과 시장을 통한 최적전원구성의 정합성

본 연구에서는 비용최소화 계획을 통한 최적전원구성과 전력

시장을 통한 최적전원구성(균형점)이 이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전

제하에 비용최소화 계획을 통한 최적전원구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각 발전기술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계획과 시

장을 통한 최적전원구성의 정합성은 부하지속곡선과 피크설비 및 

기저설비로 구성된 그림 1의 간략한 최적화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5].

그림 1 부하지속곡선 및 피크설비/기저설비 모형

Fig. 1 Load Duration Curve and Peak/Base Capacity Model

함수 f(x)는 전도된 부하지속곡선이며, 피크설비 및 기저설비

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함수는 아래 식 

(1)과 같다. 변수는 기저설비의 용량   및 피크설비의 용량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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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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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격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전력시장에서 피크설비 및 

기저설비의 균형점(최적전원구성)은 시장에서의 이익이 각 발전설

비의 고정비와 일치하는 수준이 되며, 식 (3)이 이를 의미한다[1]. 

즉, 부하지속곡선과 피크설비 및 기저설비로 구성된 그림 1의 간략

한 최적화모형의 최적점 1계 조건식 (2)를 이용하여 유도한 식 (3)

은 전력시장에서의 균형점(최적점)이 된다. 따라서 전력시장의 균형

점은 비용최소화 계획의 최적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전력시장은 계약시장이 없이 한계가격결정 기반 중앙집중

화된 경매방식의 현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기의 시장 진

입은 현물시장 가격신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서는 계획과 시장을 통한 최적전원구성의 정합성 이론이 정

확히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의 최적화계획 결과를 통한 국내 전

력시장에서의 전원별 경쟁력 분석방법은 유효하다.

2.2 발전원별 전력시장 신규 진입 추이

표 1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발전기술별 설비용량 추이

를 나타낸다. 가스복합이 17,076MW, 유연탄 10,909MW, 원자력 

8,000MW 순으로 가스복합의 전력시장 신규 진입이 가장 많았다

[3]. 무연탄, 중유 및 가스기력은 신규 진입이 없으며, 노후 설비

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정책전원인 원자력, 수력/양수, 기타

(신재생 및 도서) 및 열공급 집단에너지 설비를 제외하면, 시장신

호에 따른 경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설비는 석탄(유연탄)과 

가스복합이 된다.

가스복합은 2001년 대비 17,076MW의 설비용량이 증가한 데 

반해, 가스터빈은 신규 진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 전력시장이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가격신호를 제공

하고 있다면, 가스터빈이 가스복합 및 석탄화력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결과가 효율적인지를 확인

함으로써, 전력시장 신호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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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1~2015년 발전기술별 설비용량 추이 (단위: MW)

Table 1 Generation Capacity Addition during 2001 and 2015 (unit : MW)

Year Nuclear
Steam Turbine

CC Hydro CHP
Others

(renewable
s)

Total
Anthracite Bituminous Oil Gas

2001 13,716 1,291 14,240 4,490 1,538 11,436 3,876 0 273 50,859 

2005 17,716 1,125 16,840 4,309 1,538 15,015 3,883 1,382 452 62,258 

2010 17,716 1,125 23,080 4,479 888 19,100 5,525 2,067 2,100 76,078 

2015 21,716 1,125 25,149 2,950 388 28,512 6,471 5,360 5,979 97,649 

증가용량 8,000 -166 10,909 -1,540 -1,150 17,076 2,595 5,360 5,706 46,790 

증가비중 17.1 -0.4 23.3 -3.3 -2.5 36.5 5.5 11.5 12.2 

표 3 PJM RPM 모델 ‘14년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비용산정 

결과

Table 3 Cost and Efficiency of GT and CC in 2014 for PJM 

RPM Model

Cost
Region

Avg.
EMACC SWMAAC RTO WMAAC Domi-

nion

CC

Investment
($/kW) 1,326 1,168 1,193 1,245 1,176 999 

O&M
($/MW-yr)

26,000 44,800 29,500 23,300 28,300 18,540 

Heat rate
(Btu/kWh) 7,028 7,041 7,026 7,027 7,039 7,032

GT

Investment
($/kW)

1,061 994 947 1,018 977 1,222 

O&M
($/MW-yr) 15,000 25,600 18,800 13,700 19,600 30,380 

Heat rate
(Btu/kWh) 10,309 10,322 10,297 10,296 10,317 10,308

CC/

GT

(%)

Investment 80.0 85.1 79.4 81.8 83.1 81.9 

O&M 57.7 57.1 63.7 58.8 69.3 61.3 

Heat rate 146.7 146.6 146.6 146.5 146.6 146.6

표 4 가스복합 대비 가스터빈 비용 및 효율 상대비중 시나리오

Table 4 Scenarios of Cost and Efficiency Ratio of GT in 

relative to CC

Invest
ment

O&M Heat rate Remark

Ref. 
Scenario(S)

72.7 82.3 147.3
Korea study 

results

Scenario 1 
(S1)

79.9 90.5 147.3
Investment and 

O&M costs  
+10% 

Scenario 2 
(S2)

65.4 74.1 147.3
Investment and 

O&M costs 
-10%

Scenario 3 
(S3)

81.9 61.3 146.6 PJM RPM

Scenario 4 
(S4)

65.4 61.3 146.6
Most favorable  

to GT

3. 정태분석 : 심사곡선분석을 이용한 가스터빈 경쟁력 분석

3.1 가스터빈 발전기 비용요소 및 효율 추정

  가스터빈 발전기의 경우 시장진입 실적이 없어 단독 가스터빈

의 건설비 및 운전유지비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며, 효율의 경우에

만 운전 중인 가스복합의 가스터빈 효율을 참조할 수 있다. 전력

수급계획 수립 시에도 건설의향 및 신규건설 실적을 토대로 후보

전원을 선정함에 따라, 가스터빈에 대한 비용자료는 산정하지 않

고 있다[8]. 전력시장에서 용량요금(CP) 산정을 위한 가스터빈의 

건설비 및 운전유지비 또한 산정 당시 최신 가스복합에서 가스터

빈 비용요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

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가스터빈 발전기 비

용요소를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용량시장도입에 관한 연구[10]” 에서 신규 복합화력 건설 및 

운전실적을 바탕으로 가스터빈 비용요소를 추정하여 산정한 표 2

의 가스터빈 비용 비율을 적용하였다. 효율은 신규 가스복합의 

전력시장비용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가스복합 효율 대비 가스터

빈 효율 비율을 산정 · 적용하였다.

표 2 가스복합 대비 가스터빈 비용 및 효율 비율

Table 2 Cost and Efficiency Ratio of GT in relative to CC

Invest
ment 
cost

O&M 
cost

Heat 
rate

Remark
(reference 

unit)

CC/GT
(%)

72.7 82.3 147.3
New NGCC 
since 2010

  한편, 추정에 따른 가스터빈 비용요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美 PJM에서 신뢰도가격모형(Reliability Pricing Model) 적용을 

위해 Brattle Group에서 2014년 산정한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의 

비용자료를 토대로, 가스터빈의 상대비율을 표 3과 같이 추정하

였다[11]. 표 2 국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와 표 3 

PJM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비교하면, 열소비율(효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설비 및 운전유지비에 차이가 있다. 건설비

의 경우는 10%, 운전유지비의 경우 20%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어, 가스터빈 비용 및 효율 추정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을 위해 표 4와 같이 별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

오(S)는 국내 연구결과 및 비용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결

과로서, 본 연구에서 가스터빈의 기본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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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사곡선분석을 위한 발전기술별 경제성 및 기술성 자료

Table 5 Economic and Technical Data of Generation Technologies 

Plan Tech. Capacity

Investment 
cost

(Thousand 
KRW/kW)

O&M cost
(KRW/kW.M)

Heat rate
(kcal/kWh)

Fuel calorific 

cost

(KRW/Gcal)

Fuel cost

(KRW/kWh)

CF 85%

Gen. cost

(KRW/kWh)

Discount 

rate

(%)

1st BPE

(‘02)

Coal 800 1,015 3,430 1,977 6,429 13.4 32.5

8.0CC 450 580 3,630 1,592 33,292 54.4 67.8

GT 250 422 2,987 2,345 33,292 79.7 90.0

2nd BPE

(‘04)

Coal 800 1,066 3,030 1,977 6,060 12.6 30.5

7.0CC 450 578 3,370 1,667 28.275 48.4 60.7

GT 250 420 2,774 2,456 28.275 70.9 80.3

3rd BPE

(‘06)

Coal 1000 962 2,280 1,999 9,529 20.0 35.9

7.5CC 700 665 2,660 1,641 35,353 59.6 72.1

GT 250 483 2,189 2,418 35,353 87.2 96.7

4th BPE

(‘08)

Coal 1000 957 2,460 2,061 10,008 21.7 37.8

7.5CC 700 730 2,720 1,631 46,935 78.6 92.0

GT 250 531 2,239 2,403 46,935 115.1 125.2

5th BPE

(‘10)

Coal 1000 1,284 2,770 2,036 19,846 42.5 61.8

6.5CC 700 793 3,320 1,631 60,514 101.3 115.6

GT 250 576 2,732 2,403 60,514 148.4 159.2

6th BPE

(‘12)

Coal 1000 1,419 3,210 1,885 20,516 40.7 62.3

6.5CC 700 955 2,710 1,535 67,145 105.8 120.9

GT 250 694 2,230 2,262 67,145 154.9 166.3

7th BPE

(‘15)

Coal 1000 1,449 3,230 1,978 18,780 39.1 59.4

5.5CC 900 904 2,780 1540 56,870 89.9 103.6

GT 250 657 2,288 2,269 56,870 131.7 142.0

표 6 심사곡선분석을 통한 발전기술별 경제성 우위 이용률 

분기점 (단위 : %)

Table 6 Critical Capacity Ratio of a Generation Technology 

(unit : %)

Tech Scenario

Assumptions

1st 
BPE

2nd  
BPE

3rd

BPE
4th

BPE
5th

BPE
6th

BPE
7th

BPE

GT/C

C

S 10 11 8* 5* 6 6 6

S1 7 7 6 5 4 4 4

S2 12 14 12 10 8 8 8

S3 11 13 10 8 6 6 7

S4 16 17 14 12 9 9 10

CC/C

oal
S 12 13 8* 5* 7 8 11

* 시나리오 S의 3차 및 4차 계획에서는 가스터빈과 석탄발전 간

(GT/Coal) 이용률분기점이 발생하며, 가스복합은 가스터빈/석탄발전 

대비 경제성우위 이용률을 가지지 않음

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1 및 시나리오 2는 건설비 및 운전유

지비 비중에 ±10% 오차를 적용하고, 시나리오 3은 PJM 결과 값

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4는 기준시나리오 및 시나리오 1-3에서 

가스터빈의 경쟁력에 가장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즉, 건설비는 S2, 운전유지비 및 효율은 S3 값을 적용하였다.

3.2 심사곡선분석을 이용한 가스터빈 경쟁력 분석

  심사곡선분석은 이용률에 따른 발전기술별 발전원가 변화를 

이용하여 각 발전기술이 경제성 우위를 가지는 이용률을 도출하

고, 이를 부하지속곡선(LDC)에 적용하여 최적전원구성을 도출하

는 방법이다[12]. 전원구성에 있어 특정 발전기술이 경쟁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특정 이용률 범위에서 발전원가가 타 발전기술 대

비 가장 낮은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석탄발전과 가

스복합의 경제성 및 기술성 자료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적

용한 입력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스터빈은 표 2의 가스복합 대

비 가스터빈의 상대비율을 적용하였다. 건설비, 운전유지비, 효율 

및 연료비 변화에 따라 각 발전기술의 경제성 우위는 변화하므

로, 1차부터 7차 수급계획 입력자료를 각각 적용한 심사곡선분석

을 통해 과거 15년 동안의 가스터빈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5는 1차 계획부터 7차 계획 입력자료 및 표 2를 이용하여 

산정한 석탄,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의 경제성 및 기술성 자료를 

나타낸다[8]. 1차 계획부터 7차 계획까지 자료기준에 따른 건설

비, 운전유지비 및 효율 등은 큰 변화가 없으나 연료비는 변화가 

크다.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모두 LNG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연

료가격이 상승할수록 가스복합과 가스터빈의 발전 연료비단가(원

/kWh) 차는 확대된다. 표 5에서 1차 계획에서의 LNG 발열량단

가는 33,292(원/Gca)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6차 계획에

서는 67,145(원/Gcal)로 약 2배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스터

빈과 가스복합의 연료비단가 차이 또한 확대되어, 1차 계획 25.3

(원/kWh)에서 6차 계획 49.1(원/kWh)로 연료가격 상승비율 만큼 

확대된다.

표 6은 심사곡선분석에서 석탄,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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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WASP- 모형 LOADSY 모듈에서 생성한 전력수요

Table 7 Electricity Demand Generated in Loadsy Module of 

WASP-

Year

Peak load Min. load
Energy 

consumption Load 
factor(

%)MW
Increase 

rate
(%)

MW
Increase. 

rate
(%)

GWh
Increase 

rate
(%)

2001 43,125 - 17,573 - 282,444 - 74.8 

2002 45,816 6.2 19,100 8.7 304,021 7.6 75.8 

2003 47,385 3.4 19,244 0.8 318,798 4.9 76.8 

2004 51,264 8.2 22,260 15.7 337,939 6.0 75.3 

2005 54,631 6.6 24,164 8.6 361,496 7.0 75.5 

2006 58,994 8.0 25,050 3.7 379,298 4.9 73.4 

2007 62,285 5.6 27,254 8.8 401,532 5.9 73.6 

2008 62,794 0.8 29,167 7 417,759 4.0 76.0 

2009 66,797 6.4 30,394 4.2 429,684 2.9 73.4 

2010 71,308 6.8 32,173 5.9 469,250 9.2 75.1 

2011 73,137 2.6 35,008 8.8 490,965 4.6 76.6 

2012 75,987 3.9 35,084 0.2 502,136 2.3 75.4 

2013 76,522 0.7 36,233 3.3 510,121 1.6 76.1 

2014 80,154 4.7 36,890 1.8 514,728 0.9 73.3 

2015 78,790 -1.7 37,504 1.7 520,817 1.2 75.5 

2016 85,183 8.1 39,640 5.7 534,800 2.7 71.7 

표 8 WASP- 모형 FIXSYS 모듈에서 생성한 발전원별 설

비용량

Table 8 Generation Capacity Generated in Fixsys Module of 

WASP-

Year Nuckear Coal LNG Oil Hydro Total
peak 
load

Reserve
(%)

2001 13,716  15,532  12,869  4,865  3,875  50,857  43,125  17.9 

2002 15,716 15,932 13,619 4,655 3,875 53,797 45,816 17.4 

2003 15,716 15,932 14,519 4,655 3,875 54,697 47,385 15.4 

2004 16,716 17,466 15,945 4,655 3,875 58,657 51,264 14.4 

2005 17,716 17,966 16,433 4,655 3,875 60,645 54,631 11.0 

2006 17,716 18,466 17,423 4,635 5,475 63,715 58,994 8.0 

2007 17,716 18,466 17,423 4,635 5,475 63,715 62,285 2.3 

2008 17,716 18,466 17,423 4,635 5,475 63,715 62,794 1.5 

2009 17,716 18,466 16,773 4,625 5,475 63,055 66,797 -5.6 

2010 17,716 18,466 16,773 4,625 5,475 63,055 71,308 -11.6 

2011 18,716 18,466 16,323 4,625 6,275 64,405 73,137 -11.9 

2012 20,716 18,466 16,323 4,425 6,275 66,205 75,987 -12.9 

2013 20,716 18,466 16,323 4,425 6,275 66,205 76,522 -13.5 

2014 20,716 18,466 15,373 3,425 6,275 64,255 80,154 -19.8 

2015 21,716 18,466 14,923 3,425 6,275 64,805 78,790 -17.7 

2016 23,116 18,466 14,923 3,425 6,275 66,205 85,183 -22.3 

성우위 이용률분기점을 나타낸다. 경제성우위 이용률분기점은 심

사곡선분석에서 두 발전기술의 상대적 경쟁력이 변화하는 특정 

이용률을 말한다. 기준시나리오(S)에서 가스복합과 가스터빈의 경

제성우위 이용률분기점은 1차 계획 입력전제에서 10%로 분석되

었다. 입력전제 변화에 따라 이후 계획에서 분기점은 변화하고 

있으나, 일정수준 이용률에서는 가스터빈이 가스복합 대비 경쟁

력을 가지고 있다. 표 4의 시나리오(S1-S4)에서는 기준시나리오

(S) 대비 변화가 각 계획에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S1 시나리오에서는 하락하고 기타 시나리오에서는 상승한다. 

  가스복합과 석탄발전의 이용률분기점은 최대 13%, 최소 7%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스복합의 상대적 경쟁력이 해외 전력시장에 

비해 낮다[13]. 가스복합 대비 석탄발전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심사곡선분석 최적전원구성에서는 가스복합이 가스터빈에 비해 

경제성우위 이용률 점유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스터

빈은 첨두전원으로서 입력전제에 따라 5-11% 이용률 이하에서 

경제성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가스복합은 가스터빈과 석탄

발전 사이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 시나리오의 

1차 및 2차 계획에서는 경제성우위 이용률이 약 2%에 불과(1차

계획 : CC/Coal 이용률 분기점 12% - GT/CC 이용률 분기점 

10%)하며, 3차 및 4차 계획에서는 최적전원구성이 가스터빈과 

석탄발전만으로 이루어져 가스복합은 전체 이용률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4. 동태분석 : WASP- 모형을 이용한 가스터빈 

경쟁력 분석

  심사곡선분석을 이용한 정태분석에서 가스터빈은 경쟁력을 가

지며, 최적전원구성에서는 가스복합이 가스터빈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심사곡선분석 결과는 가스복합

이 대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는 현 전력시장 결과와는 상충된다. 

그러나 정태분석은 시간에 따른 기존 발전설비 구성 및 전력수요 

변화 등 동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현 전력시장 여건을 정

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12].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태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계획

법에 기반한 전원구성 최적화모형 WASP-Ⅳ를 이용하여 전력시

장에서 가스터빈의 경쟁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4.1 분석 전제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으로 하였으며, 전력

수요는 각 연도의 실적수요를 반영하였다. WASP-Ⅳ는 부하지속

곡선(LDC)을 이용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므로, 실적수요

를 분기별 부하지속곡선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표 7은 WASP-Ⅳ LOADSY 모듈을 실행하여 퓨리에함수로 표

현된 부하지속곡선의 연간 최대전력 및 전력수요량을 나타낸다.

  기존 발전설비 구성은 2001년 기준 운전중인 설비, 건설중인 

설비 및 1차계획 기준 폐지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계획에는 건설

예정 설비로 반영되어 있으나 착공 전 설비는 제외하였다. 정책

전원인 원자력 및 수력/양수는 2016년까지 연도별 발전설비 준

공실적을 확정적 설비로 반영하였다. 신규건설을 위한 후보전원

은 석탄 500MW, 복합 450MW 및 가스터빈 250MW의 3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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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차계획 입력전제 적용시 WASP- 결과

Table 9 WASP- Result of using 1st Plan Data

Year
New installation Added 

capacity
Reserve

(%)
GT CC Coal

2005 0 0 20 10,000 29.3 

2006 0 0 5 2,500 29.2 

2007 0 0 6 3,000 27.2 

2008 0 0 4 2,000 29.3 

2009 0 0 6 3,000 25.1 

2010 0 0 0 0 17.2 

2011 0 0 0 0 16.1 

2012 0 0 0 0 14.1 

2013 0 0 3 1,500 15.3 

2014 0 0 7 3,500 12.0 

2015 0 0 0 0 14.6 

2016 0 0 13 6,500 15.3 

전 체 0 0 64 32,000 

기술로 설정하였으며, 입력자료는 심사곡선분석에 적용한 표 5의 

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공급신뢰도(LOLP) 기준은 0.3일/년

을, 최대 설비예비율은 30%로 설정하였다. 표 8은 신규 발전설비 

건설이 없는 경우 기존 발전설비 구성 및 확정적 설비에 따른 

각 연도의 설비용량 및 예비율을 나타낸다.

석탄발전은 건설중인 설비가 2005년까지 준공된 후 2006년부

터는 신규건설 없이 18,466MW 규모를 유지하고, LNG 발전은 

2006년까지 증가하다 2009년부터 설비폐지에 따라 2016년 

14,922MW까지 감소한다. 설비예비율은 2005년부터 15% 미만으

로 하락하여 추가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하며, 이후 전력수요 증

가에 따라 2016년 –22.3%까지 감소한다. 공급신뢰도 0.3일/년에 

따른 설비예비율을 약 15% 수준으로 보면, 2016년까지 필요한 

신규 건설물량은 약 32,000MW가 된다.

4.2 분석 결과

4.2.1 석탄,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간 경쟁분석

  경쟁전원을 석탄화력,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으로 설정하고 

2005년부터 신규 발전기를 건설하도록 한 결과 석탄화력만 건설

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9는 1차 계획 입력전제 적용 시 

WASP-Ⅳ 결과를 나타낸다. 2005년 석탄화력 20기, 설비용량 

10GW가 건설되고 이후 연도에 추가적인 건설을 통해 총 64기, 

설비용량 32GW가 건설된다. 이는 정태분석에서 석탄화력이 가스

복합 및 가스터빈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는 결과와 일치한다. 

심사곡선분석에서 석탄화력과 가스복합의 이용률 분기점은 약 

10% 내외인데 반해 2001년 기저전원 비중은 약 58%에 불과하여, 

WASP-Ⅳ 결과에서는 석탄화력만을 건설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예비율은 2005년 대규모 석탄화력 건설을 통해 상한

치에 가까운 29.3%까지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에는 신뢰도기준(LOLP 0.3일/연) 수준인 설비예비율 15.3%를 나

타낸다. 

  표 10은 1차 계획 입력전제 적용 시 WASP-Ⅳ 결과의 발전원

별 용량 및 비중을 나타낸다. 32GW의 석탄화력 건설을 통해 기

저비중은 2001년 57.5%에서 2016년 74.9%까지 증가하는데 반해, 

LNG 전원은 신규 건설 없이 노후설비 폐지에 따라 2001년 

25.3%에서 15.2%까지 감소한다.

표 10 1차계획 입력전제 적용시 원별 설비용량 및 비중

Table 10 Capacity and Ratio of the Generation Technologies

Year

Nuclear Coal LNG
Total 

capacityCap.
(MW)

Share
(%)

Cap.
(MW)

Share
(%)

Cap.
(MW)

Share
(%)

2001 13,716  27.0 15,532 30.5 12,869  25.3 50,857

2005 17,716 25.1 27,966 39.6 16,433 23.3 70,645

2010 17,716 21.2 38,966 46.6 16,773 20.1 83,555

2015 21,716 24.0 43,966 48.7 14,923 16.5 90,305

2016 23,116 23.5 50,466 51.4 14,923 15.2 98,205

  입력전제 변화에 따른 WASP-Ⅳ 결과는 표 11과 같다. 1,2차 

계획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3차 계획에서는 석탄 건설이 85

기, 총 용량 42.5GW, 4차 계획부터는 89기, 총 용량 44.5GW가 

건설된다. 4차 계획부터는 2016년 예비율이 상한치인 30%에 도

달하며, 이러한 석탄화력의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는 연료가격 상

승에 따른 것이다.

표 11 입력전제에 따른 발전원별 신규 건설대수

Table 11 Capacity Additions in according to Data Input Scenario

Assumption
1st 

BPE
2nd  
BPE

3rd

BPE
4th

BPE
5th

BPE
6th

BPE
7th

BPE

GT 250MW 0 0 0 0 0 0 0

CC 450MW 0 0 0 0 0 0 0

Coal 500MW 64 64 85 89 89 89 89

Coal
Cap.(MW) 50,466 50,466 60,966 62,966 62,966 62,966 62,966

Share(%) 51.4 51.4 56.1 56.9 56.9 56.9 56.9

‘16 Reserve 
margin

15.3 15.3 27.6 30.0 30.0 30.0 30.0

4.2.2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간 경쟁분석

  WASP-Ⅳ를 이용한 동태분석에서는 석탄, 가스복합 및 가스터

빈 간 경쟁에서 석탄화력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표 1의 발전원별 신규 건설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석탄화력의 경우 부지여건, 송전선로 건설 및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여건에서는 최적전원구성 수준까지 건설할 수 없다. 석

탄발전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최적수준까지 건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이 대안으로 건설될 수 있으므

로, 석탄발전을 후보전원에서 제외하고 2001-2016년 석탄화력 

준공실적을 확정설비로 반영 후 가스복합과 가스터빈의 경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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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차계획 입력전제 적용시 가스터빈 및 가스복합 건설대수

Table 14 GT and CC Additions in the WASP-Ⅳ Result 

Year
New installation Added 

capacity
Reserve

(%)
LOLP

(d/y)GT CC

2001 0 7 3,150 14.2 0.20 

2003 0 3 1,350 15.3 0.24 

2005 0 6 2,700 15.9 0.27 

2007 1 2 1,150 11.6 0.26 

2009 0 6 2,700 12.4 0.29 

2010 0 14 6,300 14.1 0.30 

2011 6 1 1,950 15.8 0.30 

2013 0 2 900 15.1 0.27 

2014 0 3 1,350 12.3 0.28 

2016 1 7 3,400 11.9 0.26 

전 체 8 51 24,950

표 12 1차계획 입력전제 적용시 가스터빈 및 가스복합 건설대수

Table 12 GT and CC Additions in the WASP-Ⅳ Result 

Year
New installation Added 

capacity
Reserve

(%)
LOLP

(d/y)GT CC

2005 0 6 2,700 16.0 0.29 

2006 0 0 0 12.6 0.15 

2007 0 3 1,350 12.0 0.23 

2008 0 0 0 15.9 0.04 

2009 0 6 2,700 12.7 0.26 

2010 0 14 6,300 14.4 0.27 

2011 0 5 2,250 16.5 0.19 

2012 0 0 0 15.2 0.15 

2013 0 2 900 15.5 0.22 

2014 0 5 2,250 12.5 0.24 

2015 0 0 0 15.2 0.14 

2016 0 7 3,150 11.9 0.28 

전 체 0 48 21,600

기존 건설중인 석탄화력 외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준공실적

을 반영하여 7,500MW를 확정적 설비로 추가 반영하였다. 이는 

표 9의 최적화 결과인 석탄 신규 건설용량 32,000MW의 약 23%

에 불과하므로, 석탄발전 건설을 제약하면 부족분에 대해 가스복

합과 가스터빈이 경쟁하게 된다. 표 12는 석탄화력 신규 건설을 

7,500MW로 제약 시 1차 계획 입력전제에서 가스터빈 및 가스복

합의 경쟁결과를 나타낸다.

  가스터빈은 신규건설이 없으며 가스복합만 48기, 총 21,600 

MW가 공급신뢰도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까지 신규 건설된다. 현

실적인 제약에 따라 석탄발전이 최적수준까지 건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스복합만을 건설하고 가스터빈은 건설하지 않는 

것이 최적결과로 나타난다. 표 13에서와 같이 입력전제 변화에 

따른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간 경쟁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다. 이러한 결과는 석탄 미건설에 따른 부족용량을 표 1에서의 

가스터빈 건설 없이 가스복합만 건설하는 현 전력시장 결과와 일

치한다. 그러므로 가스터빈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가스복합만 

진입토록 하는 현 전력시장 신호는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13 입력전제에 따른 발전원별 신규 건설대수

Table 13 Capacity Additions in according to Data Input Scenario

Assumption
1st 

BPE
2nd  
BPE

3rd

BPE
4th

BPE
5th

BPE
6th

BPE
7th

BPE

GT 
250MW

0 0 0 0 0 0 0

CC 
450MW

48 48 48 48 48 48 48

4.2.3 유류발전기 폐지시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간 경쟁분석

WASP-Ⅳ를 이용한 동태분석 결과는 가스터빈이 가스복합 대

비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도출되어, 심사곡선분석을 이용한 정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다. 전력시장에서 가스터빈은 용량요금

(CP)을 통해 고정비(건설비 및 고정운전유지비)를 회수하고, 가스

복합은 용량요금 및 시장가격과 자기 변동비의 차(Infra Margin)

를 통해 고정비를 회수한다. 따라서 가스복합과 가스터빈의 경쟁

에서 가스복합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용량요금(CP)과 인프라

마진의 합이 가스복합의 고정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적

화 측면에서는 가스복합 신규 건설로 인한 연료비용 절감(한계발

전기 연료비단가 - 가스복합 연료비단가)이 가스복합과 가스터빈

의 고정비 차이보다 클 경우 가스복합을 건설하는 것이 총 비용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WASP-Ⅳ 결과에서는 가스복합 

건설로 인한 연료비용 절감분이 가스복합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가스복합 고정비-가스터빈 고정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운전 중인 발전기의 발전연료비 단가가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위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운전 중인 발전기 중 발전 연

료비가 큰 유류발전기 약 3,300MW를 2001년 폐지하고, 가스터

빈과 가스복합의 경쟁을 다시 모의하였다. 표 14는 1차 계획 입

력전제 적용 시 모의 결과를 나타낸다. 공급신뢰도 기준을 만족

하기 위해 유류발전기 폐지용량 약 3,300MW를 대체하여 

3,350MW 설비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가스복합

이 3기, 총 1,350MW 용량이 추가로 건설되고 나머지 2,000MW

는 가스터빈을 건설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전력시장에서의 가스

복합과 가스터빈의 경쟁구도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심사곡선분석에서는 가스터빈이 가스복합 대비 경쟁력

을 가지고 있으나, WASP-Ⅳ 분석에서는 가스터빈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발전연료비가 높은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이미 일정수준 참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개설 

이후 석탄발전이 최적전원구성 수준까지 건설되지 못하는 상황에

서 가스복합만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 가스터빈은 진입하지 

않는 현 전력시장결과는 합리적이며, 전력시장신호 또한 적정하

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5는 입력전제 변화에 따른 가스터빈 및 가스복합 건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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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입력전제에 따른 발전원별 신규 건설대수

Table 15 Capacity Additions in according to Data Input Scenario

Assumption
1st 

BPE
2nd  
BPE

3rd

BPE
4th

BPE
5th

BPE
6th

BPE
7th

BPE

GT 

250MW
8 8 6 6 1 0 2

CC 

450MW
51 51 52 52 55 56 54

LNG price

(Thousand 

KRW/GKal)

33.3 28.3 35.4 46.9 60.5 67.1 56.9

Discount 

rate(%)
8.0 7.0 7.5 7.5 6.5 6.5 5.5

표 16 가스터빈 입력전제 및 할인율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Table 16 Sensitivity Analysis of Input Data and Discount 

Rate

Assum.
Ref. 

Scenario

Discount rate 

scenario
GT/CC cost and efficiency scenario

8.0

%
5.5%

S1 

(+10%)

S2 

(-10%)

S3 

(PJM)
S4 

1st 

BPE

GT 8, 

CC 51
- × × × × ×

2nd 

BPE

GT 8, 

CC 51
× × × × × ×

3rd 

BPE

GT 6, 

CC 52
× × × × × ×

4th 

BPE

GT 6, 

CC 52
× × × × × ×

5th 

BPE

GT 1, 

CC 55

GT 2, 

CC 54
CC 56 CC 56

GT 2, 

CC 54

GT 2, 

CC 54

GT 2, 

CC 54

6th 

BPE
CC 56

GT 2, 

CC 54
× × × ×

GT 1, 

CC 55

7th 

BPE

GT 2, 

CC 54
× - CC 56 × × ×

수를 나타낸다. 3차 계획부터는 LNG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가스

터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건설대수도 축소되는 것으로 도출된

다. 가스터빈 2대를 가스복합 1기가 대체하고 있으며, 6차 계획

에서는 가스터빈은 건설되지 않는다. 가스터빈의 건설대수와 

LNG 연료가격의 상관계수는 -0.97이며, 이를 통해 가스터빈과 

가스복합의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LNG 연료가격임을 

알 수 있다. 연료가격이 상승할수록 가스복합의 인프라마진이 증

가하므로 가스터빈 대비 가스복합의 상대 경쟁력은 증가한다.

4.2.4 가스터빈 입력전제 및 할인율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

 연료비 외 가스터빈 경쟁력 요인(건설비, 운전유지비, 효율 및 

할인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 4의 가스복합 대비 가

스터빈 비용/효율 상대비중 및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

하였다. 할인율은 1차-7차 계획 할인율 최대값 8.0%와 최소값 

5.5%에 대해 2개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민감도분석 대상은 유

류발전기 폐지 시 가스복합 및 가스터빈 간 경쟁분석이다.

모의결과 1차-4차 계획에서는 가스터빈 입력전제 전체 시나리

오에서 할인율에 대한 변화가 없으며, 연료가격 상승으로 가스터

빈의 경쟁력이 낮은 5차-7차 계획에서만 변화가 있었다. 할인율 

8.0%에서는 가스터빈이 1-2대 증가하고, 할인율 5.5%에서는 1대 

감소하였다. 가스터빈 상대비율 시나리오에서도 가스터빈 건설대

수의 변화는 1-2대 수준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민감도 분석에서 기타 입력전제 변화에 따른 가스터빈의 경

쟁력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국내 전력시장에서 가스터빈의 경쟁

력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저효율 노후 발전기가 시장

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연료가격이 안정화 될 경우, 가스터빈

의 시장진입이 예상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가스터빈(GT) 발전기의 경

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 전력시장에서 가스터빈 발전기가 

진입하지 않는 결과가 효율적인 것인지 확인하였다. 현 전원구성 

및 전력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정태분석에서는 가스터빈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동태 분석에서는 경쟁

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전력시장에서 고정비가 낮은 

가스터빈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가스복합만이 진입하는 원인

은 기존 운전 중인 첨두발전기의 발전변동비가 높은데 있다. 즉, 

가스복합을 건설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스터빈을 건설하

는 것보다 효율적인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스터빈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가스복합만이 진입하는 현 전력시장 결과는 효율

적이며 시장가격신호는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력시장 

결과에 대한 그동안의 의문점, 가스터빈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스터빈을 용량요금(CP) 산정 기준발전기로 정하는 것

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 

전력시장에서는 가스터빈이 진입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

며, 향후에는 노후 저효율 설비의 점진적인 폐지에 따라 시장진

입이 예상되므로 가스터빈을 용량요금 기준발전기로 설정하는 것

은 적정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전원구성에 있어 계획과 시장의 정합성원

리 하에 가스터빈의 경쟁력을 정태 및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입

력자료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미래 전력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 전력수요 패턴 변화 

및 간헐성 신재생자원의 증가에 따른 영향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 또한, 계획측면에서의 분석은 실시간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 미래 전력시장 제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미래 

전력산업 환경에서의 가스터빈 경쟁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직접적인 전력시장모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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