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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omparing coal thermal plant to LNG combined power plant in respect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 analysis. In addition sensitive analysis of power cost and 
discount rate is conducted to compare the result of change in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when they generate 10,669GWh yearly, coal thermal 
power plant emits sulfur oxides 959ton, nitrogen oxide 690ton, particulate matter 168ton and 
LNG combined power plant emits only nitrogen oxide 886ton respectively every year. 
Regarding economic cost analysis on both power plants during persisting period 30 years, coal 
thermal power plant is more cost effective 4,751 billion won than LNG combined taking in 
account the initial, operational, energy and environmental cost at 10,669GWh yearly in spite 
of only LNG combined power plant’s energy cost higher than coal thermal. In case of 
sensitive analysis of power cost and discount rate, as 1% rise or drop in power cost, the total 
cost of coal thermal power plant increases or decreases 81 billion won and LNG combined 
157 billion won up or down respectively. When discount rate 1% higher, the cost of coal 
thermal and LNG combined power plant decrease 498 billion won and 539 billion won for 
each. When discount rate 1% lower, the cost of both power plant increase 539 billion won 
and 837 billion won. With comparing each result of change in power cost and discount rate, 
as discount rate is weigher than power cost, which means most influential variable of power 
plan is discount rate one of exogenous variables not endogenous. 

Keywords: Coal Thermal Power Plant, Cost Analysi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LNG Combine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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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면서 미세먼

지를 배출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

게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합

동으로 발표한 자료1)를 보면 미세먼지 배출 비

중이 사업장 38%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건설

기계, 선박 등이 16%, 세 번째로 발전소 15%, 

4위는 11%로 경유차가 차지하였다. 이러한 부

문별 미세먼지 배출 비중에서 사업장이 다른 

부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단기간 내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주로 대기오염물질 방집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를 통해 저감 노력을 하

고 있다. 반면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발전소의 경우 청정에너지 혹은 

화석에너지 등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냐에 따

라서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차이가 크므로 

화석에너지 대신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동차와 발전시설을 확대하면 단기간에 미세먼

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

다.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유차 대신에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차가 있

고 발전시설의 경우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대신에 LNG를 사용하는 LNG복합

화력발전소가 있다. 대기오염물질만 생각한다

면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 이외의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면 간단하지가 않다. 특

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은 저렴하나 환경 

영향이 나쁘고, 비용은 높으나 환경 영향이 상

대적으로 더 좋은 반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발

전소의 경우 환경적으로는 LNG복합화력발전

소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비교 우위에 놓여 있

으나 발전소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연료비, 시

설유지비 등을 포함한 발전비용은 석탄화력발

전소가 LNG복합화력발전소에 비교 우위에 있

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보다는 비용을 더 중

요시하게 고려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

1)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환경을 더 비중 있게 고

려한다면 LNG복합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것

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에서는 간단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이

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

물 등의 대기오염,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

경문제, 전기세 상승으로 인한 산업 및 생활문

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현

실적 대처로는 발전믹스 정책으로 발전원별 발

전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현실적 

상황에 맞게 발전비중을 조절하면서 발전수요

를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한 시

즌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미세

먼지 배출이 없는 LNG화력발전의 발전량을 높

이는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LNG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LNG화력발전의 발전량이 높

으면 발전단가가 상승하여 전기세 인상이 불가

피하므로 이러한 여건에서는 LNG화력발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을 높이

는 것이다. 

국내 발전비중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원은 석탄, 원자력, LNG 등2)인데 시기적으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영향과 연료비용 등 복합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NG는 비용에서는 

석탄보다 비싸나 더 적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하므로 시기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기에

는 가급적 LNG복합화력 발전량을 높이려고 하

였을 것이며, 여러 요인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

로 인해 LNG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가급적 석

탄화력 발전량을 높이려고 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탄과 LNG 모두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국

외영향3)도 연평균 30~50%, 고농도 시 60~80%

로 추정하고 있어 단순히 단편적 측면만을 고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7)

3)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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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석탄화력이 유리한 것인지, LNG복합화

력이 유리한 것인지 단정 짓기 어렵다. 특히, 

비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석탄화력과 LNG복합

화력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

한 건강영향 등의 사회적 피해의 환경성을 고

려하기가 쉽지 않고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기에는 발전에 있어서 비용적 측면

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두 항목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종합

적 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여 환경

적 영향을 비용화함에 따라 발전비용과 환경영

향 측면을 모두 고려한 석탄화력발전과 LNG복

합화력발전의 경제성 비교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이 가능하다. 

화력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미

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

이고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LNG복합화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 공급자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서 상

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복합화력발전

으로 발전비중을 높일 시 전기료 인상이 불가

피할 수 밖에 없으며 전력 수요자 입장에서는 

발전단가 인상으로 인해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력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LNG복합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환경

성이 포함되지 않은 발전과 관련한 비용만을 

고려한 판단이므로 실제로 화력발전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추가

적으로 경제성 비용 분석에 있어서 내생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단가와 외생 변

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에 대

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결과도 비교

해 보고자 한다. 두 개의 다른 화력 발전의 비

교 분석을 위해서는 유사한 조건의 상황에서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야하므로 본 고에서는 

한국남동발전에서 영흥지역 화력발전 870MW 

용량의 2기를 신설하기 위해 고려하였던 석탄

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의 자료를 적용

하였다. 

본 고의 구성으로는 먼저 관련 연구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하며 이어서 영흥화

력 사례를 중심으로 두 화력발전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 중심으로 환경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경제성 비용분석을 위해 분

석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여 두 화력발전의 경제성 비용분

석을 도출하여 비교할 것이다. 경제성 비용분

석의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비용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내생 및 외생변수의 

영향의 크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볼 연구는 경제성 

비용분석과 관련된 방법과 분석과정에서 적용

될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 할인율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에 대한 연구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국내에서 

주로 활용한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

게 3개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Markandya 

(1998), Holland (2002), Ricardo-AEA (2014)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오염물질은 

각각 차이가 있으며 전체 목록은 SO2(Sulfur 

Dioxide) NOx(Nitric Oxide), PM2.5(Particulate 

Matter)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로 시기에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 

경향이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세 개의 연구

결과의 특징에 맞추어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 연구에 대한 각 연구

의 특징으로는 Holland and Watki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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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PM2.5와 SO2의 피해비용에 대해 시골

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지역

의 경우 좀 더 세부적으로 인구 10만명, 50만

명, 100만명, 100만명 이상으로 나누어서 인구 

10만명 기준에 대한 피해비용에 가중치를 적용

하여 인구가 더 많을수록 피해비용은 5~15배

까지 더 높아진다. Ricardo-AEA (2014)는 

PM2.5에 대해서 시골, 교외, 도심지역으로 구분

하여 피해비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골지역은 

km2당 150명 이하, 교외지역은 300명, 도심지

역은 1,50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구밀도를 

고려한 PM2.5 피해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발생하게 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

화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과 관련된 연구로 주

요 연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할인율의 수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제시하는 할인율로 2017년 11월에 

4.5%로 개편하였다. 이 수치는 기존 5.5%에서 

1% 하락한 수치로 지난 개편 이후로 시장금리

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10년 만에 재개

편 되었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

담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과 관련한 

모든 연구 및 분석은 개편 이전 10년 동안 

5.5%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개편 이후에는 4.5%

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

사 제도에서 제시하는 할인율 수치 외에 다른 

수치를 적용한 연구로는 Kang Kwang-Kyu 

(2010), Choi Eun-Ho (2011), Kim Jong- 

Won (2016) 등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할인율은 공통적으로 국고채 

금리 평균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가치로 전

환해야 할 미래의 시기에 따라서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평균을 환경 비용

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의 비용항목에 할인율로 

적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출한 할인

율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미래가치를 현

재가치로 전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 항목들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10년 만에 할인율이 개편되었듯이 할인율을 적

용할 기간과 물가 및 소득수준 등의 여러 경제

지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특정 수치를 소개함

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경제상황에 따라 조

정이 되는 국고채 금리 평균을 할인율로 적용

할 시에는 할인율 적용 기간과 경제지표 등의 

변화가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할인율로서 적용

할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 등 평가방법과 관련

한 연구로는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에서 제시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분석방

법으로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

률이다. 분석 기법은 3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이

는 모두 비용과 편익을 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 

및 사례별 활용 편의를 위해 재구성하는 정도

의 차이이다. 평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하며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수익률이 도출되어야 한다. 

한편, 사업의 대안을 비교하는 차원의 평가에

서는 Kim Jong-Won (2016)에서와 같이 각 대

안별 순현재가치를 모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안의 편익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차감함에 

따라 설정 편익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은 대

안이 비교 대안보다 더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편익을 산출한 선행연구로는 Oh Seok- 

Hyun (2012)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고려한 열병합 발전의 편익을 

산출하였고 연료별 열병합 발전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계수를 고려한 환경비용을 산정하였

다. 고려된 연료원으로는 유연탄, 무연탄, LNG 

등등이 있는데 이 연료원은 연소 시 이산화탄

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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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lutant Predictive Concentration

Max. 24hrs Annual Average

SO2

NO2

PM10

Source: Korea South-East Power (2012)

Ⅲ. 환경성 평가 고찰

화력발전의 환경성 평가는 남동발전 영흥화

력 지역에 발전설비 870MW의 화력발전 2기를 

석탄화력발전으로 건설하여 가동할 경우와 

LNG복합화력발전으로 건설하여 가동할 경우

에 대해서 발전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농

도와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오염농도의 경우 가동률 80%대 수준을 

유지하여 발전하였을 때 24시간 최대 오염농도

와 연간 평균농도를 비교하였다. 

사용연료 차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과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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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 Pollutants’ Emission
(Unit: ton/year)

Annual Generation Power Plant SO2 NO2 PM10

10,669GWh
Coal Thermal 959 690 168

LNG Combined - 886 -

Source: Korea South-East Power (2012)

복합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차이가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이며 LNG복합화력발전의 경

우 질소산화물이다.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영향은 모든 오염물

질에 대해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순서로 영

향이 큰데 이것은 영흥화력이 인천시 영흥도에 

위치한 위치적 특성 때문이다.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황산화물의 경우 신설되는 화력발전

의 가동과 상관없이 수도권 지역 모두 가동 이

전과 이후 모두 대기환경기준 수치 이내의 농

도이다. 반대로 미세먼지의 경우 가동 이전부

터 수도권 지역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므

로 가동 이후 그 영향은 더욱 가중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질소산화물의 24시간 최

대 농도의 경우 가동 전부터 수도권 지역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나 연간평균 수치에서는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과는 다르게 가

동 전·후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한다. 결

국 신설되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해 대기환

경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으

나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경우 대

기질에 가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경우 Korea 

South-East Power (2012)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전량 10,669GWh 기준으로 석

탄화력발전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황

산화물 959톤, 질소산화물 690톤, 미세먼지 168

톤이며 LNG복합화력발전은 질소산화물 886톤

으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배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 두 화력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차이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의 경우는 LNG복

합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양이 거의 없으므로 

석탄화력발전 배출량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고 

질소산화물은 연간 196톤이 LNG복합화력발전

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 

Ⅳ. 경제성 비용분석

경제성 비용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은 실

질적 비용에 대한 자료로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 비교 시 입지 및 건설 여건

이 다르면 직접 비교에 있어서 오차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에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증설 

계획 시 석탄화력발전 혹은 LNG복합화력발전

으로 증설을 고려하기 위해 조사 및 산출하였

던 Korea South-East Power (2012)과 Kang 

Kwang-Kyu (2012)의 자료를 적용하기로 하

겠다. 

1. 분석 방법

여러 대안에 대해 경제성 비용분석 수행 시

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

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비용편익분석방법으로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편익이 비

용보다 크면 비용효율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며, 반대로 비용이 더 크면 비효율적 

대안으로 본다. 특히 동일분야에서 여러 대안

을 비교 분석할 시에는 편익을 동일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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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분석결과의 비교가 용이하며 분석과

정의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다양한 비용

편익분석 방법 중에서 순현재가치법이 많이 활

용된다. 순현재가치법은 현재가치의 시점에서 

분석 대안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여 각 대안에 대

해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

전에 대한 경제성 비용분석 시 두 화력발전의 

편익 항목은 발전량으로 증설시설에 대한 발전

량의 수요는 두 화력발전에 동일하다. 따라서 

발전량에 대해서 두 화력발전을 동일하게 설정

하게 되면 설정한 편익에 따른 비용만 고려하

여 비교하면 되는 편의성이 있다. 수식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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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I0: 초기비용

Bt: t차년도에 발생하는 편익

Ct: t차년도에 발생하는 비용

T: 내구연한

r: 할인율 

   
 

  



 




  



 



   
 

  



 




  



 



  

                                     (2)

NPVC: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순현재가치

NPVL: LNG복합화력발전에 대한 순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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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순현재가치법의 일반형태로 초기비

용과 함께 매년마다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내구연한 기간 동안의 연간 편익 혹

은 연간 비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화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하

면 내구연한 기간 동안의 초기비용, 편익, 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함으로써 분석의 편의

성을 높일 수 있다.

식 (2)는 순현재가치법의 일반 형태에 본 연

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석탄화력발전과 LNG

복합화력발전의 경우를 각각 대입한 수식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순현재가치는 석탄화력발

전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초기비용과 완공 이후 

내구연한 기간 동안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

는 편익과 비용을 의미하며 동일하게 LNG복

합화력발전에 대한 순현재가치는 LNG복합화

력발전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초기비용과 완공 

이후 내구연한 기간 동안 LNG복합화력발전에

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수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식 (3)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순현재가치에 

LNG복합화력발전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한 식

으로 초기비용과 편익 그리고 비용의 3가지 항

목에 있어서 각각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

력발전에 대해 항목별로 각각 매칭하여 단순화

시킨 형태이며 여기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대안의 분석결과의 비교를 위해 석탄화력발

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의 편익인 발전량을 동

일하게 설정하면 편익 항목은 서로 동일하므로 

결국은 비용항목으로만 구성된 식 (4)의 형태

가 된다. 식 (4)의 형태는 편익 항목이 없어 석

탄화력발전이나 LNG복합화력발전의 편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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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ruction Cost
(Unit: Million won) 

Coal Thermal LNG Combined

Item Amount Item Amount

Equipment

Boiler 490,939
HRSG 91,392

Control System 17,285

Turbine/Generator 230,638
Gas Turbine 334,680

Steam Turbine 234,698

Auxiliary 794,529
Sub System 14,770

Sub Machine 184,517

Sub Total 1,516,106 Sub Total 877,343

Building

Civil Engineering 117,124 Civil Engineering 84,612

Architecture 226,224 Architecture 87,238

Machine 180,866 Machine/Piping 72,849

Electricity/
Measurment 83,851 Electricity/

Instrumentation 55,090

Sub Total 608,065 Sub Total 299,790

Overhead

Design 95,139 Design 55,082

General Overhead 66,024 General Overhead 133,353

Reserve 63,886 Reserve 35,314

Sub Total 225,050 Sub Total 223,749

Interest 111,344 79,465

Total 2,460,565 1,480,347

Source: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2010)

대해 분석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설

정한 편익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편

익에 맞추어서 산출해 주어야 한다. 식 (4)를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값이 음(-)의 값으로 나오

면 석탄화력발전의 순현재가치가 더 높으므로 

석탄화력발전이 LNG복합화력발전보다 더 비

용효율적이라는 의미이며, 반대로 결과값이 양

(+)의 값으로 나오면 동일한 편익에 대해 LNG

복합화력발전의 비용이 석탄화력발전보다 덜 

발생하므로 LNG복합화력발전의 순현재가치가 

더 높으므로 LNG복합화력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보다 더 비용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2. 항목별 비용

2.1. 초기비용

비용 평가 분석에 있어서 초기비용은 주로 

발전소 건설비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발

전소 가동을 통해 발전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

기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발전소가 

완공이 되어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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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Unit Cost
(won/kWh)

Yearly Generation
(GWh)

Yearly Fuel Cost
(million won)

Coal Thermal 44.9
10,669

480,006

LNG Combined 86.5 923,843

Table 3. Fuel Unit Cost and Yearly Fuel Cost

Source: www.epsis.kpx.or.kr/

전소는 더 이상 초기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 수명이 다 되어 폐기

하기까지의 초기비용은 다른 비용 항목과 비교

하여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초

기 1회에 발생하는 단발적인 비용이다. 본 연구

에서 적용할 데이터는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2010) 자료로 시기적으로는 최

근 자료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의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을 같은 시

점에서 건설비용을 추정한 사례이므로 두 화력

발전의 비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나 건설 환경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의 비용 추정 자료보다는 

정확도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의 건설비

용 항목은 크게 기자재비, 시공비, 간접비, 건

설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화력발전의 특징에 따라서 각 항목마다의 세부

사항 및 금액은 차이가 있다.

두 화력발전의 건설비용과 항목별 비중을 살

펴보면 870MW 용량의 2기를 건설하는데 총금

액은 석탄화력발전이 2조 4,605억원이고 LNG

복합화력발전은 1조 4,803억원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건설비용이 LNG복합화력발전 비용의 

66% 정도 높다. 한편 기자재비의 경우 석탄화

력발전은 총비용의 62%를 차지하고 LNG복합

화력발전은 59%를 차지하므로 두 화력발전의 

기자재비의 비중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시

공비는 각각 25%, 20%로 석탄화력발전이 더 

높으나, 간접비의 경우 9%인 석탄화력발전보

다 LNG복합화력발전이 15%로 더 높다.

2.2.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정기적 혹은 필요 시 지속적인 

전력생산을 위해서 요구되는 비용으로 크게 발

전설비 및 환경설비 부품에 대한 정기적 교체

나 유지보수적 차원에서의 수리비 및 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 부품교체의 경우 매년마다 주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품과 함께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부품이 있고 수리비의 경

우도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기간을 두고 산정하는 것은 부

정확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에 대해 주기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 South-East Power (2012)에서 공개한 

연간 석탄화력발전의 운영비는 MWh당 19백

만원이고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우는 18백만

원으로 1,740MW 규모의 화력발전에 소요되는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의 연간 운

영비는 각각 345억원과 314억원이 된다.

2.3. 연료비용

연료비용은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에 

대한 발전단위당 비용으로 연간 발전량에 따라 

그 비용이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통계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발전단위당 석탄과 

LNG 비용을 적용할 것이며 여러 상황에 따라 

석탄 및 LNG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특정 시점

의 비용을 적용하기보다는 최근 3년간의 연료

비 단가 평균을 적용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석탄의 연료비 단가는 34.7~52.6원/kWh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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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ir Pollutants’ Damage Cost(2010)
(Unit: Euro/ton) 

Source: Ricardo-AEA (2014)

에 있으며 이 시기 동안의 평균은 kWh당 44.9

원이다. LNG의 연료비 단가는 80.2~93.7원

/kWh 범위로 평균은 kWh당 86.5원이다. 최

근 3년 동안의 연료비 단가는 LNG가 석탄의 2

배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연간 발전량에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연간 

연료비를 산출하면 연간발전량이 10,669GWh

일 때의 연료비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4,800

억원이며 LNG복합화력은 9,238억원이다. 

2.4. 환경비용 

환경비용은 화력발전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

기오염물질에 따른 다양한 피해를 비용으로 환

산한 비용을 의미하며 앞서 소개한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에 대해 오염물질별 단위당 피해비용

을 적용하여 환경비용을 환산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로는 Ricardo-AEA 기관의 연구를 통해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한 대기오염

물질별 피해비용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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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nual Damage Cost of Air Pollutants from Power Plant
(Unit: Million won/year)

SO2 NO2 PM10 Total

Coal Thermal 17,511 13,081 80,933 111,526

LNG Combined - 16,800 - 16,800

Difference 17,511 -3,719 80,933 94,726

메탄계 휘발성 유기화합물(NMVOC), 황산화물

(SO2)에 대한 각각의 피해비용을 유럽의 23개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경우 시

골지역, 교외지역, 도시지역으로 분류하여 명

시화고 있다. 다양한 국가별로 오염물질별 피

해비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수치는 이들의 평균값을 사용하고자 하며 미세

먼지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값을 활용하고자 한

다. 한편 23개 나라의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의 

평균값을 사용하기에는 피해비용 산정에 영향

을 미치는 나라별 GDP, 인구밀도 등등 나라별

로 차이가 나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GDP와 인구밀

도 등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국내의 오

염물질별 피해비용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데이

터 수의 한계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평균값을 활용하는 일반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은 2010년 기준의 유로

값이므로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먼

저 2010년 평균 원화환율을 적용하고 이후 국

내의 물가상승률을 대입하여 비용을 현재화하

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산출된 도시지역 

미세먼지 피해비용은 톤당 481,747천원, 황산

화물은 톤당 18,260천원, 질소산화물은 톤당 

18,972천원이다.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앞서 

산출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에 적용하면 연간 

발전량 10,669GWh 상황에서는 석탄화력의 경

우 1,115억원, LNG복합화력은 168억원이다. 

3. 경제성 비용분석

경제성 비용분석에서는 화력발전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을 포함한 항목

별 비용을 화력발전의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현

재가치화하는 작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의 비교 우위 및 비용효율의 

크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적용할 

화력발전의 내구연한은 한국남동발전 내부지침

에서 화력발전 설계수명으로 명시한 30년을 기

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할인율로는 기획재정

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시 발표한 

4.5%를 적용하고 과거의 비용을 현재화하기 

위해 적용한 지표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

한 물가상승률을 활용하였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대로 석탄화력발

전과 LNG복합화력발전 두 대안의 연간 발전량

인 10,669GWh로 설정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

용을 고려하여 두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비교하

고자 한다. 먼저 현재 기준이 아닌 항목별 연간

비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8년 값

으로 조정해주면 초기비용의 경우 석탄화력발

전이 LNG복합화력발전보다 1조 1,401억원이 

더 높다. 환경비용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이 더 높은데 

연간 947억원이 더 높다. 운영비용의 경우도 

석탄화력발전의 건설비용이 더 높은 것과 함께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로 인한 환경설비

에 대한 운영비에 따른 측면으로 연간 30억원

의 운영비용이 더 높게 발생한다. 연간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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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nual Cost(2018)
(Unit: Million won)

Construction Environment Operation Fuel

Coal Thermal 2,862,058 111,526 34,506 480,006

LNG Combined 1,721,897 16,800 31,499 923,843

Difference 1,140,161 94,726 3,008 -443,837

Table 6. Cost Analysis Result
(Unit: Billion won)

Construction Environment Operation Fuel Total

Coal Thermal 2,862
(24.1%)

1,898
(14.0%)

587
(4.5%)

8,170
(60.4%)

13,518
(100%)

LNG Combined 1,721
(8.5%)

285
(1.6%)

536
(2.9%)

15,725
(86.1%)

18,269
(100%)

Difference 1,140 1,612 0.461 -7,554 -4,751

는 LNG복합화력발전이 더 높으며 그 차액은 

4,438억원이 더 높다. 지금까지 언급한 항목별 

연간비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대비 LNG복합화력

발전의 경제성 비용분석을 위해 산출한 항목별 

연간비용을 화력발전 내구연한 동안의 비용으

로 현재가치화하여 두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비

교하려 한다. 화력발전 내구연한 30년 동안의 

비용에 대해 현재가치화하기 위해서 매년 발생

하는 비용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30년 동안의 

비용을 항목별로 모두 더하면 석탄화력발전은 

13조 5,184억원, LNG복합화력발전은 18조 

2,695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석탄화력발전이 

4조 7,511억원이 더 경제적이다. 항목별로는 

석탄화력발전이 연료비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에서 LNG복합화력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

요되지만 연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두 화력

발전 간의 연료비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과

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비용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화력발전 내구연한인 30년 동안의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 연료

비용의 비중은 전체비중에서 60%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초기비

용 24%, 환경비용 14%, 운영비용 4% 비중의 

범위에 있다. LNG복합화력발전도 전체비용에

서 연료비용의 비중이 86%로 제일 높고, 그 다

음은 초기비용 8%, 운영비용 비중이 3%, 환경

비용 비중이 1%대로 가장 낮다. 두 화력발전의 

항목별 비중에 대한 특징으로는 먼저 연료비중

의 경우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석

탄화력발전의 연료비중이 약 60%로 LNG복합

화력발전보다 25%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반

면 환경비용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이 LNG복

합화력발전의 환경비용 비중보다 10배가 될 정

도로 높다. 또한, LNG복합화력발전은 비용항

목 중에서도 환경비용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

지함에 따라 LNG연료가 친환경연료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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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st Analysis Result from Change in Fuel Cost
(Unit: Billion won)

Construction Environment Operation Fuel Total

Fuel Cost
1% Up

Coal 
Thermal

2,862
(21.0%)

1,898
(14.0%)

587
(4.3%)

8,252
(60.7%)

13,600
(100%)

LNG 
Combined

1,721
(9.3%)

285
(1.6%)

536
(2.9%)

15,882
(86.2%)

18,426
(100%)

Difference 1,140 1,612 0.461 -7,630 -4,826

-

Coal 
Thermal

2,862
(24.1%)

1,898
(14.0%)

587
(4.5%)

8,170
(60.4%)

13,518
(100%)

LNG 
Combined

1,721
(8.5%)

285
(1.6%)

536
(2.9%)

15,725
(86.1%)

18,269
(100%)

Difference 1,140 1,612 0.461 -7,554 -4,751

Fuel Cost
1% Down

Coal 
Thermal

2,862
(21.3%)

1,898
(14.1%)

587
(4.4%)

8,088
(60.2%)

13,436
(100%)

LNG 
Combined

1,721
(9.5%)

285
(1.6%)

536
(3.0%)

15,568
(86.0%)

18,112
(100%)

Difference 1,140 1,612 0.461 -7,479 -4,675

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친환경발전을 위해

서는 LNG복합화력발전에 대한 연료비용을 낮

출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이나 연료효율 및 발

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민감도 분석

석탄 및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제성 비용에 

대해 비교하면서 고려한 항목은 건설 및 설비 

등의 초기비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

경비용, 부품교체 및 수리 등의 운영비용 그리

고 연료비용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경제성 비용분석 항목 중 내생변수로서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이자 

항목은 연료비용이다. 반면에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외생변수로는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이 

있으며 화력발전 내구연한이 30년이므로 외생

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할인

율이다. 이번 장의 민감도 분석에서는 내생변

수 및 외생변수로 경제성 분석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연료비용과 할인율의 각 변수에 대해 동

일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설정이 경

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내생변수 변화에 따른 결과와 외생변수 

변화에 다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내생적 요

인과 외생적 요인에 따른 영향의 크기도 비교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내생적 요인으로 앞서 경제성 비용분석

에서 적용한 연료비 단가에 대해 1% 증가 및 

감소한 경우의 분석이다. 석탄화력발전 경제성 

비용분석에 있어서 연료비용에 적용한 단가는 

44.9원/KWh이고 LNG복합화력발전에 적용한 

단가는 86.5원/KWh이므로 민감도 분석에 적

용할 단가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45.4원

/KWh와 44.5원/KWh이고 LNG복합화력발전

은 87.4원/KWh와 85.7원/KWh이다. 이를 각

각 적용한 경제성 비용분석 결과로 두 화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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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st Analysis Result from Change in Discount Rate
(Unit: Billion won)

Construction Environment Operation Fuel Total

Discount 
Rate 

1% up

Coal 
Thermal

28,620
(22.0%)

18,095
(13.9%)

5,598
(4.3%)

77,884
(59.8%)

130,199
(100%)

LNG 
Combined

17,218
(9.8%)

2,725
(1.6%)

5,110
(2.9%)

149,900
(85.7%)

174,956
(100%)

Difference 11,401 15,370 488 -72,015 -44,756

-

Coal 
Thermal

28,620
(24.1%)

18,983
(14.0%)

5,873
(4.5%)

81,706
(60.4%)

135,184
(100%)

LNG 
Combined

17,218
(8.5%)

2,859
(1.6%)

5,361
(2.9%)

157,255
(86.1%)

182,695
(100%)

Difference 11,401 16,124 461 -75,549 -47,511

Discount 
Rate

1% Down

Coal 
Thermal

28,620
(20.4%)

19,944
(14.2%)

6,170
(4.4%)

85,842
(61.1%)

140,578
(100%)

LNG 
Combined

17,218
(9.0%)

3,004
(1.6%)

5,633
(2.9%)

165,216
(86.5%)

191,073
(100%)

Difference 11,401 16,940 537 -79,374 -50,494

전의 전체 연료비만 1% 증가하고 감소하는 결

과이며 이에 대한 증감금액이 경제성 비용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경제성 비용분석 항

목별 비중에서는 연료비용이 증가하고 감소함

에 따라 다른 비용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연료

비 단가 1% 변화에 따른 변동금액은 석탄화력

발전이 817억원이고 LNG복합화력발전은 

1,573억원이며 이에 따른 석탄화력발전대비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제성은 1% 증가 시 4조 

8,267억원, 1% 감소 시 4조 6,756억원이 석탄

화력발전에게 더 유리하게 도출되었다. 

앞서 내생변수 중 하나이며 경제성 비용분석

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에 대한 민

감도 분석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외생변수로

서 경제성 비용분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연료비 민감도 분석 설정과 동일하게 할

인율 수치에 대해 1% 증감할 때의 경제성 비용 

민감도 분석으로 할인율 4.95%와 4.05%를 각

각 적용한다. 할인율은 화력발전 내구연한 30

년 동안 연간 10,669GWh 발전 시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므

로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30년 동안 매년마다 

발생하는 환경비용, 운영비용, 연료비용 항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할인율이 

1% 상승하면 석탄화력발전의 총비용은 4,985

억원이 감소하고 LNG복합화력발전은 7,739억

원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두 화력발전이 연간 

10,669GWh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탄

화력발전이 4조 7,511억원 비용절감이 되었던 

게 할인율이 1% 증가함에 따라 2,754억원이 

줄어든 4조 4,7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할인율 1% 하락 시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총

비용은 5,394억원, LNG복합화력발전은 8,378

억원이 각각 증가한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이 

LNG복합화력발전보다 4조 7,511억원이 비용

적으로 더 우수하였던 결과에서 할인율이 1% 

낮아져 LNG복합화력발전의 비용증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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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억 더 큼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

이 5조 494억원 더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산출

되었다. 할인율 변화에 따른 두 화력발전의 경

제성 비용 결과를 살펴보면 할인율은 높을수록 

LNG복합화력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유리하

고 하락하면 석탄화력발전이 상대적으로 유리

하다. 

지금까지 분석한 연료비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일한 변

화율에 대해 내생변수인 연료비보다는 외수변

수인 할인율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연료비 단가 1% 증감 시 석탄화

력발전의 총비용이 0.6% 증감하고 LNG복합화

력발전은 0.8% 증감한다. 할인율 1% 증감 시 

석탄화력발전의 총비용은 각각 3.7% 감소 및 

4.0% 증가하고 LNG복합화력발전은 각각 

4.2% 감소 및 4.6% 증가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점은 연료비 민감

도 분석의 경우 연료비 단가의 1% 증가 및 감

소에 대한 연료비 총액 변화의 크기가 동일하

고 이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도 동일한 변화

량이다. 할인율의 경우는 1% 크기로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동일한 변화량에 대한 민감도 분

석이지만 그 결과로 인한 경제성 비용분석 결

과는 서로 다르다. 그 이유로 연료비는 연료비 

발전단가에 발전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후 

다른 항목의 비용과 더하여서 계산하는 산술적 

방식이라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방식은 화력발

전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발전비용을 현재

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할인율이 제곱

형식의 지수방식에 의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앞서 경제성 비용분석 방

법을 소개한 항목에서 식(1)과 같이 미래의 비

용을 현재가치화하는 데 있어서 화력발전의 내

구연한 기간만큼 할인율을 제곱하여 비용을 나

누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산술적 계산이 아

닌 기하적 방식의 계산으로 인해 할인율 수치

의 1% 증감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량이 동일하

지 않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미세먼지와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사회적 관

심이 높은 시점에서 두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화력발전의 환경성 

및 경제성 비용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또

한, 분석과정에서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

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와 할인율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결과값의 변화

와 함께 두 변수의 특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들

을 요약하고 각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환경성 평가의 경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별 농도와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연간 발전량 

10,669GWh일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석탄

화력발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은 황산화물 959톤, 질소산화물 690톤, 미세먼

지 168톤이다.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우 황산

화물과 미세먼지는 거의 배출이 되지 않는 반

면에 질소산화물은 연간 886톤이 배출됨에 따

라 석탄화력발전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한다. 

경제성 비용분석의 경우 건설 및 설비 비용

에 대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필

요한 비용인 초기비용과 발전소를 유지 및 운

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 전력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용과 함께 화력발전별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을 고려하여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적용

한 환경비용까지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두 

화력발전의 내구연한 30년 기간 동안 연간 발

전량 10,669GWh일 때 LNG복합화력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4조 7,511억원 더 많은 비용

이 소요되는데 초기비용과 환경비용, 운영비용

은 석탄화력발전이 더 높고 연료비용은 LNG복

합화력발전이 더 높다. 하지만 두 화력발전의 

연료비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는 연

료비용이 더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이 LNG복합

화력발전과 비교하여 비용효율적이다. 다른 연

간 발전량의 경우도 연료비용을 제외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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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은 석탄화력발전이 더 높으나 두 화

력발전의 경제성 비용분석결과로는 동일한 발

전량을 생산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이 LNG복합

화력발전보다 더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연료비용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두 화력발전의 내구연한 기간 동안의 연료비 

비중은 석탄화력발전이 60.4%이고 LNG복합

화력발전은 86.1%로 두 화력발전 모두 연료비 

비중이 높으며 특히 LNG복합화력발전은 석탄

화력발전보다 약 25%가 더 높아서 발전량이 

더 낮을수록 두 화력발전 간의 경제성 비용 차

이는 감소한다.

경제성 비용분석에 있어서 내생 및 외생변수

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와 할인율

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로는 연료비가 1% 증

가 및 감소 시 석탄화력발전의 총비용은 817억

원이 각각 증가 및 감소하고 LNG복합화력발전

은 연료비 단가가 석탄화력발전보다 더 높았던 

만큼 1,573억원이 각각 증가 및 감소한다. 결

국 동일한 비율로 연료비가 상승하면 석탄화력

발전이 유리하고 하락 시에는 LNG복합화력발

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할인율의 경우 1% 

증가 시 석탄화력발전의 총비용은 4,985억원이 

감소하고 LNG복합화력발전은 7,739억원이 감

소한다. 1% 감소 시에는 5,394억원, 8,378억원

이 각각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경제

성 비용분석 항목별로 실질적인 비용을 적용한 

석탄화력발전대비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제성 

평가는 석탄화력발전이 더 우수하며 이러한 결

과는 석탄화력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LNG복합

화력발전의 52% 수준이어서 초기비용과 운영

비용, 환경비용의 열세를 연료비가 극복하고도 

총비용에서 더 비용효율적이다. 두 번째로 

LNG복합화력발전은 석탄화력발전보다 환경성 

및 환경비용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 측면에서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미세

먼지 등 다른 대상물질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더 많이 배출되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의 사회

적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결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비 및 운영비도 모두 석탄화력발전이 더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연료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저감 설비 

및 촉매 등의 비용적 측면으로 극복하는데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화력발전

의 경제성 비용분석에서 내생적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와 외생적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할인율의 동일한 변

화율이 미치는 영향은 외생변수인 할인율이 더 

높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보여준 결과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연료비 단가를 1% 증감 

시 연료비 변화량은 817억원으로 석탄화력발

전 총비용의 0.6%를 차지하며 1%의 할인율 증

가 시에는 총비용의 3.69%인 4,985억원이 감

소하고 1% 감소 시에는 5,394억원인 3.99%가 

증가한다. LNG복합화력발전의 경우도 연간 발

전량 10,669GWh 일 때 연료비 단가 1% 증감 

시 연료비 변화량은 1,573억원으로 총비용의 

0.86%를 차지하며 할인율이 1% 증가 시에는 

총비용의 4.24%인 7,739억원이 감소하고 1% 

감소 시에는 8,378억원인 4.59%가 증가한다. 

두 화력발전 모두 연료비보다는 외생변수인 할

인율 변화에 따른 결과값이 더 크다. 이는 두 

변수가 화력발전의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영향

을 미치는 항목과 방식에 따른 차이로 연료비 

단가의 변화는 다른 비용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할인율은 1회성 비용의 초기비용을 제

외하고는 다른 대상항목에 영향을 미치므로 총

비용의 경제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야기한다. 

추가적으로 연료비 단가 1% 증감에 따른 결과

값은 동일하나 할인율 1% 증감에 따른 결과값

이 다른 이유는 적용방식의 차이로 연료비는 

경제성 평가에 산술적 영향을 미치나 할인율은 

내구연한동안의 시차에 따른 제곱계산의 방식

에 따라서 기하적인 영향을 미쳐 동일한 값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결과값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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