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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간 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현 황 • 국가적 차원의 다각적 노력

•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

• SPAIN, 지방정부 네트워크(RECC)

• JAPAN, 국가와 지방 협의의 장

• 기타 해외 사례

• 국내 협의체 사례

•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

• 중앙정부·지자체 간 에너지정책협의회

사 례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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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국가적 차원의 다각적 노력

•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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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충남·제주,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 」채택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선언

COP21(당사국총회)에 앞서 자발적 목표 UN에 제시

국내에서 온실가스 25.7% 감축, 외국의 수입으로 11.3% 대체

COP21,「파리협정(Paris Agreement)」최종 채택

정부, 신기후체제 성공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① 에너지신산업

② 개도국과의 기후변화 협력

③ 국제 탄소시장 구축 참여

서울 등 4개 시·도‘신기후체제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발표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지역에너지 전환 을 위한 노력 선언

정기적 지역에너지정책포럼 개최 결정

에너지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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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잠재력(사회적 책임 활동)

Strength

지자체

행정적 측면 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 지자체 시설관리와 운영

• 건축 법규와 허가

• 폐기물 수집과 관리

• 토지이용 계획과 개발

• 수송인프라

• 공공직업 인프라

• 규제 : 법적 체계 마련

• 경제적 수단 동원

• 인프라 공급

• 인프라에 대한 투자

• 에너지공급사에 대한 영향력

• 소비자 교육

• 에너지비용 절감

• 일자리 창출

• 에너지관리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

•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 대기질 개선

• 대중교통체계 개편

• 교통수요관리 강화

지자체 • 기후변화대응의 실질 주체

• 에너지정책 수행의 최소단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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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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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은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미약한 지자체장의 권한

서울시 제외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 14.5 ~ 57.5%에 불과,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광역지자체 서울, 인천, 울산 등 3개 뿐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너지 사업 발굴·추진 역부족

건물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이용에 관한 규제권한 부재,

에너지진단결과 열람불가 등 에너지정책 추진 시 권한 미약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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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SPAIN, 지방정부 네트워크(RECC)

• JAPAN, 국가와 지방 협의의 장

• 기타 해외 사례

• 국내 협의체 사례



SPAIN, 지방정부네트워크(RECC)01

정치적대화(political dialogue)

지방정부활동촉진

지역적관리를위한지원수단개발

기후변화와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회의및교육진행

지역적관리를위한지원수단개발

RECC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 네트워크



SPAIN, 지방정부네트워크(RECC)01

2단계

1단계

 지방정부 소유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계획 수립

 시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인증 및 시 건물들과 시설들의 비효율적인 기술의 혁신적인 교체

 시 건물들과 시설들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설치 등

 1년 내에 신규 건축물과 가로등에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조례의 승인

 도시 서비스 입찰 및 새로운 계약에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조치 실행안과 기준 정립

 시유지와 빌딩에의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설치 및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해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 부문의 기업협회와의 협약 등



JAPAN, ‘국가와 지방협의의장’02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으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장소

※ 일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운영 체계 (출처: 심재승, 2015)

소집

• 내각 관방장관
• 지역주권개형담당대신
• 총무대신
• 재무대신
•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국무대신

• 전국지사회대표
• 전국도도부현 의회의장회 대표
• 전국시장회대표
• 전국시의회 의장회대표
• 전국정촌회 대표
• 전국정촌의회 의장회 대표

대표참석자, 대표참석자 대행은 국가측 참석자로 부터 내각총리대신이 지정
의장은 국무대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장을 임시의원으로 해서 의안을 한정 해서 참석시킬
수 있음

분과회 분과회 분과회

부의장의장총리대행

국가측 의원 (대표 참석자) 지방측 의원 (대표 참석자)

내각총리대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운영 체계]

 협의대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② 지방행정·지방재정·지방세제 등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③ 경제, 사회보장, 교육, 자본정비, 기타 국가의 정책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국가와 지방협의의 장’에 관한 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분과회의를 도입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기타해외사례03



기타해외사례03



국내협의체사례04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중앙정부에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협력사항들을 법제화하여 의무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65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84

(45%)
132

(33%)

83

(21%)

5

(1%)

수용(일부수용포함)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회신

88

(22%)

106

(26%)

206

(52%)

수용

검토

미수용

14

(12%)
23

(21%)
14

(13%)

60

(54%)

수용(일부포함)

검토

미수용

미회신

15

(27%)

17

(31%)

14

(25%)

3

(6%)

6

(11%)
반영(수용)

검토·추진 중

미반영(수용불가)

미회신

비고(결의안)



국내협의체사례04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교통 통합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탄소 녹색광역교통 실현,
광역교통 계획 및 사업개발 등을 목표로 설치 됨

예산 운영은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 참여단체가 사업비를 공동 분담

집행부(수도권 교통본부) 의사부(수도권 교통조합회의)

• 3개 시·도의 공무원으로 구성

•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추천
교통관련 전문가

• 국토해양부 광역교통 담당국장
• 교통관련 상임위 소속 각 시·도 의원
• 시·도별 교통업무 담당 국장

+
수도권 교통본부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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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

• 중앙정부·지자체 간 에너지정책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01

에너지수요 감축

8,885천 TOE
중장기목표

전략목표

에너지
新산업 육성
및 복지 강화

부문별
에너지수요
관리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신재생에너지 공급

6,580천 TOE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전략과제

에너지신산업
성과창출 기반

마련

글로벌
톱 수준의

효율기반 구축

분산전원 및
대규모 인프라

확대

에너지복지
강화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관리 강화

건물부문
에너지수요
관리강화

수송부문
에너지수요
관리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시장진출
지원

경영시스템
선진화 및

동반성장·고객
만족 강화

지역에너지
활성화기반구축

통계 및
국제협력 강화

대국민 소통형
홍모 및 교육
추진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01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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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6~’07 ’08 ’09 ’10 ’11

지원액(백만원) 44,014 39,473 33,473 35,427 32,200

사업수(건) 388 199 143 168 124

구분 ’12 ’13 ’14 ’15 ’16

지원액(백만원) 35,308 35,409 21,490 21,105 11,840

사업수(건) 228 264 208 210 85

구분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지원액(백만원) 21,074 20,459 29,420 18,254 22,797 26,020

사업수(건) 98 164 167 126 174 126

구분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지원액(백만원) 25,838 16,161 22,080 290 5,877 15,793

사업수(건) 148 81 122 8 52 96

구분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지원액(백만원) 23,072 13,768 12,112 17,026 19,703 309,744

사업수(건) 152 111 87 137 167 2,016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01

구분 ’96~’10 ’11 ’12 ’13

보조금(백만원) 546,625 69,000 69,000 37,000

사업수(건) 1,502 336 367 280

효과(TOE) 97,291 9,094 11,222 5,362

구분 ’14 ’15 ’16 계

보조금(백만원) 26,000 24,000 21,212 792,837

사업수(건) 267 258 325 3,335

효과(TOE) 4,207 4,622 3,895 135,693 0

2

4

6

8

10

12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1 ’12 ’13 ’14 ’15 ’16

효
과

, 
1
,0

0
0
T
O

E

지
원
금

, 
벡
만
원

지원금 효과

*2016년데이터는2016년지역지원사업승인기준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에너지사업01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건수(건) 2,095 675 300 49 47

보급량(kW) 107,881 160,209 151,632 70,127 14,796

지원금(백만원) 377,473 87,008 115,205 111,878 29,337

구분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기타 계

건수(건) 27 33 7 102 3,335

보급량(kW) - - 276 -

지원금(백만원) 24,410 14,794 2,454 30,277 792,836

구분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지원액(백만원) 21,231 91,643 59,732 75,159 58,614 38,991

효과(TOE) 3,038 21,216 9,188 10,615 7,760 3,304

구분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지원액(백만원) 31,345 17,584 20,179 1,515 14,846 18,915

효과(TOE) 2,403 2,037 2,689 233 1,648 2,729

구분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지원액(백만원) 91,578 69,070 88,394 45,760 48,282 792,838

효과(TOE) 15,505 14,358 25,213 6,035 7,722 13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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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간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마련02



중앙정부·지자체 간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마련02

에너지정책협의회의자료제출요구등

협의사항의조정

협의회의협의및사무처리의효력

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

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

에너지정책협의회의역할



중앙정부·지자체 간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마련02

1조(목적)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에너지정책협의를통하여주요
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너지정책협의
회를설치하고,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설치및기능)①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효율적인정책협

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둔다.

②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한다.
1.지방자치단체의지역에너지사업추진방안
2.지역에너지사업추진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와정부
간협의또는협력이필요한사항
3. 지역에너지정책의 수립·집행과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건의하는법·제도개선에관한사항

4.그밖에협의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회의에부치는사항

③협의회산하에지자체공무원과전문가등으로구성된 ‘실무위원회’를둔다.

제3조(구성)①의장은구성원들의호선으로선출한다.

②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

1.산업통상자원부장관

2.산업통상자원부차관및안건과관련된산업통상자원부소속고위공무원단

에속하는공무원

3.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및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의시장·지

사

4.산업통상자원부및지방자치단체투자․출연기관의실무자또는전문가

③의장은심도있는안건논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안건과관련된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관계공무원또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

는사람을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④의장은지역의특성과현안문제를구체적으로다룰필요가있을경우협

의회산하에다수의위원회를둘수있다.

⑤협의회를실무적으로지원하기위해지자체공무원과전문가등으로구성된

실무위원회를둔다.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

1.산업통상자원부및지자체소속공무원

2.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소속 지역에너지

전문가

3.지자체투자․출연기관소속지역에너지전문가

4.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제4조(의장의직무)①의장은회의에상정할안건을선정하여회의를소집하고,

이를주재한다.

②의장이회의에출석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의장이이를대행하고,부의장

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대행할수없는경우에는협의회의구성원중에서

의장이미리지명하는사람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회의)①회의는정례회의와수시회의로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5월과 10월에연간 2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필요에

따라개최시기를조정할수있다.

③수시회의는필요에따라개최한다.

④중앙행정기관또는시·도는회의개최가필요한경우서면으로개최사유

및일시를명시하여회의개최를요청할수있다.

⑤ 시·도의 시장·지사가 부득이한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사전에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구성원의바로하위직에있

는사람을대리로출석하게하여야한다.

제6조(간사)협의회에간사 1명을두되,간사는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

책과장이된다.

제7조(의안의제출)①회의에안건을상정하려는중앙행정기관및시·도는협

의회에서면으로안건을제출하여야한다.

②의장은제출된안건에 대해 실무진과전문가등으로구성된소위원회에

사전검토를요청할수있다.

제8조(회의결과의통보)의장은회의의협의사항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

치단체에회의종료후 3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제9조(건의사항의제출및조치등)①협의회에건의사항을상정하려는경우

에는회의개최 5일전까지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의장은협의결과타당성을검토하기로한건의사항을회의종료후 3일

이내에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통보된건의사항의타당성을검토하

고,그검토결과를통보된날부터 14일이내에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

만,전문가의자문등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의장에게제출기한의연

장을요청할수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검토결과건의사항이타당성이있다

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등에검토결과가반영될수있도록적극협

력하여야한다.

⑤간사는제3항에따른검토결과를정리하여다음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운영세칙)여기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의

장이정한다.



KnowledgeWorks PPT
작성 방법론 및 템플릿

 2016년 8 월 25 일

경기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2016년 8월 30일 (화)

유영성선임연구위원



Contents

I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II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3

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1

5가지의 경기도 에너지 문제

2

3

4

5

높은 전력소비량과 낮은 전력자립도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로 인한 갈등의 핵심

765kV 신경기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패턴 차이 및 서비스 격차

경기도와 시·군의 에너지 예산 및 인력 부족



4

 수도권은 전국 전력소비량의 36.1%(‘13) 차지, 평균 전력자립도 66.1%로 나머지 전력을 다른 지역의 공

급에 의존

 밀양 송전탑 갈등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에너지 불평등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

 최근 발전시설이 밀집한 충청남도 등을 중심으로 전국 단일 전력요금체계는 불합리하므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차등적 전력요금체계로 전환 요구 증가

 앞으로 원전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소와 전력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송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경기도 에너지 문제 내용 및 사례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로 인한 갈등의 핵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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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경기도 에너지 문제 내용 및 사례

높은 전력소비량과 낮은 전력자립도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에너지 문제가 가장 심각

 2013년 기준 전국 전력 소비의 21.5% 차지 (전국에서 최고 전력 소비) _ 전력 소비 증가율도 최상위권

 전력자립도는 29.6%로 소비 전력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의 생산에 의존

 전력소비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 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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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ㅇ
지역별 전력자립도(‘13) 지역별 전력소비량(‘13)

지역별 전력소비 추이(‘00~’13)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각년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정경화 외(2013).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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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목 표

3대
혁신 전략

10대
핵심 과제

경기도 에너지 자립

1. 전력자립도: ‘13) 29.6%         ‘30) 70%
2.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 ’30년 소비 전력외 20% 감축
3. 신재생에너지 비중(전력) : ‘13) 6.5%        ‘30) 20%

원전 7기 대체, 20조원 규모 시장 창출, 일자리 15만개 창출

1.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 혁신
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 혁신
3. ICT와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1. 공공기관과 아파트 전체 조명율 100% LED로 교체
2. 모든 신축 공공청사는 에너지자립 건물로 건설
3. 노후산단 중심 그린 리모델링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4. 컨설팅에서 사후관리까지 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5. 공공청사, 공장, 주택, 학교, 농장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6.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7. 판교제로시티를 IOT와 에너지가 융합된 혁신허브로 조성
8. 경기도 북부에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심으로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 조성
10. ICT 융합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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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추진기간 및 목표 : 2016년 ~2020년 (5년)

1차 에너지비전 실행계획

목 표
 전력자립도 : 2020년 40%
 신재생에너지 비중(발전) : 2020년 10%
 에너지 효율 향상 : 2020년 9%

5대 분야,
37개 세부
추진과제

에너지자립
인프라 구축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공공기관
에너지자립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산업분야
에너지자립

• 에너지진단 원스톱 지원
• 신재생에너지 투자 중개소 운영
•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에너지기금 설치 운영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 에너지자립마을 설치 지원
• 주택/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 저소득층 에너지자립 지원
•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 공공청사 그린리모델링
• 공공건축물 에너지자립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절약사업
•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 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 중소기업 효율개선 사업 지원
• 에너지다소비 업종 에너지절약사업
• 농림축수산분야 에너지자립 지원

•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 수요자원 거래시장 확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분산형 발전소 운영 지원

• 에너지데이터센터 설치 운영
• 에너지자립거버넌스 운영
• 청소년 에너지교육
• LED 금융모델 플랫폼 지원

• 녹색건축 설계기준 수립 반영
•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진단사업 지원 및 교육 실시
•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 지원

•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 에너지자립형 신축 공공청사 건립

• 판교제로시티 에너지혁신 허브 조성
•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에너지공유 허브 조성
• 대중소기업 에너지상생 사업

•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 ICT융합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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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주요 지표

생산혁신(전력생산): 41.201GWh   

전력자립률 예측 수요의 31%

효율혁신(전력절감): 11,961GWh

전력 자립률 예측 수요의 9%

생산량 4,120GWh
- 태양광, 연료전지,              
수력 등

생산량 37,081GWh
- 열병합, 집단에너지
등

절감량 5,574GWh
- 에너지다소비 업종 에너지
절약사업 등

절감량 509GWh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지하 100%

절감량 1,332GWh
- 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절감량 4,548GWh
-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10%) 화력, 열병합등(90%)

에너지 다소비업체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LED 등 확대

노후건물 리모델링

2013
(기준)

2020
(1차
목표)

201820172016 2019

29.6
(전력

자립률)

40343230 37

수요전망
(GWh)

전력생산
(GWh)

전력절감
(GWh)

121,351 124,142 126,998 129,918 132,907

6,807 8,827 8,254 110,393 11,981

30,338 32,898 34,925 37,878 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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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에너지 비전, 목표, 실행계획

 추진체계 –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에너지연정 자문단(민간)

경기도 에너지위원회(2부지사)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 14조

에너지 실행위원회(민간)

생산분과

신재생 에너지정책

에너지 생산/보급

민간투자 협력 등

효율분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

건물,공장/LED보급

에너지 절약 등

신산업분과

신산업 정책

에너지 기업육성

ESS, 스마트그리드
등

도지사, 도의장
도교육감 자문

정책검토/심의

비전확산
정책발굴

행정추진단(실장)

에너지센터

협의/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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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경기도 내 에너지 수급(자립)은 가능한가?

문제제기

답: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장구조 특성) 

1) 자료- 서정철(2016), GRI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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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경기도 시·군별원별 발전 시설1) 경기도 대용량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발전원 발전소명 설비용량(MW) 소재지

화력(기력; 중유) 평택화력 1,400 평택시

열병합

LNG

광교열병합 145 수원시

별내열병합 115 남양주

판교열병합 146 성남시

양주열병합 524 양주시

파주열병합 516 파주시

화성복합 512 화성시

석탄 반월열병합 77 안산시

유류

수원열병합 43 수원시

안산열병합 60 안산시

시화열병합 21 안산시

오산에너지 24 오산시

복합화력(LNG)

일산복합화력 900 고양시

동두천복합화력 1,717 동두천시

부천복합화력 450 부천시

분당복합화력 922 성남시

안산복합화력 751 안산시

안양복합화력 450 안양시

평택복합화력 1,349 평택시

오성복합화력 770 평택시

포천복합 1,450 포천시

합계 12,342 -

발전원 발전소명 설비용량(MW) 소재지

연료전지

일산연료전지 5.2 고양시

분당연료전지 3.4 성남시

안산연료전지 2.6 안산시

발안산단연료전지 58.8 화성시

소수력

고문소수력 1.5 연천군

포천소수력 1.5 포천시

수력

청평수력 140.1 가평군

팔당수력 120.0 남양주

수력(양수) 청평양수발전 400.0 가평군

조력 시화조력 254.0 안산시

합계 987.1 -

1) 2015년 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제외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http://epsis.kpx.or.kr, 에너지관리공단(2015).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전력(2015, 2016). “2015년, 2016년 3월 전력통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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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경기도 에너지 자립

– 경기도 내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계 활성화 전제

 현 실정 : 구조 및 제도적 특징

– 에너지(전력)의 생산-수송-소비는 지방분산형이 아니라

중앙집중형

– 발전시장(도매시장)은 몇몇 발전회사들의 경쟁(한전에서

구입)

– 전력판매(소매시장)은 한전이 독점적 지위 유지(불가피한

점 존재)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구조

– 가격경쟁력에서 한전과 다른 판매자들 경쟁 난망

–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 판매가격이 한전 가격

보다 싸기 힘듦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항

– 규제나 보조금을 주어야 함(지역 차원에서도 동일)

– 시장구조를 변경시켜야 함

– 정부가 지방분산 에너지 보급 확대에 직접 관여(그림 참조)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의 관계 에너지 실제 보급량1)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계획 대비 실제 보급량

수백~수십메가급
LNG복합

수백킬로급
코젠

풍력 태양광 마이크로
코젠

발전사업자 자가생산/소비

116 135
239

623

1,370

2,700

123 140 178 191 202 209

2004 2005 2007 2009 2011 2013

계획 실적

(단위:MW)

2.4

3.8

8.4

1.08 1.07

3.66

2006 2009 2012

계획 실적

(단위:%,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 자료- 서정철(2016), GRI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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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10~5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 설비 잉여전력량을 인접한 이웃에 공급

 (2단계) 1MW 이하 일반용, 자가용 태양광설비 잉여전력량을 동일 배전선 소자에 공급

 (3단계)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일반용, 자가용, 사업용 태양광설비의 생산전력량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급구역의 전기소비자에게 공급

2.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프로슈머 직판사업과 중개사업 활성화되는 시장구조 형성

제도적 보완 사항

프로슈머 직판사업 이란?

프로슈머
직판사업의 확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전력량은 한전에 판매, 

 소비전력량 대비 부족 전력량은 한전이 공급

자료) 곽형근(2016), GRI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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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수익모델) 요금부담이 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판하는 프로슈머 직판사업과는 달리,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므로 수익모델 확보에 애로

⇒ 시장가격 인하효과, 재생에너지 예측도 제고 등 인센티브 검토 중

 (사업기반) 3단계 프로슈머 직판사업의 허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모델이 부족, 불확실한 프로슈머 중개사업은 사업기반을 상실할 우려

⇒ 프로슈머 중개사업자에 대한 도매시장의 중개 뿐만 아니라, 소매시장의 중개도 허용 필요

프로슈머 중개사업이란?  재생에너지, ESS, EV를 모집, 관리하고 생산전력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

프로슈머 중개사업의

현황

자료) 곽형근(2016), GRI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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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 참여자 확대 및 소비시장 개방으로 시장구조를 변화시킴

2.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고려해 볼만한 사업

 태양광 소유 또는 임대가 어려운 소비자를 대신하여 지자체가 태양광을 소유 또는 대량 구매 후 공유하는
“태양광 공동 소유” 사업

 경기도 재생에너지 기업 설립(예: (일본) 전국 14개 광역 및 지자체가 에너지기업 설립을 결정) 

자료) 곽형근(2016), GRI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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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Documents.

Thank you!!



4개 시도 합동워크숍 자료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비용의
내부화 실태 및 문제점

2016.8.30







1

보령(석탄화력_유연탄_4,000MW)

(복합화력_1,350MW)
- 한국중부발전(KOMIPO)-

태안(석탄화력_유연탄_4,000MW)
- 한국서부발전(WP)-

당진(석탄화력_유연탄_4,000MW)
- 한국동서발전(EWP)-

GS 부곡(복합화력_1,034MW)

서천(석탄화력_국내탄_400MW)
- 한국중부발전(KOMIPO)-

MPC 대산(중유_466MW)

출처 : 전력거래소(www.kpx.or.kr)

충남,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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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단위 :

GWh)

출처 : EPSI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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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력거래소(www.kpx.or.kr)

345kV 변전소 및 계통도 765kV 변전소 및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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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6

경기 경북 전남 충남 경남 전북 강원 충북 서울 인천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3.5%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경기 울산 제주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충남 전남 세종 경북

출처 : 지역별 배전설비(2013년 기준), EPSI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

선로길이(c-km)

지중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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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CO2 배출량

(tCO2)

CO2 피해비용

(백만원)
비율(%)

서울 359,726 14,575 0.2

부산 16,841,198 682,338 7.2

대구 2,287,082 92,663 1.0

인천 33,041,372 1,338,704 14.1

광주 179,882 7,288 0.1

울산 4,482,783 181,624 1.9

경기 12,949,896 524,678 5.5

강원 4,505,056 182,527 1.9

충남 55,212,716 2,236,998 23.5

전북 3,428,483 138,908 1.5

전남 32,815,934 1,329,570 14.0

경북 32,906,521 1,333,241 14.0

경남 34,058,052 1,379,896 14.5

제주 1,386,306 56,168 0.6

합계 234,886,905 9,499,178 100.0

출처 :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2016, 경기연구원) 52p 표
재구성

발전부문의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결과(2012년 기준)



2조 2,370억원

* EU(2006)의 대기오염물질별 한계피해비용 추정결
과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편익이전함

편익이전에 고려한 조정계수는 EU 25개국 평균치
와 우리
나라의 구매력지수, 인구밀도, 일인당 GDP이며 추

가적으
로 환율을 고려함

CO2 배출비용은 EPA 추정치(2013)인 톤당 37달러
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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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남 인천 전남 경기 울산 강원 부산 전북 제주 경북 대구 서울 충북 광주 세종 대전

PM10(kg)

PM2.5(kg)

출처 : 2013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2016, 충남연구
원 명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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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428억원, 시도 중 1위

구분 CO NOx SOx TSP VOC NH3

합계 21,497,655 117,593,070 77,699,703 3,787,457 2,673,879 24,024

부산 19,587 455,089 488,249 12,278 2,350 22

대구 102,034 1,042,421 1,181,476 27,020 12,244 114

인천 2,551,328 3,862,968 5,517,574 211,457 306,159 2,857

울산 100,145 905,131 847,822 14,290 12,017 112

경기 120,329 672,128 321,511 14,361 14,439 135

강원 601,986 3,779,281 3,316,315 84,583 134,304 644

충남
10,171,598 60,250,758 32,752,404 2,049,986 1,253,375 11,376

47.3% 51.2% 42.2% 54.1% 46.9% 47.4%

전북 304,904 1,285,500 1,276,770 45,306 35,900 335

전남 1,253,851 6,441,346 4,073,059 242,350 150,462 1,404

경북 162,407 2,106,375 1,914,448 32,035 19,489 182

경남 6,109,489 36,792,072 26,010,075 1,053,791 733,139 6,843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너지산업 연소 부문, 2013년 기준)

* 단위 : kg, 비산먼지 및 생물성 연소 미포함, 미세먼지(PM10, PM2.5) 제외 / %는 전국 대
비 비중

에너지산업 연소(발전시설 부문 / 유연탄, 무연탄 발전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시도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백만원)
비율(%)

서울 23,989 0.2

부산 134,873 1.0

대구 146,735 1.1

인천 1,132,780 8.5

광주 17,316 0.1

울산 867,370 6.5

경기 713,453 5.3

강원 532,374 4.0

충남 5,242,827 39.2

전북 246,941 1.8

전남 779,526 5.8

경북 242,370 1.8

경남 3,067,460 22.9

제주 238,799 1.8

합계 13,386,814 100.0

출처 :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
(2016, 경기연구원) 52p 표 재구성

* EU(2005)의 대기오염물질별 한계피해비용 추정결과
적용, 편익 이전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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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출처 :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Greenpeace, 2015)

건강영향 지역별 사례 - 초미세먼지 영향(당진, 태안, 보령)

참고자료_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영향평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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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시기 보상사유 보상액(억원)

태안화력 1995.11 건설, 가동에 따른 수산업 피해 40.0

보령화력 1989.4~2006.1 1-6호기 및 복합화력 어업피해 278.7

서천화력 1987.11 어업피해 15.2

당진화력 2005.7 1, 4호기 어업피해 5.7

합계 314.4

출처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2007)

※ 온배수 배출로 인한 주변 해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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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억원 발생(당진시 사례)

출처 :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피해 분석(당진시의 사례), 2014, 이인희

※ 충남 도내 송전시설 입지 시군 전체 분석 중(그림은 당진시

예시) 

송전탑 및 선로 주변지가_당진시 송전선로 보상구역_당진시(154KV, 345KV, 76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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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지법)

발전소 설치지점 반경
5km이내의 읍·면·동 지역

해당지역 소득증대, 공공
복지, 환경보전 및 감시

사업 등

매년 275억원 지원
(2011~2013)

당진(120억원), 태안(72억원), 

보령(76억원), 서천(7억원)

※ 신보령 완공시 24억원 추가

지원대상 / 지원내용 보상규모

특별지원금
(발전소 건축, 증축 시 지

원)

건설비의 1.5%
(신보령 건설비 2조 8천억원

고려시 특별지원금은 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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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발전)

2011년 추가, 2014년부터 과

세

2014년 165억원
2015년 360억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보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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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

765kV, 345kV, 154kV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
(기존선로에 대한 보상은 없

음)

재산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 주변지역으로

구분
(기준공시지가, 감가율 적용)

13개 시군 193억원
(2014.7~2015.12)

* 송주법 시행 이후~2015년
* 태안 : 발주법 지역으로 제외

* 서천 : 345kV 없음

지원대상 / 지원내용 보상규모

송주법 적용, 당진시의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만을

추정한 결과
최소 33억원~최대84억원

(154kV 송전선로 제외, 765kV, 

345kV 주변지역 피해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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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CO2) 배출

2조 2370억 원(2012년 기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5조 2428억 원(2012년 기준)

온배수 배출

갯벌 및 해역 어패류 폐사, 어종 변경 등 피해

*관련 국내연구 전무함

송전시설에 따른 피해

송전시설에 따른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 건강

피해 등

당진시 1,137억 원(2014년 기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지법)

매년 275억원 지원
(2011~2013)

당진(120억원), 태안(72억원), 

보령(76억원), 서천(7억원)

※ 신보령 완공시 24억원 추가

건설비의 1.5%
(신보령 건설비 2조 8천억원

고려시 특별지원금은 420억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

13개 시군 193억원
(2014.7~2015.12)

* 송주법 시행 이후~2015년
* 태안 : 발주법 지역으로 제외

* 서천 : 345kV 없음

지역자원
시설세

2014년 165억원
2015년 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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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2013,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
원, 재인용

CO2 대책비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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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력수급체계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회정책토론회(2016,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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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2014)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지역 에너지 정책: 

CARBON FREE ISLAND 

2030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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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지리적 여건



Ⅰ. 과업수립의 배경 및 목적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자연적 여건

대한민국 제주시 서귀포시

1,173.5mm
1,563.4mm

2,473.2mm

제주시 서귀포시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인구현황

제주시

7 4 %

서귀포시

2 6 %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교통현황

제주도 총 자동차
등록대수

384,117대

1인당
0.62대

1세대당
1.56대

약 33만대
약 38만대

‘13년 ‘14년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제주 국제공항 노선

1일 432편

국제선
국내선

12개

노선

28개

노선

1일 4개국
45편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항만.어항 현황

어촌정주어항

( 46개)

연안항

( 5개 )

무역항

( 2개)

지방어항

( 18개 )

국가어항

( 6개 )제주지역

항만·어항 현황

( 106개 )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지역경제 현황

0

10

20

30

40

50

60

70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제주

전국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지역경제 현황

0

10

20

30

40

50

60

70

80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제주

전국



I. 제주지역 여건분석

■ 제주산업구조 현황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II.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 및 추진목표

1. 여건

■ UNESCO 3관왕 달성

■ 메가시티(Mega City) 60개도시인접

❍ 2시간비행거리내인구백만명이상도시 : 일본 9개, 중국 44개

■ 저탄소녹색산업최적의입지조건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청정‧생태관광지 * 연 1,200만명이상관광객방
문

❍풍력, 태양광등녹색에너지자원풍부,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인프라

❍자동차 1시간이내거리(동서 73km, 남북 41km)



II.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 및 추진목표

2. 비전 및 단계별 추진목표

■ 1단계: 시범모델 구축 완료(2014)

■ 2단계: 기반구축 (2020)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풍력등신재생에너지보급

■ 3단계:  조성마무리 (2030)

❍화석연료사용없는세계적녹색도시조성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완성, 가파도탄소없는섬



II.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100% 대체, 에너지자립달성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100% 전환, 전기자동차선도도시조성

❍ 2017년까지공공부문및대중교통중심→ 전기자동차 10% 전환 (29천
대)

❍ 2020년까지대중교통및렌터카중심→ 전기자동차 40% 전환(135천대)

❍ 2030년까지상용차중심→ 전기자동차 100% 전환(377천대)

)■ (스마트그리드) 제주전역스마트그리드도시조성
❍ 2017년까지스마트그리드확산, 2020년까지스마트그리드도시조성

❍ 2020년까지풍력총 1,090㎿개발→ 사용전기에너지 55% 생산
❍ 2030년까지풍력총 2,350㎿개발→ 사용전기에너지 85~100% 생산



III. 신재생에너지 개발

1. 개요

■ 대규모풍력발전을안정적으로계통
에연계하고, 한계용량확대를위한 ESS 

도입

■ 간헐발전원(풍력, 태양광)의변동성
확보를위한신재생기저발전원(연료전
지) 도입



III. 신재생에너지 개발

2.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

■ 1단계(2020년까지) : 698㎿

❍ 1차(‘11 ~ ’17) : 298㎿(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등)

* 해상풍력시범지구지정, 해상풍력발전기국산화인증및실증
❍ 2차(‘18 ~ ’20) : 698㎿(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 풍력발전기국산화, 수출기반조성

2단계(2030년까지) : 1,900㎿

❍전력저장장치, 기술개발등고려, 별도계획수립
❍제주전지역확산및청정환경보전, 미래성장동력확보
※풍력운전중 216㎿, 추진중 369㎿(육상 71, 해상 298)



IV. 전기차 보급확대

1. 전기차 보급현황

구 분
전기차 충전인프라

예상 예상

전 국

제 주

■탄소없는섬제주실현, 바람으로달리는전기자동차의글로벌메카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제주전역충전인프라구축으로충전불편최소화



IV. 전기차 보급확대

■전기차선도문화확산 : 전기차이용통합서비스제공및도민인식개선
❍제주 EV 콜센터운영, EV 충전소앱서비스제공
❍전기차엑스포개최, 에코랠리대회육성, 전기차의날지정(5. 6)

2. 전기차 보급 주요정책

■전기차특구조성추진 : 대한민국전기차산업선도
❍전기차 Life Cycle을고려한‘구매→이용→재사용→가치확산’정책추진
* 전기차구매지원시스템, 관련법제‧개정등제도적근거마련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 쉐어링등보급다양화로비즈니스모델창출



IV. 전기차 보급확대

■전기차전환을통한환경오염저감등에따른경제적효과
❍ 1대당 24천원탄소배출권이익, 연간 473천원의에너지수입대체
❍연간약 2,400천원연료비절감효과
* 휘발유차유류비 2,800천원, 전기차 366천원발생

3. 전기차 보급효과

■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감축을통한글로벌기후변화위기대응
❍전기차이용시 1년간 CO2 2.4톤저감, 매년소나무 17그루식재효과
* 연간승용차 1대(연간 15,000km 주행기준) 

❍전기차이용시대기오염물질연평균 14.96kg 감소효과



V. 스마트 그리드 단지 제주 전역화

■세계최대‧최첨단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구축, 다양한비즈니스모델에대한
경쟁력검증및신비즈니스발굴‧육성

■면적 : 186㎢(제주도 1/10), 인구 : 15,000명, 가구수 : 6,250세대
❍ 1단계실증(‘09. 12 ~ ’11. 5월) 실증인프라구축단계
❍ 2단계실증(‘11. 06 ~ ’13. 5월) 통합운영단계
※ 5개분야‧12개컨소시엄(168개업체), 총 2,495억원(국비 766, 민간 1,729)투자

1. 개요

■세계최대‧최첨단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를제주전지역확대
* 실증단지(기술개발) → 확산사업(상용화) → 글로벌화

2.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제주시구좌읍일대)



V. 스마트 그리드 단지 제주 전역화

3. 스마트 그리드 도시 추진정책

■제주스마트그리드선도도시추진
❍제주를글로벌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의랜드마크로구축
❍지능형운송‧신재생융합의글로벌선도도시모델구현
❍제주실증단지인프라와연계, 스마트그리드선도국가주도권확보

■ 글로벌스마트그리드통합인증센터설립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활용 : 통합인증센터설립
❍시스템별, 국가별스마트그리드환경적용기기시험및평가

■ 스마트그리드전문인력양성센터설립
❍제주대학교를스마트그리드와청정에너지특성화대학으로육성

■ 스마트그리드분야제주특별법제도개선추진
❍스마트그리드산업활성화를위한관련법및제도개선



Ⅰ. 과업수립의 배경 및 목적

I.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추진목표

■ 관광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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