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안 : 화력발전 중단, 전기차·수소차·그린수소

B안 : LNG발전, 내연기관(e-fuel), 부생수소(CCUS)





(연간 1.98% 감축)

(연간 2.91% 감축)

(연간 3.07% 감축)

(연간 2.38% 감축)

(연간 3.56% 감축)

(연간 4.17% 감축)









신뢰성, 안전성, 환경적 지속성=









전력 판매시장 개방의 유형 판매시장 개방 유형별 주요 내용

1) 신규사업 허용
- 독점체제에 신규 소매사업자 진입 허용
•  판매시장에 지배적 사업자 존재, 신규 판매사업자 진입의 실질적 경쟁체제 조성 관건
• 한전이 송배전망 및 판매사업 겸업, 신규 판매사업자의 망이용에 대한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 문제
•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유인 제공과 망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 규제 적용 : 실질적 경쟁 효과

2) 신규사업 허용 + 망중립
- 1) 안을 바탕으로 송배전과 소매부문 분리 형태의 신규 진입 방식
•  기존 한전의 송·배전망을 소매부문과 분리 : 회계분리, 법적분리, 소유분리
•  1) 안보다 신규 소매사업자의 망이용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가능
•  분리정도에 따라서 갈등차이, 실현가능성 고려하여 갈등요인 최소화, 최소한 회계분리, 상황에 따라 자회사 형태의 법적 분리

3) 발전 및 판매 겸업
- 한전의 소매부문 분리,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회사가 흡수 추진(2008)
•  한전 송·배전망으로부터 소매사업 소유분리, 분할하여 각 발전사업자 또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 겸업 허용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국가에서 보편적 현상, 사업자 스스로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책으로 활성화
•  우리나라는 강제적 지정방식이므로 한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의 이해관계 대립 가능성

4) 직접구매 활성화
- 전기사업법상 3만 kW 이상 수용가의 도매시장 직거래 허용
•  실제 수용가의 전력구입 비용이 계통한계가격으로 결졍, 전기요금이 도매시장 구매비용보다 낮아서 유인 없음.
•  소매시장 개방없이도 도매시장 구입조건에 따라 가능, 소매시장 개방과 함께 활성화된다면 모든 판매회사와 동일조건 적용

5) TSO 모델(KDI 검토안)
- 한전의 송전운영과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 기능 통합
• 송·배전망의 중립적 이용 측면에서 소매시장 개방 및 경쟁촉진과 밀접한 연관성 있음.
• 전제조건 : 단일계통 운영에서 발전 및 소매부문으로부터 송·배전망이 분리될 경우 가능
•  현 상황에서 양기관의 통합은 신규 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망이용 보장 못하므로 ISO 체제 유지 바람직 결론

6) 배전분할(구조개편 초기안)
- 배전분할 후 소매부문 분리로 판매시장 개방(폐기)
•  배전분할 모델은 전력가격 및 공급안정성 문제로 구조개편 중단(2004. 6, 노·사·정 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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