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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시대의 미래변신 

  (조선Biz) 미래에너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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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에너지시대 도래 

■ 국내 전력시장의 급격한 변화 

 ○ 전력예비율 급상승: ’11년 4.1% → ’16년 21.4% → ’17년 26.3% 

      - ’15년 설비용량 98GW (‘16~’17년 22.2GW 증설) 

 ○ 유가 하락 (WTI 기준): ’14.7월 $102.7/bbl →`15.12월 $37.3→’16.5월 $46.8 

 ○ RPS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 RPS 의무비율: `15년 3%→`20년 6%→`24년 10% 

      - 발전산업은 최고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대상 (`20년까지 26.7% 감축) 

 민간발전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으로 경영難 가중 

 → ’15년 발전비중 : 설비용량 기준 23% (22.6GW), 발전량기준 17%  

 → 발전원별 : LNG (66%), 신재생 (27%),석탄 (5%), 유류 (5%) 

■ 새로운 에너지시대 도래 

 ① 4차 산업혁명 도래 (기존 산업구조의 파괴적 변화)  

 ② 新기후체제 본격화 (’30년 BAU기준 37% 감축) 

 ③ 경계의 종말 (산업間, 인간·기계間, 생산자 · 소비자間) 

 ④ 한계비용 Zero 및 공유경제 사회  

○ 정부 : ‘15.10월 에너지新산업 4대분야 선정 [① 에너지 프로슈머 ② 저탄소 발전 ③ 전기자동차 ④ 친환경공정] 

       - 산업부는 에너지新사업 전력분야 10대 과제 추진발표 (‘16.1) 

○ 한전 : 業의 전환 선언 ⇒ ‘전력공급 및 서비스’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에너지사업’으로 업을 재정의 

 경영위기 극복과 함께 성공적인 미래변신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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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7차 전력수급계획, 전력거래소자료, 내부예측(SMP)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 SMP :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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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 :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 전망치) 



 2/4 

Ⅱ. 글로벌 발전시장 전망 및 주요 동향 

■ 글로벌 발전시장 전망 : ’35년까지 2,100GW 증설 

     ○ 국가별 : Non-OECD 1,641 (78%), OECD 459 (22%) / 발전원별 : 신재생 975 (47%), 화석 849 (40%), 원자력 276 (13%) 

출처 :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 선진국 중심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가속 및 Grid Parity 도달  
$/MWh  석탄 가스 태양광 풍력 

미국 93.8 65.9 79.8 42.9 

중국 77.7 92.8 72.6 59.9 

독일 75.5 102.6 127.1 93.5 

한국 63.9 100.9 153.5 114.7 

기술혁신  

정부지원  

新금융기법  

○ 태양광의 제조기술 발달로 원가하락 및 급속한 보급  

     - 전력생산원가 154배 개선 (’70년 $100 → ’13년 ￠65) 

 

○ 국가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제공  

     - 가격보장(FITㆍRPS), 세액공제, 자금공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 미국 가정용 태양광 (리스), 덴마크 풍력발전 (클라우드펀딩) 등 

 ※ Grid Parity 도달현황 (’15년 기준)  

※ 한국 Grid Parity 도달 예상시점   
     - LNG대비 (풍력 ’21년, 태양광 ‘23년) 
     - 석탄대비 (풍력 ‘25년, 태양광 ‘30년) 

 전력분야를 포함한 에너지 신사업을 해외수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특히 Emerging Country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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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GW 

화석연료 

신재생 

원자력  단위 : GW 
OECD Non-OECD 

’15년 ’35년 ’15년 ’35년 

석탄ㆍ석유 867   (31.1%) 748    (23.0%) 1,325 (46.3%) 1,778 (39.5%) 

가 스 787   (28.2%) 1,022 (31.5%) 573   (20.0%) 853    (18.9%) 

신재생 846   (30.4%) 1,125 (34.7%) 857   (29.9%) 1,553 (34.5%) 

원자력 288   (10.3%) 352    (10.8%) 109   (3.8%) 321    (7.1%)  

계 2,788 3,247 2,864 4,505 

출처 : IEA (‘15) , 7차 전력수급계획 

 ※ 국가별ㆍ발전원별 증감 추이  

+16.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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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Mix 

Ⅲ.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력시장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 

전력요금 체계 

  전력시장의 안정적 요금체계 마련 

  - 첨두부하발전의 수익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新기후체제下 국가온실가스 목표 달성 

  - 한국 온실가스 감축 난이도(’30년 BAU 기준 37% 감축) 

    · 기준연도(’10년) 방식: 5위, 기준전망(BAU) 방식: 1위, 배출원단위 방식 : 2위 

■ 에너지 新사업 시장 창출 및 참여 활성화 유도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조기확보에 주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ESS, 전력 IT, CCS 등)  

     - 정부-공기업-대/중소기업 협업체제 강화, Global Open Innovation 활성화 등 

○ 에너지 新사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수익모델 발굴, 과감한 규제 개선 및 특별법 적기 제정  

     - 지능형 전력망, 친환경에너지 타운, 전력거래중계, 전기자동차 충전, e-Prosumer 등 

        ＊ESS : Energy Storage System , CCS : Carbon Capture Storage (탄소포집저장장치) 

■ 에너지 新사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해외수출 全단계에서 「수출지원 자문단」운영, 공기업 ·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수출금융 패키지 지원 (무역보험 특례, 융자 지원, ODA 및 GCF기금 활용 촉진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新사업 Incubating 지원  에너지 안보차원의 균형있는 발전원 Mix 구현 

 기술혁신, 선제적 제도 개선 및 Incubating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 확보 

○ 해외 현지 실증을 위한 국가간 공적 협력창구 운영 

출처 :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15.10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CF : Green Climat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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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발전사의 미래변신 

■ 業의 선진화를 위한 과감한 변신 

   [의무가 아닌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자원 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미래의 주력사업으로 육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태양광+풍력+ESS+폐기물에너지화) 

•가상 발전소 (전력거래중계,수요관리,e-Prosumer) 

• LNG Bunkering 사업 등 

＋ 

       ○ Emerging Country 중심 수익성이 양호한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사업 발굴 

           - 시장 전망 (‘15~’35) : 동남아 278 → 441GW (+58.6%), 인도 241 → 440GW (+82.6%), 중동 197 → 267GW (+35.5%) 

       ○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섬 등 에너지 新사업 조기 Incubating 및 해외시장 공략  

■ 內的革新의 일환으로 Smart발전소 선도적 구현 (IoT 기반) 

  ○ 비     젼 :  高효 율  無고 장  無재 해  

 ○ 구현모습 : 

 ○ 추진방법 :     세부 실행과제 발굴 및 IT기업ㆍ주기기 공급사와의 공동 추진 

＋ ＋ 

* Bunkering : 연료공급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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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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