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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력거래소 전원계획처장 김홍근(☏061-330-8144, 010-5233-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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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과도한 의존땐 오히려 환경파괴”,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보니...
원전 있어야 효율성 극대화”(′21.7.23,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해당 연구보고서는 외부용역 결과로서 전력거래소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고서가 아님

◇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는 것임

1. 보도내용

□ 전력거래소가

신재생 과도한 의존이 환경을 파괴하고, 원전이 있

“

어야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입장

□ 기사에서 거론한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용역 결과이지 전력거래소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님

ㅇ 동 연구는 전력거래소가 매년 외부 산·학·연에 의뢰하는 수십여
건의 외부용역의 하나일 뿐이며 그 내용이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
ㅇ 동 보고서는 4개의 발전믹스 를 기준으로 총
*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

12

하고, 총 5개의 지표 를 개발하여 평가한 것임
**

* 9차 전기본 / 재생e 30% 확대 / 재생e 40% 확대 / 원전축소 및 재생e 40% 확대
** 경제성 / 환경성 / 에너지안보 / 계통안정성 / 국민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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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이라는 방
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
<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 >

➊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는 가정하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경제성/환
경성/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며, 종합점수가 높게 평가됨

➋ 원자력에 대한 국민 선호도는 특정하기 어려워, 종합적 판단 필요
* 원전을 독립적으로 볼 때는 비중 축소 선호가 높았으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제 시에는 선호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➌ 석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수용성 측면에서 긍정적
* 다만, 국민수용성 외 다른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 고려 시는 종합점수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동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

원전 축소시에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 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론* 을 담고 있어 정부의

9

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므로
기사 제목과 같이

“

신재생 과도한 의존땐 오히려 환경파괴”라는

내용은 동 연구결과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임
* 연구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 공공기관 알리오의 기관별 공시(전력거래소) 41번 항목 참조
http://alio.go.kr/popSusi.do?apbaId=C0246&reportFormRootNo=B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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