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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이슈 : ‘덕 커브’가 의미하는 에너지시장의 변화 

◈ 최근 캘리포니아 계통운영기구(CAISO)가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특히 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낮 시간 동안의 순부하량

급감현상이 심화

◈ 이를 기존의 전력 수요 커브(카멜 커브)와 달리 앉아 있는 오리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덕 커브(Duck curve)라고 지칭

- 덕 커브 현상이 전력시장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전력 시장 이해관계자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분석

□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이란?

ㅇ 일반적으로 전력 부하는 하루 2회(오전 9시, 오후 8시 전후) 소폭 상승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며, 이를 낙타의 혹과 같은 형태라 하여 ‘카멜 

커브(Camel curve)’라 하였음 

- 그러나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州와 같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서는 해가 떠있는 시간대 부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전력부하 그래프 모양이 앉아 있는 오리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덕 커브(Duck curve)’라 지칭 

ㅇ 캘리포니아 계통운영기구(CAISO)는 州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와 배출

저감 목표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의 전력 부하 변화를 추정하였고,

* 캘리포니아는 ’16.5월 기준 전체 발전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력공급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15년부터 나타난 덕 커브 현상은 ’16년 3월말 더욱 뚜렷해 졌으며,

앞으로 점차 심화될 것이라 전망됨

ㅇ 덕 커브가 심화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① 낮 시간대 과잉발전

- 출력변동성 심화로 순 부하량

예측 정확성 하락

- 전력망 운영비용 상승*

* 단시간 내 가동이 가능한 가스

발전이 예비력으로 증가

<연도별 캘리포니아 전력부하 현황과 추정>

* 출처 : California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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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가 진 후 단시간 내 부하 급증 : 2020년에는 3시간 내 수요 증가량이

13,000MW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

- 기저발전원의 운영정지·재가동 반복 등에 따른 운영·유지비용 증가

③ 미국 전력청은 덕 커브 현상의 심화가 전력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블랙아웃과 같은 상황에 취약하다고 경고 

- 만일 날씨와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출력량이

급감하게 되면 다른 발전원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블랙아웃 상황 우려 

- 게다가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 부하 예측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불안정한 전력망 운영은 전력가격이 상승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지난해 겨울,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력 보완을 위해 가스발전

수요가 이전 3년 평균치 보다 46% 상승함

□ 에너지시장에서 덕 커브가 가지는 의미 

ㅇ 전력수요의 덕 커브 현상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의미 

- 앞으로는 이른 오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도 전력 수요 피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 또한 부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에는 출력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ESS, 수요반응(DR) 등이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 

* 캘리포니아 계통운영기구(CAISO)는 덕 커브 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까지 3대 전력사에 1,324GW 규모의 ESS 조달 의무화 시행하고, 기타 전력사는

’20년 피크수요의 1% 용량의 ESS 설치 의무 부과

ㅇ 발전사, 전력 규제 기관 등에게 덕 커브 현상은 불가피한 변화를 시사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력부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흐름에 맞는 전력망 운영관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

- 덕 커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된 전력부하 관리임*

*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은 낮동안 집중되고, 풍력발전은 저녁시간에 풍부하므로

이 둘을 통합하여 전력계통에 연계하면 출력변동성 보완가능

- 덕 커브 현상은 기존 전력망에 경제성·신뢰성 위기를 야기하는 문제점

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전력망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방향으로 인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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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근본적 수정 필요성 제기

◈ 매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

계획이 올 하반기부터 수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

◈ 작년 말 파리 기후협약 체결과 올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등으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 최근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전망치를 밑돌고 있어 수요전망도 원점에서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등 전반적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하반기 착수

ㅇ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2년마다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아 향후 15년간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목표로 수립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수립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전망으로 ’17~‘31년까지 15년간의 수급계획이 담기게 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대 현안 사항

ㅇ (新기후체제) 작년말 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

설비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

ㅇ (정체된 전력需要) 정부는 지난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2029년까지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2.2%로 전망했으나,

- ‘15년 전력소비는 총 4,837억kWh로 ’14년보다 1.3% 증가하는데 그쳤고,

올해 1~2월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치는 등 수요정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 올해 산업부문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1%를 밑돌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전력수요 정체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면

수요에 대한 전망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할 상황으로 진단

ㅇ (미세먼지 후속대책) 정부가 6.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LNG발전소로의 대체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반영하려면 발전원간 조정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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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은?

ㅇ 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률 등 불확실한

factor를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실질 수요변화 추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한전이 기준전망과 고수요,

저수요 등 다각도의 시나리오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ㅇ 지난 7차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적정설비 예비율은 22%, 전력

피크시의 최소예비율은 15%로 산정한 바 있는데,

- 발전업계에서는 6~7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발전설비가 일정대로

건설·가동되고, 현재와 같은 전력수요 둔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계속될 경우,

- 예비율은 30%에 달할 수 있어 제8차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설비는 ‘0’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8차 기본계획에서는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보완할 수 있는 ESS와, 14년간 신규설비 계획이 없었던 양수발전 등 

비상전원 확충계획이 중점적으로 담길 필요도 있다는 주장

ㅇ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와 이에 따른 설비계획(MW) 위주로 이뤄져 왔는데,

- 新기후체제에 대응하려면 탄소믹스와 이에 따른 발전량계획(MWh)으로

수급계획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MW계획은 CBP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평균 이용률이 90%에 

달하고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따라서, 수급계획을 MWh계획으로 수립하여 전원별로 할당량을 부여

하고 배출량이 높은 전원의 총 발전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

하다는 설명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방안 논의

ㅇ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처리기준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① LNG발전소로의 대체, ② Biomass로의 대체,

③ 리트로핏 (성능개선), ④ 완전폐쇄 등의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 보도

- 또한,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R&D 등에 3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해외진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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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 EPA,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CEIP) 도입 

◈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부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청정발전계획

(CPP)은 2018년까지 州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청에 제출하고 2022

년부터 본격적인 감축에 착수하게 됨

-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아직 이행에 대한 방법론 부재와 과중한 감축목표에 대한

불만으로 적극적인 의지가 희박하여 조기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

그램을 추진할 예정

- 최근 EPA에서 구체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이에 대해 정리

□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의미  

ㅇ 美 EPA는 조만간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CEIP,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을 도입할 예정  

- 동 프로그램은 청정발전계획(CPP, Clean Power Plan)이 본격 추진*되는 

2022년 이전에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조기 이행”을 독려 하는 것과 

* ’15.8월 도입이 발표된 청정발전계획에 따라 각 주정부는 ’18년까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2년부터 감축에 착수

- 동시에 일방적으로 ‘가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임  

□ 금번 발표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세부 내용 

ㅇ 최근 EPA는 CPP 발표 이후 근 1년간 취합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

으로 CEIP 프로그램의 구체화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16.6.16)

① (제도의 목표) CEIP는 州정부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

목표를 우선 달성하고, 저소득층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이행방식 선택) 州정부는 청정발전계획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20년

부터 2021년 까지 CEIP 프로젝트에 대해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받을 것인지

- 혹은 CEIP 프로젝트에 대해 발전비율을 기준으로 ERC(emission rate

credits, 배출비율크레딧)를 발행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 이는 선택사항으로 의무가 아니며 州정부가 청정발전계획의 이행 계획을

제출할 때(2018년) 소관청의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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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CEIP 이행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EPA로부터 “treatment in the

same manner as a state(TAS)” 승인을 득해야함 

③ (인정기준) CEIP 이행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혹은 저소득층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량 2MWh마다 2 ERC 발행가능 

* 당초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 예정인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수렴 결과 지열과 수력발전 포함하여 인정하기로 결정(단, 지열과

수력 프로젝트는 별도의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저소득층 프로젝트*는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절감량(수요측) 혹은 태양

에너지 발전량 2MWh마다 4 ERC 발행가능  

* 저소득층** 프로젝트란 프로젝트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소득층 지방세납부자

(개인 혹은 가정)에게 판매하거나 그들의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차감시켜주는

프로젝트로 정의하며, 2018년 9월 6일 이후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한정.

** 저소득층을 정의하는 개념은 최종 CPP가 결정되기 전(2015년 10월 23일 이전)에

공식채널을 통해 정의된 개념 중 州정부가 단일 혹은 중복으로 선택하여 활용가능

④ (혜택) CEIP에 따른 이행은 청정발전계획 시행 이후 팔거나 허용량 

혹은 인증서로 교환이 가능

- 또한 청정발전계획의 본격 이행을 위해 州정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선택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서로 다른 단위 사용으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CEIP 이행가능 

기준을 재정립

- 할당량은 톤(tCO2)을 단위로 측정되고, ERC는 MWh를 단위로 측정되어

이 두 단위를 혼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따라서 용량기준 프로젝트에는 300백만tCO2의 할당량을, 비율 기준 프로

젝트에는 375백만 ERC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프로젝트를 절반씩 이행하게함*

* 만일 용량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50백만 할당량,

저소득층 프로젝트 150백만 할당량씩 이행가능 하고, 비율기준으로 추진시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87.5백만 ERC, 저소득층 프로젝트 187.5백만 ERC씩 이행가능

ㅇ 향후 EPA는 2016.8월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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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이슈 : 재생에너지 전력부문 가격 전망 – 태양E·풍력 중심
◈ 태양에너지와 풍력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 비용

하락 가능성이 높음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투자비용과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에너지균등화비용) 하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업계의 비용절감 사례 공유가 필수

□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 시스템 가격동향

ㅇ 태양에너지 발전(태양광, CSP*)과 풍력발전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보급확산,

기술개발 등에 힘입어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CSP(Concentrated Solar Power) : 집광형 태양열 발전

- 육상풍력은 이미 화석연료에 비견될만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었으며 태양광

또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화석연료보다 저렴

- 해상풍력과 CSP는 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보급이 적으나, 지속적인 

비용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재생에너지 경쟁입찰제도는 가격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비용절감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음**

* 독일, 모로코, 두바이, 페루, 멕시코,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에서도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비용하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 시스템 가격전망 (* 출처 : IRENA)

ㅇ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락, 모듈 제조기술의 발전, 시스템가격 

하락이 57%의 투자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전망

- (모듈) `25년 $0.28~0.46/W(`15년 $0.52~0.72/W)으로 `15년 대비 42%하락

- (BoS *) `25년 $0.3~0.5/W로(`15년 $0.5~1.7/W) `15년 대비 66% 하락하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가격분포 범위가 급격히 좁아질 것 

* Balance of System : 모듈을 제외한 인버터, 케이블, 설치비, 연성비용 등을 포함

- (LCOE) `25년 $0.06/kWh로 `15년($0.13/kWh) 대비 59% 하락할 전망

ㅇ (CSP) CSP는 종류에 따라 `25년까지 `15년 대비 33~37%의 투자비용 

하락이 기대되며, 보급확대에 따른 투자위험완화로 자본비용* 하락 전망

* 자금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 외에 자금 조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 (PTC*) 축열조(7.5시간 기준) 및 구성요소 가격하락, 자본비용 감소가 전체

투자비용($5,550/kW(`15년) → $3,700/kW(`25년)) 절감을 주도

* PTC(Parabolic Trough Collector) : 구유형 태양열발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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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축열조(9시간 기준) 및 헬리오스탯 가격하락, EPC 비용감소가 전체

투자비용($5,700/kW(`15년) → $3,600/kW(`25년)) 절감을 주도

* ST(Solar Tower): 타워형 태양열발전 방식

- (LCOE) `25년 PTC $0.104/kWh, ST $0.090/kWh로 `15년(PTC $0.165/kWh,

ST $0.161/kWh) 대비 37~44% 하락할 전망

* ’15년 PTC와 ST의 LCOE는 거의 같으나, ST가 고온에서도 동작 가능한 우수성이

있어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며, ’25년 PTC 대비 ST의 경쟁력이 높아짐

ㅇ (육상풍력) 육상풍력은 `25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기술개발이 설비이용률 증가(11%)와 투자비용 절감(12%)을 주도

- (투자비용) 터빈과 타워 가격하락, 제조규모의 대형화, 저풍속 설계기술

개발로 `25년 투자비용은 $1,370/kW(`15년 $1,560/kW)까지 하락

- (LCOE) `25년 $0.05/kWh로 `15년($0.07/kWh) 대비 26% 하락할 전망

ㅇ (해상풍력) 지난 15년간 해상풍력 투자비는 상승추세이나 이는 설비설치가

항구부근에서 먼 바다로 나아가며 이루어졌기 때문

- (건설비용) `25년까지 대부분의 설치비용 절감(`15년 대비 60% 감소)이 

건설비 하락에서 이루어짐

- (LCOE) 설치비 하락 및 리스크 완화에 따른 자본비용 절감을 통해 

LCOE는 `25년 $0.12/kWh로 `15년($0.18/kWh) 대비 35% 하락할 전망

< 전세계 투자비용, 설비이용률, LCOE 전망(가중평균 적용) >

에너지원
투자비용

(2015 USD/kW)
설비이용률

LCOE
(2015 USD/kWh)

2015 2025 2015 2025 2015 2025
태양광 1,810 790 18% 19% 0.13 0.06

태양열
(CSP)

PTC 5,550 3,700 41% 45% 0.17 0.10
ST 5,700 3,600 46% 49% 0.16 0.09

풍력
육상 1,560 1,370 27% 30% 0.07 0.05
해상 4,650 3,950 43% 45% 0.18 0.12

□ 시사점

ㅇ 세계 각국은 INDC 이행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비용과 LCOE의 하락은 지속적인 보급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ㅇ 지속적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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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용어 : 쿨루프 캠페인 
□ 쿨루프(Cool Roof) 캠페인이란?

ㅇ 미국 뉴욕에서 오래된 벽돌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폭염에

사망하는 일이 늘자, ‘10년부터 ‘White Roof Cool City’ 캠페인을 시작

한 것이 시초

- 도심지역은 열섬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여름철에 대기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 열섬효과 : 인구의 증가와 콘크리트 등 인공 시설물의 증가, 자동차 등에 따른

인공열의 방출과 온실효과 등의 영향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

- 옥상에 적외선을 반사하는 흰색 특수 안료를 사용하면 태양열을 반사

시키는 차열효과로 실내온도를 3~4℃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뉴욕에서는 ‘10년 약 80여개 빌딩의 옥상을 White Roof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후 40여개 국가들이 캠페인에 참여중

ㅇ 우리나라에는 ‘12년 ’십년후연구소‘가 이러한 캠페인을 처음 소개하고,

해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 올해에는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정희정, 前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와

함께 ‘지구를 식히는 60일, 쿨루프 프로젝트’를 진행

- 쿨루프 프로젝트는 지구의 날이었던 4.22일부터 6.21일까지 60일간 진행

되었으며,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10평 이내의 건물 옥탑에 거주하는 

옥탑세입자로 올해는 총 60곳에 대해서 무료로 Cool Roof 시공 

□ White Roof (Cool Roof)의 효과

ㅇ 美 비영리단체인 화이트루프오알지에 따르면 화이트루프 100ft2 (9.3㎡)당

온실가스 약 1톤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 미국 전역의 상업건물 80%를 차열지붕으로 시공한다면, 매년 7조

3,500만달러의 냉방에너지 절감과 62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소개

* 십년후연구소에 따르면, 20% 정도 태양광선을 반사시키는 검정색 옥상에 비해

흰색 옥상이 최대 85%의 태양광선을 반사시킬 수 있어 열섬 현상과 스모그를

줄여 도심지역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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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ㅇ 학술이슈
 - What the duck curve tells us about managing a green grid (California ISO, 

2016.4.29)
 - The Duck Curve on California’s Grid Will Encourage Innovation and Creative 

Thinking (greentech media, 2015.2.17.) 
 - The California `Duck Curve' That Will Jolt Its Power Grid (Bloomberg, 

2015.10.21.) 
 - 캘리포니아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추이와 시장 영향 (한전경제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5.30.) 

ㅇ 국내이슈
 - 8차 전력수급계획, 신기후形 리셋 필요 (이투뉴스, 2016.4.28.)
 - 수요감소에 미세먼지 대책까지,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이투데이, 

2016.6.7.)
 - ‘미세먼지’ 최대 변수로...정부 전력계획 바뀌나 (아시아투데이, 2016.6.2.)
 - 화력발전소 연료, 석탄 대신 LNG-바이오로 (동아일보, 2016.6.2.) 

ㅇ 해외이슈 
 - EPA Proposes Additional Details on the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EPA, 

2016.6.16.) 
 -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EPA website, www.epa.gov)
 -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 Why It Makes EPA's Power Plant Rule Even 

More Unlawful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2015.8.25.)
 - Fact sheet proposed rule about design details of the clean energy incentive 

program(CEIP) under the clean power plan (EPA, 2016.6.16.) 

ㅇ 신재생이슈
 - The Power to Change: Solar and Wind Cost Reduction Potential to 2025 

(IRENA, 2016.6월)

ㅇ 에너지용어
 - “여러분, 10년 후 뭐 할래요?”… 십년후연구소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 (매일경제, 2015.8.5.)
 - 옥탑방 열기 식혀줄 ‘쿨루프’로 여름철 옥상 온도 낮춰요 (아시아경제, 2016.4.21.)
 - 한여름 옥상이 하얘지면 지구와 이웃이 시원해요 (한겨레, 2016.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