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
 영국 신규 해상풍력 전력 단가, 원전의 60% 수준해외이슈

◈ 영국의 차액지원제도 2차 입찰에서 해상풍력 최저가는 57.50파운드/MWh로

낙찰되어 1차 입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영국 해상풍력의 최저가 달성

- 본 낙찰가는 영국이 30년만에 신규 건설하는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구매
단가(92.50파운드/MWh)의 60% 수준

◈ 향후 영국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를 달성해야 할 것

□ 영국 재생에너지 차액지원제도 입찰결과

ㅇ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17.9.11일 차액지원제도(CfD)* 2차 

입찰에서 3.3GW(11개)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낙찰

* Contract for Difference : 사후재정산 방법으로 최소한의 필요 수익률 보장

- 이번 입찰을 통해 360만 가구가 사용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

ㅇ 낙찰된 프로젝트에는 3개(3.2GW)의 해상풍력이 포함되어 있어 낙찰된 

설비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2~`23년 준공되어 발전을 시작할 예정

- 낙찰단가는 57.50*~74.75**파운드/MWh로 `15년 1차 입찰시 낙찰단가

(114.39~119.89파운드/MWh)보다 절반이상 낮아진 영국 해상풍력 최저가 

* Hornsea Project 2(1,386MW), Moray Offshore Windfarm East(950MW)

** Triton Knoll Offshore Wind Farm(860MW)

- 환경단체와 관련 업계들은 해상풍력의 보급확대에 따라 발전단가가 

크게 절감되어 전통 발전원과 경쟁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고 평가 

< 영국의 차액지원제도(CfD) >
ㅇ 5MW 이상 저탄소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발전사업자-전력

구매자) 결정된 금액(행사가)으로 판매

- 전력 시장가와 행사가 사이의 차액에 대한 손실을 입은 상대방에게 보상

* 예) 시장가 〉행사가(strike price) : 발전사업자가 전력 구매자에게 차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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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구매단가 논란 증폭

ㅇ 해상풍력 낙찰가(57.50파운드/MWh)는 영국이 30년만에 신규 건설키로 한

원전(힝클리 포인트 C)* 구매단가(92.50파운드/MWh)의 60% 수준

* 영국이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30년 만에 재개되는 원전 프로젝트로

(프)EDF-(중)CGN 컨소시엄이 `25년까지 3.2GW를 건설하여 영국 총 전력공급의

7%를 차지하는 대규모 원전이 될 전망

ㅇ 영국은 기후변화법에 의해 `50년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대비 80%*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원전 건설을 선택 

* `16년 기준 `90년 대비 36% 감소한 3억 8,100만톤 수준

-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원전을 선택한 것과 92.50파운드

/MWh란 과다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 이번 CfD 2차 입찰에서 해상풍력 뿐만 아닌 다른 에너지원(바이오매스,

ACT*)도 원전대비 낮은 가격(40.00~74.75파운드/MWh)으로 낙찰됨에 따라 

원전 건설에 대한 비판이 확산

* Advanced Conversion Technologies: 폐기물 가스화 및 열분해 기술

< 참고: 영국의 발전단가 전망>
ㅇ 영국 BEIS의 LCOE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육상풍력, 대규모 태양광은 LNG,

석탄, 원자력 등 전통에너지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

* Electricity Generation Costs('16.11월)
(단위 : ￡/MWh)

에너지원 `25년 `30년 에너지원 `25년 `30년
LNG(CCGT H Class) 82 99 대규모 태양광 63 60

석탄 136 131 육상풍력(>5MW) 61 60

원자력 95 78 해상풍력 100 96

주) 각 비용은 수명기간동안 발생비용을 현가(Present Value)화하여 반영, 중앙값 기준

□ 시사점

ㅇ 영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격하락과 탄소세* 정책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1년까지 탄소가격하한가 18파운드/톤으로 석탄 사용량의 가파른 하락세([`12]

6.4천만톤 → [`14] 4.8천만톤 → [`15] 3.7천만톤 → [`16] 1.8천만톤) 주도

ㅇ 향후 영국은 안전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감축에

집중하여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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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해외이슈 <영국 신규 해상풍력 전력 단가, 원전의 60% 수준>

 - 英, 비용이 원전의 절반인 해상풍력발전 등장…"획기적 순간"(종합) (연합뉴스, 2017.9.12.)

 - 동에너지, 英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혼시 프로젝트 투' 계약 체결 (글로벌이코노믹 2017.9.12.)

 - The Guardian view of offshore wind: cheaper and greener (Guardian, 2017.9.13.)

 - UK awards first CfD round (Windpower Monthly, 2015.2.26)

 - Carbon tax ‘consequential’ as UK emissions fall to 1894 levels (Carbontax.org, 2017.3.20.)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홈페이지

 - Electr icity Generation Costs(BEIS, '16.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