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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담당하는 역할

2022년 2월



2

트랜지션제로는 전력 부문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신뢰도 높은 분석과 통찰을 

제공한다. 쿼드러쳐 기후재단,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Google.org,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보여준 비전과 혁신 덕분에 트랜지션제로의 업무가 가능하다. 

재클린 타오와 맷 그레이가 안드레이 일라스의 도움을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클린 타오가 맷 그레이와 안드레이 일라스의 

조력을 받아 분석 모델들을 개발했다.

몇몇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그들의 고견과 제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도움을 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  브렌든 피어폰트(시에라클럽)

■  피르다우스 아누아르(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  후루노 신(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  제시 스콧(아고라 에네르기벤데)

■  마이크 호건(규제 지원 프로젝트(RAP))

■  푸트라 아디구나(에너지경제금융분석원(IEEFA))

■  유리 오쿠보(자연에너지재단(REI))

이 보고서에 일조한 위의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 수록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전적인 책임은 트랜지션제로에 있다. 

Jacqueline Tao
애널리스트 
jacqueline@transitionzero.org

transitionzero.org

감사의 글

TransitionZero@transition_zer0transitionzeroinfo@transitionzero.org

http://jacqueline@transitionzero.org
http://transitionzero.org
https://www.youtube.com/channel/UCcks4M8J0oQy150QD9ckkug
https://www.youtube.com/channel/UCcks4M8J0oQy150QD9ckkug
http://twitter.com/transition_zer0
http://linkedin.com/company/transitionzero
mailto:info%40transitionzero.org?subject=
mailto:info%40transitionzero.org?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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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Meryam Omi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2030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목표로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은 전환점을 맞았다. 이처럼 

일본이 기후 목표를 상향하게 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었다. 일본은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통해 증명된 것처럼 세계 

무대에서 불안정하게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격랑을 겪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면해 있다.

세계 3대 경제 대국인 일본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급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 발전량의 약 3분의 1을 석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대응책으로서 

일본의 전력회사들과 정책입안자들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암모니아 혼소,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 등의 소위 청정 

석탄 기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트랜지션제로가 발간하는 포괄적이면서도 시의적인 이 보고서는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그러한 석탄 기술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그러한 기술은 비용이 높고 일본의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정 석탄 기술에 드는 비용은 128달러/MWh에서 296달러/

MWh 사이로 평균 약 200달러/MWh이며, 이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배터리 저장을 포함하더라도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발전은 이미 대부분의 청정 석탄 기술을 

능가하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처럼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정 석탄 기술(CCS 제외)의 평균 탄소집약도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를 기초로 2030년에 일본 발전부문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5배가 높다. 

CCS를 홍보하는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경제적·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확실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의 저장 잠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며 불과 10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CCS가 탄소저감장치 없는 화석연료를 능가하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무렵에는 이미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일 

것이므로 CCS가 발전부문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결국 다소 

때늦은 감이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상세한 분석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전시설을 소유한 

투자자에게도 중요하다. 양질의 정보를 입수한 투자자만이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이 

미치는 영향력과 질적 수준은 내가 2021년에 이사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다. 

IGCC처럼 비용은 높고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판명된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좌초자산을 유발하고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청정 석탄의 미래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보다 유망한 탄소중립 

기술로 투자 흐름을 돌려야 할 때다. 

클라이밋 아크

LGIM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전 지속가능성 및 

책임투자전략 책임자  

COP26 전 유엔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재정

트랜지션제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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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석탄 기술: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청정 석탄 기술에는 발전부문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혼소,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 탄소 포집 및 저장

(CCS)이 포함된다.

암모니아 (NH
3
):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을 지칭한다. 직접 연소 반응과 연료전지에서 직접적인 연료로 사용하거나 수소 운반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 여러가지 색으로 암모니아를 구분한다. 브라운 암모니아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하버-보슈법을 통해 생산되는 암모니아를 말한다. 그레이 암모니아도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증기 메탄 개질 반응을 통해 생산된 수소를 사용한다. 블루 암모니아는 화석연료 원료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는 CC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그린 암모니아 역시 하버-보슈법을 적용하여 

생산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전력을 공급하는 공정을 통해 물에서 수소를 유도한다. 그보다 더 청정하게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하버-보슈법을 우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와 같은 암모니아를 ‘그리너 

암모니아(greener ammonia)’라고 지칭한다. 오직 블루 암모니아와 그린 암모니아만을 저탄소 연료로 볼 수 있다. 

배터리 저장:

가역 반응을 이용하여 요구에 따라 전력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에너지 저장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연료 연소나 산업 공정으로부터, 혹은 대기로부터 직접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는 공정. 이렇게 포집한 탄소는 지하 지질 구조 또는 

해양이나 육상의 CCS 시설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제조업 혹은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이 적용된 그 외의 공정에서 원료나 

투입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CCS와 CCU 기술을 통틀어 CCS라고 지칭한다. 

석탄:

갈탄, 코크스, 증기용탄 등 다양한 유형의 석탄을 포함한다. 발전용 석탄 역시 증기용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석탄 가스화:

석탄을 공기, 산소, 증기 또는 이산화탄소로 부분 산화시켜 일산화탄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인 

합성가스(syngas)를 생산하는 공정. 석탄 가스화는 석탄 기반 IGCC 발전소에서 주로 활용하는 공정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석탄 

가스화와 IGCC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급전가능 발전:

전력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발전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 실제 현장에서는 상온 시동으로 인한 정지 

시간 때문에 급전가능 발전을 차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술에 따라서는 발전소에서 발전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속도를 의미하는 

증감발률에도 차이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요량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발전 기술을 급전가능 발전이라고 부른다. 

IGCC:

IGCC 발전소는 원료를 합성가스(syngas)로 전환한 후에 가스 터빈에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기에 앞서 세척 절차를 거친다. IGCC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잠재적인 원료에는 석탄, 바이오매스, 잔사유(석유 코크스, 아스팔트, 타르 등), 도시 폐기물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석탄 기반 IGCC 발전소만을 고려한다.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 

CCS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석탄을 소비하는 방식.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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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 요약
이 보고서의 목적은 청정 석탄 기술에 관한 기술경제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발전회사, 투자자, 정책입안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에서 고찰한 청정 석탄 기술에는 암모니아 혼소,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본이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긴급한 재평가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출처: 트랜지션제로

트랜지션제로의 추정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 고찰한 청정 석탄 

기술의 현행 균등화발전비용(LCOE) 범위는 IGCC 기술의 경우 

128달러/MWh, 그린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경우 296달러/MWh

기후에 관한 고려와는 별개로 청정 

석탄에는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로 추산된다. 다른 발전 기술과 비교하면, 청정 석탄 기술의 평균 

비용은 197달러/MWh로 태양광 발전(PV)의 2배에 달한다. 

배터리 저장을 포함하더라도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발전은 이미 

대부분의 청정 석탄 기술을 능가하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며 2030년에는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발전에 배터리 저장을 결합한 방식이 모든 청정 석탄 

기술을 압도한다. 더 나아가, 해상 풍력에 배터리 저장을 결합한 

방식 역시 다음 10년 이내에 석탄을 능가하는 비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1.1 기술별 추정 LCOE (2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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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석탄 기술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청정 석탄 기술이 

탄소중립 기술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는 배출량 저감 잠재력이 

일본의 경우 CCS 기술은 비용과 기후변화적 한계 외에도 

상당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기술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개선의 측면에서 

가파른 상치관계가 발생한다. CCS 시스템 비용은 채택된 포집 

기술의 유형뿐만 아니라 신설 발전소인지 리트로핏 발전소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CCS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맞춤형 

석탄화력발전을 1.5°C 기온 목표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트랜지션제로의 이전 

청정 석탄 기술은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의 CCS 기술은 상당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COP26 이후의 석탄: 일본은 최후까지 

버티는 경제대국이 될 것인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청정 

석탄 기술이 자랑하는 월등한 배출량 저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배출 집약도는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 나머지 국가의 경우 

2040년까지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IEA의 넷제로 배출량(NZE) 시나리오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탄소 

집약도는 2030년까지 138gCO
2
/kWh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는 

이 보고서에서 고찰하고 있는, CCS가 적용되지 않은 청정 석탄 

기술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표1.2 청정 석탄 기술의 배출량 저감 잠재력

프로젝트이므로 낮게 잡아도 LCOE에 약 39~65달러/MWh가 

가산되며 비용 절감의 여지가 적다. CCS가 적용된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 하락률은 최대 25%에 달하여 발전소의 경제적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가파른 상치관계가 발생하므로 

발전회사는 이 기술을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제한적이므로 국제적인 탄소 거래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에 CCS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력은 약 10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저장 능력을 신중하게 배분하는 동시에 CCS 

기술을 시멘트나 철강처럼 저감이 어려운 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을 1.5°C 목표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거의 3,000기에 가까운 

석탄 발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1. 청정 석탄 기술을 유지할 여지를 

남기려는 일본의 완고한 태도는 경제적·기후적·정치적 현실과 

점차 괴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발전회사들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현재의 지속적인 투자가 재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여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발전회사들은 오늘날의 정치적 환경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을 

시급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트랜지션제로 (2021)

1 TransitionZero (2021).

https://www.transitionzero.org/insights/world-must-close-nearly-3000-coal-plants-by-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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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경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당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에서 2013년 수준의 26%였던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6~5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로 일본은 자국의 NDC를 상향하여 COP26에서 이 목표를 반영하는 

동시에 2021년 10월에 내각의 승인을 얻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강화된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처럼 기후 목표를 상향하게 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 및 에너지 상황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원전 재가동이 여전히 정치적인 

쟁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였다. 밖으로는 불안정하게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격랑을 겪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면해 있었다. 일본은 앞으로 발전부문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대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수정된 2030 목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급속한 탈탄소화가 요구된다. 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르면, OECD 발전부문은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트랜지션제로는 일본 내 정책입안자와 발전회사가 청정 석탄 기술의 경제적·환경적 잠재력과 

일본의 기후 목표를 합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는 관련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했다.

COP26에서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제공: 총리관저 홈페이지

(Creative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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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혼소 IGCC CCS

네번째 섹션은 재생에너지가 일본의 에너지 삼중고를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한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들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넷제로 목표에 부응하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추구하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발전회사들을 위한 고위 수준의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일본이 계속해서 청정 석탄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전회사 주주와 일본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트랜지션제로는 넷제로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 
기술들의 역할을 긴급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세번째 섹션은 일본 내 
CCS의 잠재력을 검토한다. 
CCS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은 여전히 정책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CCS 
프로젝트의 시행이 더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CCS 
잠재력은 저장 가용성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더 나아가,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CCS의 경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요구되는 
탄소 가격으로 인해 
풍력이나 태양광 PV 등 
다른 탄소중립 대안들의 
상대적 경쟁력이 더욱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섹션은 일본 정부가 
지지하는 또 다른 청정 석탄 
기술인 IGCC를 고찰한다. 
IGCC 발전소는 원료를 
합성가스로 전환한 후에 
가스 터빈에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기에 앞서 
정화 절차를 거친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연소 전 탄소 포집 기술과 
호환이 가능한 IGCC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섹션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IGCC 발전소가 
확대되는 현황을 점검하고 
이 기술이 과연 대규모로 
CCS와 결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실패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5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섹션은 
발전부문에서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업계와 공조하여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석탄화력발전부문의 
핵심적인 저감 기술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리트로핏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자본적 지출에 
제약이 있는 상당수 일본 
발전회사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암모니아 혼소는 
비용과 탄소 배출량이 모두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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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책입안자들과 발전회사들은 암모니아 혼소를 국내 발전부문의 핵심적인 탈탄소화 기술로 
간주하고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는 일본의 에너지 삼중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등가를 기준으로, 현재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그레이 암모니아는 비용이 발전용 석탄의 
약 4배에 달한다. 비용이 석탄의 15배에 달하는 그린 암모니아를 상정할 경우 비용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현재, 가장 저렴한 그레이 암모니아의 경우 20% 혼소 연료의 비용이 석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암모니아 혼소는 탄소 가격이 205달러/tCO2에 도달하는 2040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경제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 따른 LCOE는 약 280달러/MWh로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수준이다.

암모니아 혼소는 주장과는 달리 배출량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현 단계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갖춘 20% 혼소율을 적용한 배출계수는 IEA의 NZE 시나리오를 준수하기 위해 2035년까지 교체나 
감축이 요구되는 복합가스터빈(CCGT) 발전소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블루 및/또는 그린 암모니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재래적인 암모니아 생산 방식에 수반되는 탄소-
에너지 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혼소를 통한 배출량의 순감소는 불가능하다.

원료로 사용할 저렴한 가스가 부재하므로 국내 암모니아 생산 비용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는 곧 일본의 발전회사들이 저렴한 수입 원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본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

암모니아는 발전부문에 적합하지 않지만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다른 수많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멘트나 제철 등 저감이 어려운 부문에서는 확대가 요구된다.

요약



도표2.1 천연가스 연소 및 암모니아 연소 화학반응

출처: 트랜지션제로

배경

암모니아는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특히 천연가스와 유사한 에너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메탄이 주요 구성 성분인 천연가스는 

산소 중에서 연소할 경우 탄소-수소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며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산한다.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를 직접 연소할 경우 고온에서 질소-수소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며 부산물로 질소와 물을 생산한다(도표2.1).   

수소의 유도체인 암모니아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를 포집·저장·수송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흔히 언급된다. 

암모니아의 매력은 높은 에너지 밀도2, 간편한 저장과 수송3 잘 

정비된 공급망4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암모니아를 저탄소 

연료로 직접 연소하는 방식을 확대하려는 시도 역시 늘고 있다.

암모니아 연소는 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연소 

단계에서 탄소중립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다5. 그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는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으므로 

수소 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도기 연료로 매력적이다. 

수소는 순수한 형태로, 혹은 암모니아 등의 수소 운반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송의 어려움, 낮은 에너지 밀도, 높은 폭발 위험성이 

수소의 직접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2 암모니아는 에너지 밀도(HHV: 22.5 MJ/kg)가 높으므로 저장 매체로 

적합하다. 실제로, 액체 암모니아(15.6 MJ/L)는 액체 수소(9.1 MJ/L)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3 암모니아는 -33°C에서 간편하게 냉장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수소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간편한 다기능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수소는 

반드시 -253°C에서 극저온 상태로 저장해야 한다. 압축공기저장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격차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암모니아는 수소에 비해 가연성이 훨씬 

낮으므로 더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다.

4 암모니아는 안정된 국제 무역 및 공급망 인프라(수송선, 특수 터미널, 저장 탱크 

등)를 통해 비료, 원자재 원료, 촉매제로 널리 활용된다.

5 암모니아 생산은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적인 대안이 공존한다. 다양한 암모니아 생산 기술에 관한 

내용은 이하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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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암모니아가 대안적인 수소 운반체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암모니아는 브라운, 그레이, 블루, 그린 등 몇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레이 암모니아와 브라운 암모니아는 

화석연료를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하며 전자는 천연가스를, 

후자는 석탄을 이용한다. 현재 가장 많이 생산되는 암모니아는 

그레이 암모니아로서 그레이 암모니아는 수증기 메탄 개질

(SMR) 반응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SMR 반응은 

500°C 250기압의 혹독한 조건을 요하므로 에너지 집약도가 

높으며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요구량의 80%

를 차지한다6.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연관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 방식은 탈탄소화 압력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 블루 암모니아와 그린 암모니아라는 두 

가지 특징적인 저탄소 대안이 등장했다.

블루 암모니아란 CCS 기술을 적용하여 하버-보슈법과 화석연료 

원료를 이용하는 재래적인 수소 생산에 따른 배출량을 저감한 

암모니아를 말한다. 최선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블루 

암모니아는 CCS 과정에서의 누출로 인해 직접 배출량이 그레이/

그레이/브라운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

■ 하버-보슈법을 

이용하여 생산

■ 화석연료를 

수소 생산 

원료로 사용

■ 하버-보슈법을 

이용하여 생산

■ 화석연료를 

수소 생산 

원료로 

사용하지만 

CCS를 통해 

탄소 포집

■ 하버-보슈법을 

이용하여 생산

■ 태양광/

풍력 발전 

전력을 이용한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 생산 

그리너 암모니아

■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하버-보슈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혁신적인 

암모니아 합성 

기술 적용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암모니아의 약 96%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하버-보슈법을 통해 생산되며 원료는 천연가스(메탄)와 석탄이 

가장 보편적이고 간혹 석유가 사용된다11. 이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방식이다. 수소 생산 원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공정 

가스와 연소 배기가스 형태로 탄소가 배출되므로 탄소 집약도도 

높아진다12. 실제로, 암모니아 생산은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과 

도표2.2 색상에 따른 암모니아 유형

출처: 트랜지션제로 Note: Only blue and green ammonia can only be considered low or zero carbon fuel.

탄소 배출량의 약 2%와 1.3%를 차지한다13. 또한, 암모니아 

합성 역시 배출량 집약도가 매우 높은 화학 공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14. 그러므로 화석연료 원료에 의존하는 수소/암모니아 

경제로의 선회는 기후 측면에서의 이점이 전무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브라운 암모니아보다 80~90% 적다7. 하지만 블루 암모니아가 

기후에 미치는 진정한 파급력은 불분명하다. 일부 연구를 

통해 업스트림 배출량(업스트림 천연가스 생산에 따른 메탄 

슬립 포함)을 감안할 경우 블루 암모니아의 전 과정 배출량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와 대등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 바 있다8.

반면에, 그린 암모니아는 재래적인 하버-보슈법을 적용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지만 풍력이나 태양광 PV와 같은 

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온 전력을 이용하여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얻는다. 그보다 더 청정한 생산 방식으로서 전기화학 

반응이나 케미컬루핑 등을 통한 혁신적인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다9. 비록 현재 시장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다양한 유형의 블루/그린 암모니아 발전 방식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암모니아 가치사슬 탈탄소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규모는 4,800

만 톤10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암모니아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6 왕립학회(2020) 

7 에너지전환위원회(2018)

8 Haworth and Jacobson (2021)

9 Smith, Hill and Torrente-Murciano (2020)

10 GCPA (2021)

11  RMI (2020)

12 에너지전환위원회(2018)

13 왕립학회(2020)

14 왕립학회(2020)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ese3.956
https://pubs.rsc.org/en/content/articlelanding/2020/ee/c9ee02873k#!divAbstract
https://www.gpca.org.ae/2021/09/12/blue-and-green-ammonia-a-1-billion-ton-a-year-energy-market/
https://rmi.org/wp-content/uploads/2020/01/hydrogen_insight_brie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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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에너지 운반체로 활용하는 방식을 

최초로 추진했다. 하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수소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사라졌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이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던 일본 정부는 에너지 운반체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다. 이 연구는 수소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생산, 수송, 이용을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 재원 1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된 5개년 프로그램에 따라 학계, 업계 지도자, 정책입안자가 수소 가치사슬의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암모니아를 수소 수송 운반체로 고려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련의 테스트와 시연이 실시됐다.

상용 화력발전소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사카대학과 

전력중앙연구소(CRIEPI) 연구진이 연구실에서 일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러한 1차 테스트를 통해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 

방식의 기술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NOx를 억제하는 기술에 관한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주고쿠전력은 1차 연구실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156MW급 

미즈시마 2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0.6%~0.8% 암모니아 혼소 

테스트를 실시했다.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시범 테스트가 진행됐다. 시범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석탄 기반 

0.6%~0.8% 암모니아 혼소 방식이 발전효율 하락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발전소의 NOx 배출량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실제로, 회사는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라고 주장했다15.

2017년 12월에 IHI는 효고현에 위치한 아이오이 화력발전소 내 

10MW급 연소 테스트 설비에서 20% 암모니아 혼소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시연 테스트는 IHI가 새로 개발한 석탄 암모니아 

혼소 버너를 시험할 목적으로 전략혁신증진프로그램(SIP)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 시연은 실제/상용 조건에서 실시된 가장 

높은 수준의 암모니아 혼소 테스트였으며 그 후로 일본 내에서 

대규모로 암모니아 혼소 시연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1년 5월에 JERA와 IHI는 상용 석탄화력발전소 한 곳에서 

20% 암모니아 혼소를 시연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연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규모 상용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배출가스 등의 환경영향 특성과 폐열 흡수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16 2024/2025년에 시험 연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Box 2.1 일본의 암모니아 연구개발(R&D) 연혁

연구실 

테스트

IHI:  

20% 

암모니아 혼소

JERA-IHI:

석탄 기반

20%  

암모니아 혼소

(1GW 헤키난 석탄화력발전소)

주고쿠전력:

0.6%~0.8% 

암모니아 혼소

15 암모니아에너지협회(2020 16 미쓰비시파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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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가 몇몇 산업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Box 2.2 참조) 발전 부문에서의 활용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미쓰비시17, IHI18, JERA 등 대형 터빈 제조업체와 

발전회사가 청정한 무탄소 제품라인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100% 암모니아 직접 연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상용화된 기술은 전무하다. IHI와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년까지 최초의 100% 암모니아 연료 

터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잠정적인 해법으로 암모니아와 다른 연료를 

혼소하는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석탄과 가스를 대상으로 

몇몇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적 

제약을 전제로 석탄과 암모니아의 혼소 비율을 20% (에너지 

함량 기준)로 설정하는 방식이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에 발표한 목표를 더욱 확대하여 2030

년까지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19 

통합혁신전략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3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20. 

일본 정부는 관련 업계의 지지를 토대로 석탄화력발전부문의 

탄소를 저감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암모니아 혼소를 강력하게 

밀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는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리트로핏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기존 발전소를 계속해서 

암모니아 혼소 비용
가동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일본 발전회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술의 기술적·상업적 타당성을 

시험하는 일련의 시연 테스트가 학계와 업계에 의해 실시됐다.     

이러한 일련의 시연 테스트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로 JERA

의 1GW급 헤키난 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된 20% 암모니아 

혼소 테스트를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공적 연구개발 기관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JERA의 헤키난 

화력발전소 4호기에서 실시할 예정인 이 테스트에 1,100억 엔

(10억 달러)을 책정했다21. 정부 지원금은 암모니아 조달, 저장 

탱크와 증발기 등 관련 설비의 건설, 헤키난 5호기에서 별도로 

테스트할 계획인 혼소 전용 버너의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키난 테스트는 일본이 상용 발전소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암모니아 혼소 테스트다. 상업적·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기존 설비를 

암모니아 혼소 방식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조한 후에 2050

년까지 암모니아 혼소율을 더욱 높이고 암모니아 직접 연소를 

목표로 한다.

IHI는 2MW급 가스 터빈에서 천연가스 기반 70% 액체 암모니아 

혼소를 테스트했다. 이 시연 테스트는 NEDO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됐다. 이 기술의 경우 

액체 암모니아를 연소장치에 직접 분사한다. 액체 암모니아를 

이용하면 증발기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자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술은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나 가스 장치 내 

수소 혼합 기술과 비교하여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발전부문에서 암모니아 이용에 관한 논의는 석탄 기반 

혼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스 기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경우 암모니아의 부식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추가로 안고 있다.   

17 미쓰비시파워(2021)

18 IHI (2021a)

19 아르거스 미디어(2021)

20 일본 정부 내각사무처(2020)

21 NEDO (2021)

암모니아 저장탱크

https://www.ihi.co.jp/en/all_news/2020/resources_energy_environment/1197060_2032.html
https://www.nedo.go.jp/news/press/AA5_1014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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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에서의 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는 크게 볼 때 탈탄소화 퍼즐에서 여전히 중요한 

조각으로 남아 있다. 암모니아는 산업 공정과 운송 그리고 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난방 분야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 반응의 원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

공업용 용광로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운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항공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는 

현재 이 분야에서 다른 탄소중립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후회 없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암모니아는 직접 연소를 통해 공업용 용광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대체 전력원이 존재하는 발전부문과 

비교하여 산업부문은 저감 기술이 부족하고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탄소화가 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화석연료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것이 

전력화를 제외하면 가장 유망한 탈탄소 대안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철강·제철·시멘트 산업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잠재력을 모색할 수 있다.

암모니아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유나 휘발유를 대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송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통적인 경유/휘발유 자동차의 3분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22. 하지만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점화23와 (암모니아 누출 가능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해운업계의 배출 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암모니아가 

타당성을 갖춘 선박용 연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암모니아를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1) 에너지 밀도가 

높고 (2) 안전하며 (3) 배출량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암모니아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용 엔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의 에너지 밀도가 

수소보다는 높지만 경유나 연료유 같은 전통적인 벙커유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바르질라, MAN 에너지 등의 엔진 

제작업체가 주도하는 선박용 엔진 분야는 암모니아 기반 

엔진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출가스(

주로 NOx 배출가스), 부식성, 안정성이 추후에 암모니아의 

이용을 저해하는 주된 문제점들이다. 

암모니아를 항공유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는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있다. 

연구 참가 주체들은 성공적인 개념 증명에 이어 이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4.

Box 2.2 암모니아의 대안적 이용

22 Medina 등(2021)

23 Klüssmann 등(2020)

24 UKRI (2020)

https://www.ukri.org/our-work/responding-to-climate-change/moving-towards-net-zero/ground-breaking-study-to-find-a-truly-green-aviation-powe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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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용이다. 에너지 등가를 기준으로, 현재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그레이 암모니아는 그 비용이 발전용 

석탄의 약 4배에 달한다. 비용이 석탄의 15배에 육박하는 그린 

암모니아를 상정할 경우 에너지 등가를 기준으로 비용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라 국제적으로 

탄소가격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그레이 

암모니아의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블루 암모니아나 그린 

암모니아 같은 저탄소 대안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연료 비용 분석

그린 암모니아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전기분해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다. 전기분해기 관련 

비용의 절감은 전기에너지 요구량을 낮추는 고온 전기분해 

분야에서의 혁신과 더불어 시스템 구성요소와 발전소 설계의 

표준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진전이 없다면 그린 암모니아는 2040년이 

되어서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도표2.3). 그에 추가하여, 

에너지 등가를 기준으로 석탄은 모든 색상의 암모니아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비용을 유지하고 있다.       

도표2.3 암모니아 가격 전망

출처: 트랜지션제로



18

암모니아 혼소 같은 신생 기술의 경우 비용을 낮추는 것이 도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리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수소 관련 연구가 재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에서 수소의 이용은 다른 이용 사례들에 비해서 

표2.1 국가 수소 전략의 업종별 우선 순위

LCOE 분석

출처: 트랜지션제로, 세계에너지협의회(2021) 자료 변형26

 발전 산업 운송

국가  발전 부속 서비스
 철강 및 

제철
 화학 원료 정유

기타
(시멘트 등)

난방 도로 운송 해운  항공

호주

일본

한국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칠레

캐나다

관심도가 떨어진다(표2.1)25.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발전부문에서 암모니아/수소의 이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도입을 막는 또 다른 걸림돌들은 기술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별 프로젝트별로 맞춤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행을 통한 학습 효과가 제한된다. 현 단계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특수한 버너와 더불어 암모니아를 화염에 

주입하는 방법과 지점에 대한 엄격한 제어가 요구된다.

25 암모니아를 장기적인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여 계절적 수요 변동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에 수반되는 

변환 손실이 크다는 점이 전면적인 도입을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모니아를 가스 터빈에서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을 유연 발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RE 투입률 증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 암모니아의 연소 동역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화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한 후 수소를 가스 터빈에서 

연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분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므로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26 세계에너지협의회(2021)

중점 낮음/없음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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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암모니아 수입 지원 인프라(

예: 저장 탱크, 파이프라인, 증발기)처럼 신규 발전 설비에 

추가되는 비용을 수반한다. 암모니아 연소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장치의 개조와 재설계 역시 자본 비용 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비용이 가장 낮은 그레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20% 혼소 

기술조차도 석탄과 비교하면 연료 비용이 2배에 달한다. 이러한 

가격 구조는 상향된 탄소가격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과 2040년이 되면 다소 변화한다. 그럼에도 

에너지 등가 연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20% 혼합할 

도표 2.4 발전부문 암모니아 혼소 방식의 비용 구성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탄소 비용은 일본 국내 발전부문에 관련된 탄소 비용을 의미하며 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는 130달러/tCO
2
, 2040년에는 205

달러/tCO
2
에 달한다. 암모니아 업스트림 생산에 관련된 탄소 비용은 생산 장소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암모니아 비용의 일부로서 연료 비용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예상 탄소 가격 범위는 2030년과 2040년에 각각 15~130달러/tCO
2
와 35~205달러/tCO

2
에 달해 IEA의 NZE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경우 총 연료 비용이 석탄의 3배로 증가한다.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탄소 가격이 205달러/tCO2에 도달하는 2040년이 

되어서야 겨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할 것이다(도표

2.4). 그에 따른 LCOE는 약 280달러/MWh로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수준이다. 

탄소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하고 전기분해장치와 CCS 

기술 비용이 급락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 동안 재래적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에 대한 비용 우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모니아는 정유 산업에서 

원료로 흔히 사용된다.

20

주장과는 달리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배출량 저감 효과가 거의 

없다. 발전 단계에서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 연소에 수반되는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며 혼소율이 저감된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대변한다. 현 시점에 기술적 타당성을 갖춘 혼소율인 

20%를 기준으로 배출계수는 가스 기반 CCGT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혼소율을 50%까지 높이는 경우에만 IEA

의 NZE 시나리오에 따라 2035년까지 교체나 감축이 요구되는 

가스화력발전의 전력당 배출량에 겨우 근접할 수 있다27. 혼소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도표2.5 발전 기술에 따른 배출 집약도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IEA NZE는 IEA 넷제로 로드맵에 언급된 발전부문 탄소 

집약도를 의미한다. CCGT와 OGCT는 각각 복합발전가스터빈과 

개방형발전가스터빈을 의미한다. 둘 다 가스 기반 발전 기술이다. USC

는 초초임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계수를 의미한다. USC 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효율이 가장 높은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탄소

저감 잠재력

27  IEA (2021a)

혼소율을 50%까지 높이는 경우에만 

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라 2035

년까지 교체나 감축이 요구되는 

가스화력발전의 전력당 배출량에 겨우 

근접할 수 있다

https://www.iea.org/reports/net-zero-by-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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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에서 수행한 전 과정 분석에 따르면, 탄소저감장치 없는 

화석연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그레이 암모니아에는 112~249 

gCO
2
/MJ (1,090~2,423 gCO2/kWh)의 내재 배출량이 

수반된다28. 이는 석탄 직접 연소에 수반되는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블루 및/또는 그린 암모니아를 이용하지 

않는 한, 혼소에 따른 배출량 순감소 효과는 전무하다. 블루 및 

그린 암모니아를 이용할 경우 업스트림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박용 연료로 중유를 사용하는 

사례처럼 탄소 집약도가 높은 수송 방식을 이용할 경우 배출량이 

그림2.6 일본 내 석탄과 암모니아 간의 배출계수 및 전 과정 배출량 비교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내재 배출량은 업스트림 생산, 미드스트림 수송, 다운스트림 연소에 수반되는 모든 배출량을 감안한다. 이 추정치에는 탄소 이외의 배출량도 포함된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효율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든 발전소에 일률적으로 37% 

열효율을 적용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배출을 수반하는 석유회수증진법(EOR)에 활용하는 경우처럼 블루 암모니아의 순배출량 

효과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CCS가 다운스트림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 과정 배출량이 3~10 gCO
2
/

MJ (29~97 gCO
2
/kWh) 상승한다29.   

암모니아 혼소 기술이 IEA의 NZE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블루 또는 그린 암모니아만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 

암모니아의 P2P (power-to-power) 효율이 22%30 수준이므로 

거의 80%의 에너지가 변환 과정에서 허비된다. 이처럼 가파른 

에너지 효율 하락률은 그린 암모니아 발전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8 EA (2021b)

29 IEA (2021b)

30 IEA (2021b)

https://www.iea.org/reports/the-role-of-low-carbon-fuels-in-the-clean-energy-transitions-of-the-power-sector
https://www.iea.org/reports/the-role-of-low-carbon-fuels-in-the-clean-energy-transitions-of-the-power-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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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혼소 기술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암모니아는 인화성이 낮고 발화점이 높으며 화염 속도와 화염 

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인화범위가 좁고 복사전열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암모니아는 발전소에서 직접 연소에 

부적합하다. 몇몇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시연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술의 확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전소마다 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충분히 

광범위한 표본 집단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각 발전소의 진정한 

암모니아 혼소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발전소 구성이 조금만 

석탄 기반 암모니아 혼소 기술에 따른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대기 오염이다. 암모니아에 포함된 질소로 인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NO
x
 배출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NO
x
 배출량은 혼소율이 낮을 때 가장 많고 

혼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치관계가 존재하여 혼소율이 40%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불연소 암모니아가 증가한다32. 불연소 암모니아는 NO
x
 및 SO

2

와 반응하여 2차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33 대기 오염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NO
x
 배출량을 억제할 목적으로 

31 Platts (2021a)

32 Ishihara 등(2020)

33 NO
x
 및 SO

2
 산화물은 NH

3
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2차 생성 초미세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킨다.

기술적 고려사항

대기 오염

에너지 안보는 일본 에너지 정책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현재 

일본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1백만 톤의 암모니아 중에서 75~80%

를 자급하고 있다. 추후에 암모니아 경제가 확대되고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암모니아의 양이 증가하면 일본은 국내 생산능력 

증설에 투자하거나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운송비까지 감안하더라도 일본은 모든 유형의 암모니아에 

에너지 안보

달라져도 리트로핏 비용이 증가하거나 효율과 성능이 하락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 혼소율을 기준으로 헤키난 발전소의 기저부하운전을 가정할 

때 JERA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연간 50만 톤 가량의 

암모니아를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회사는 헤키난 

4호기 시범 운전에 3~4만 톤만을 투입하고 헤키난 5호기 시범 

테스트용으로 200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31. 이러한 

사실은 시범 테스트의 규모가 제한적임을 말해주며 이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NO
x
-NH

3
 

역학을 보여준다. 낮은 화염 온도와 화염 불안정성은 비산회에 

포함된 NO
x
 배출물과 불연소 탄소로 인한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시연 발전소와 테스트 시범 운전을 통해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발전소의 

기술적 설계에 수반되는 복잡성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국지적인 대기 오염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 오염은 억제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기술은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보일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대해 비용을 절반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설비와 기타 자본적 지출 

항목은 세계 어디나 대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저렴한 천연가스와 비용 경쟁력이 월등한 재생에너지의 존재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이 벌어지면 일본 발전회사는 값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별로 없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다른 문제점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petrochemicals/052421-japans-jera-to-procure-40000-mt-ammonia-for-20-co-burning-with-coal-by-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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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7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비교

이러한 이중고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다. 20% 

혼소율을 가정할 때 일본은 발전부문에 연간 2,000만~2,500만 

톤의 암모니아가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수요의 20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암모니아 시장에 맞먹는 

규모다. 이처럼 대량의 암모니아를 수입할 경우 일본은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에 취약해진다.

첫 번째 불확실성 요인은 에너지 전환과 암모니아 시장 확대의 

속도에서 기인한다. 국제 암모니아 시장의 급속한 확대는 개별 

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전환 전략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글로벌 저탄소 경제가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고비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노후/첨단 기술에 얽매일 수 있다. 

두 번째 불확실성 요인은 이처럼 새로 대두된 공급사슬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 충격이 일어나 잠재적인 가격/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래에 이용할 독점적 공급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새로운 저탄소 

연료의 국제 거래가 일본의 에너지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 불확실성 요인은 잠재적인 암모니아 수입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급 주체가 다변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안보와 

자원 독립에 유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2021년에 경험한 가스 시장 변동성은 지역과 국가의 

수급 역학이 국제 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일으켜 자원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야기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일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취약해진다.

1 현물 시장에 의존할 경우 불확실성과 가격 충격 또는 

2 장기적인 안정을 목표로 가격을 고정할 경우 가격 

할증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일본은 이미 블루 암모니아 첫 선적분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인근 메탄올 시설과 EOR 시설에서 이용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그린 암모니아 생산 시설은 태양광 PV 발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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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모니아 유형

인도네시아 블루

말레이시아 그린         블루

사우디아라비아 블루

러시아 블루

UAE 블루

호주 그린         블루

아래 지도는 업스트림 암모니아 공급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본의 전 세계 파트너십/투자 현황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Box 2.3 지도: 일본의 전 세계 암모니아 투자 현황

34 미쓰비시상사(2021)

35 니케이 아시아(2021a)

36 니케이 아시아(2021b)

37 IHI (2021b)

38 ENEOS (2021)

39 니케이 아시아(2021c)

40 이토추(2021)

41 Platts (2021b)

42 니케이 아시아(2021d)

43 니케이 아시아(20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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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가 일본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수의 재정적·환경적·

기술적 장애물에 봉착해 있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비용 부담이 과중한 발전 기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가 비용 및 기후 측면에서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기분해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발전부문에서 암모니아 직접 연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하며 급증하는 그린 암모니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거래 시장이 단기간 내에 조성돼야 한다.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증거는 제한적이다. 이처럼 설득력을 갖춘 경제적·환경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암모니아를 고수하는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발전에 암모니아를 이용하려는 

일본 내 발전회사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주주 가치를 훼손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결론



04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
(IGCC) 발전소

요약

1

2

3

4

6

5

일본 발전회사들은 일본 최초의 상용 IGCC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IGCC 같은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하지만 IGCC가 경제적·기후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IGCC의 과거는 파란만장했으며 비용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획대로 진행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자본 비용이 
예산의 2배까지 불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IGCC 발전소는 거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고 예산 초과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무적 매력이 
떨어진다. 미래에도 IGCC의 비용 절감 잠재력은 불분명하다. IGCC 발전소는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비용량당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CCS와 결합되지 않는 한, IGCC 발전소는 탄소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저감하지 못한다. 기존에 
CCS가 적용된 IGCC 발전소는 전무하며 이러한 사실은 IGCC의 저탄소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기술적 장애물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IGCC는 다른 문제점들에 추가하여 운영 단계에서도 상당한 기술적·운영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IGCC에 CCS를 적용하는 리트로핏은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IGCC 투자는 곧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의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좌초자산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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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정화

원료 석탄

증기

터빈
탈황기

열 회수 

증기

발생기

전환

반응기
가스화

가스

터빈

미세먼지 

제거기

공기 분리기

발전

배경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 발전소는 원료를 합성가스로 전환한 후에 가스 터빈에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기에 앞서 정화 

절차를 거친다. IGCC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잠재적인 원료에는 석탄, 바이오매스, 잔사유(석유 코크스, 아스팔트, 타르 등), 도시 

폐기물이 포함된다. IGCC 시스템은 단순화하면 가스화, 가스 정화, 발전 설비 등 3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도표3.1).

석탄 기반 IGCC 발전소는 일반 석탄화력발전소와 비교하여 

대기 오염 감소, 열효율 증가, 석탄 품질 유연성 증대, 연소 전 

CCS 적용의 경제성/용이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갖는다. IGCC 

발전소는 197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건설됐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야 오염물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로서 상업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당시에 IGCC는 국지적 대기 오염원인 이산화황, 산화질소, 수은, 

그림3.1 IGCC 발전소의 기본 구성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원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 업계의 대응책이었다. 

하지만 후행 정화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초에 기후변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연소 전 CCS 

기술과의 호환성을 근거로 이 기술이 재등장했다. 그 이후로 

몇몇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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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일련의 IGCC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건립됐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 오염 우려가 

IGCC 열풍을 촉발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에서 운영하는 청정석탄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3곳의 IGCC 발전소(워바슈강 

프로젝트, 폴크 카운티 IGCC, 파인 IGCC)가 건립됐다. 세 프로젝트 모두 운영상의 문제점에 봉착했으며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석탄 가스화 기술의 기술적·상업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44. 그로 인해 IGCC는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됐다.

미국:  
에드워즈포트 IGCC (2013)

중국:  
그린젠 IGCC (2011)

한국:  
태안 IGCC (2016)

미국: 켐퍼 카운티 
IGCC (2017)

듀크 에너지는 2006년에 2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추정 비용으로 618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에드워즈포트 IGCC 

프로젝트를 최초로 제안했다. 완공을 앞둔 시점에 투입 비용은 35억 달러로 치솟았으며 비용이 80% 이상 초과됐다. 운영 

단계에서도 문제가 지속됐다. 발전소 운영은 재래적인 화력발전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에드워즈포트 IGCC는 일반적인 가스화력발전소에 비해 비계획 휴전 건수가 3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 중 하나였다.

그린젠 IGCC는 중국 최초의 상용 규모 IGCC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에 중국화능집단에 의해 처음 착수되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준비 작업을 거쳐 마침내 2009년에 프로젝트가 착공했다. 1차 프로젝트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됐다:

1  250MW급 IGCC 발전소 건설

2  탄소 포집 시연 테스트

3  연소 전 탄소 포집 설비가 적용된 450MW급 IGCC 발전소 건설45.

2011년에 그린젠 프로젝트 1단계가 가동됐다. 하지만 2016년 6월에 프로젝트 2단계까지 돌입했지만 CCS 설비가 완벽하게 

적용된 IGCC 발전소를 운영하는 최종 단계는 기술적·경제적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자국 내 IGCC 실험에 착수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11년에 

한국서부발전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4 GW급 태안발전본부 내에 300MW급 시연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제안됐다. 이 당시 한국 내에서 IGC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환경적 이점을 내세웠던 IGCC 발전소는 한국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10년 내에 10 GW급 석탄가스화 발전소 15기를 건설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막상 

2016년에 시연 발전설비가 가동을 시작하자 예산을 크게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환경 효과 측면에서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 시연 발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 내에서 IGCC 발전은 추진력을 상실했으며 그 이후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켐퍼 카운티 IGCC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IGCC 실패 사례로 회자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이824MW급 프로젝트는 

약 29억 달러를 투입하여 2014년부터 가동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스화 시스템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발전소 가동이 지연됐다. 2017년까지 투입된 자본 비용이 75억 달러에 달했으며 석탄가스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천연가스화력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Box 3.1 글로벌 IGCC 개발 역사: 실패한 실험의 연속

44 파인 IGCC는 안정적인 생산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으며 3년의 기동 기간 동안 

누적 운전 시간이 128시간에 불과했다. 파인 IGCC는 5년의 시연 기간이 종료되자 

원료를 석유코크스로 전환했으며 워바슈강 프로젝트는 운전 초기에 상당한 신뢰성 

문제에 직면했다.

45 Phillips, Booras and Marasigan (201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8085088_The_History_of_Integrated_Gasification_Combined-Cycle_Power_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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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IGCC 발전 경험은 산소 취입 IGCC와 공기 취입 IGCC, 

이 두 가지 기술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 취입 IGCC는 

산소 취입 IGCC에 비해 열효율이 2~3%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자의 경우 추가로 공기 분리기가 요구되므로 다량의 

부속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하락한다. 나코소 

IGCC 발전소 같은 기존의 일본 국내 상용 발전소는 공기 취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용효과가 우수한 연소 전 탄소 포집 기술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산소 취입 IGC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차 연구에 따르면, 다운스트림 탄소 포집에 고비용이 

수반되므로 연소 전 포집 기술이 적용된 산소 취입 IGCC가 

추후에는 상업적 매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IGCC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초기 자본을 투입했다. IGCC 발전소에 관한 

연구개발은 1983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그 이후로 

1991부터 1996년까지 정부 지원금을 주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범 발전소 테스트가 뒤따랐다. 일본 내 IGCC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 아래에 상세하게 요약되어 있다

일본은 2007년 9월에 나코소 발전소에서 공기 

취입 IGCC를 시연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시연 

발전설비의 용량은 250MW로 상용 발전설비의 

절반 수준이었다. 5년간의 시범 운전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됐으며 순 열효율 42%

를 달성하고 각종 운영 및 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했다. 시연 발전에 성공하면서 2013년부터 

상용 발전소로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EAGLE 프로젝트는 일본 전력개발회사(J-Power)

가 NEDO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 초기 

연구 구상으로서 2002년에 시작된 산소 취입 

석탄가스화에 대한 테스트였다. 시연 테스트는 

IGCC 운영에 중점을 두고 2002에 시작됐다. 그 

이후로 2007~2013년에 CCS 관련 테스트도 함께 

실시됐다.

나코소 IGCC 시연-상용 전환 발전설비의 성공을 

계기로 시연 발전소와 동일한 장소에 543MW

급 IGCC 설비 2기가 추가로 건립됐다. 나코소 

IGCC 발전설비는 2021년 4월 16일에 운전을 

시작했다. 발전소 측에서는 600C급 초초임계

(USC) 석탄화력발전설비에 비해 효율이 10~15%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650 g/

kWh를 목표로 삼고 있다46.

EAGLE 프로젝트에 후속하여 시연 테스트를 

확장할 목적으로 오사키 쿨젠 프로젝트 구상이 

제시됐으며 수소 경제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CCS와 수소 생산 등의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됐다. 

오사키 쿨젠 프로젝트는 166MW급 산소 취입 

IGCC 발전설비의 설계·제작·운영으로 구성되며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1단계(2016~2018): 산소 취입 IGCC의 

상용화를 위한 시연 테스트

■ CCS가 적용된 산소 취입 IGCC에 대한 시연 

테스트

■ 3단계(2021~2022): 

석탄가스화연료전지복합화력발전(IGFC) 

기술에 대한 시연 테스트

공기 취입: 나코소 10호기 IGCC 

시연 발전설비 

산소 취입: 가스·액체·전력 에너지 

응용(EAGLE) 프로젝트

공기 취입: 나코소/히로노

IGCC 발전

산소 취입: 오사키 쿨젠

프로젝트

46 파워매거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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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 발전소의 상용화에는 높은 자본 비용 외에도 비용을 

초과할 위험성도 수반된다. IGCC 발전소의 기술적 복잡성을 

방증하는 예로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일부 IGCC 발전소의 경우 

되풀이되는 설계 변경과 설계 복잡성 증가 등의 요인들로 인해 

최종 설계 시방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상당히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IGCC 발전소의 기술적 복잡성은 개별 ‘시스템’

과 과정이 복잡하고 복수의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스화 반응기의 성능과 경제적 타당성은 IGCC 발전소의 상업적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가스화 반응기는 세간에 

잘 알려진 IGCC 실패 사례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중요한 

문제점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가스화 반응기가 마치 하나의 단순한 

구성 단위인 것처럼 지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기본 설계 

변수들이 결합하여 각각의 고유한 가스화 반응기를 형성한다. 

기술 방식(고정층, 이동층 또는 순환유동층 가스화 반응기), 석탄 

투입 상태(슬러리 또는 건식 주입), 산화제(공기 취입 또는 산소 

47 Xia 등(2020); Szima 등(2021); Wang, Stiegel (2016); NREL (2019); Kim (2021); Rosner 등(2019); Adnan 등(2021); Pichardo 등(2019)

IGCC 비용 파란만장한

과거

출처 최초 단위 최초 가액 달러(2012)/kW 설명

Wang, Stiegel (2015) $/kW (2011 US)  3,339  3,910 

Wang, Stiegel (2015) $/kW (2011 US)  3,461  4,053 

Wang, Stiegel (2015) $/kW (2011 US)  3,820  4,474 

NREL (2019) $/kW (2017 US)  3,893  4,184 

Pichardo 등(2019) $/kW  5,999  6,182 

Pichardo 등(2019) $/kW  7,140  7,358 

Xia 등(2020) $/kW  2,133  2,292 

Xia 등(2020) $/kW (2017 US)  3,540  3,805 한국 태안 IGCC 기준

Rosner 등(2020) $/kW  5,136  5,228 

Xia 등(2020) $/kW (2017 US)  5,663  6,086 

Kim (2021) $/kW (2017 US)  4,820  5,180 
실제 프로젝트 기준: 미

국 에드워즈포트

Szima 등(2021) 유로/kW  2,245  2,657 

Adnan 등(2021) $/kW (2011 US)  4,872  5,706 

표3.1 IGCC 발전소에 소요되는 추정 자본 비용

출처: 트랜지션제로, 표에 인용된 각종 문헌47 

주: 논문에 구체적인 비용 추정 기준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이 발표된 연도에 비용을 연동한 것으로 가정했다.

취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설계상의 고려로 인해 모든 가스화 

반응기는 발전소마다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그에 추가하여, 복수의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GCC 발전소에 수반되는 기술적 난관이 더욱 가중된다. 우수한 

효율성을 달성하고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

가지 주요 하부 시스템들 간의 동기화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조율은 달성이 어렵다. 설계상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의 유지보수 부담이 증가하고 

가용성이 떨어지며 신뢰도가 하락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IGCC 발전소 투자를 고려할 때 그러한 위험성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정교화된 까닭에 

단순화된 플러그 앤 플레이(PnP) 방식의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해진 재래적인 석탄화력발전소와는 달리 전형적인 IGCC 

발전소의 경우 다단계에 걸친 기술적 설계를 거쳐야 하며 그 

경우에도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에 앞서 동기화를 위한 리드 

타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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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2 IGCC 프로젝트가 비용을

초과한 사례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켐퍼 IGCC의 경우 CCS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그린젠 IGCC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가스화 반응기를 

수입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응기를 설치하여 자본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결과는 재연이 어렵다. 중국이 그린젠을 

성공 사례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신규 IGCC 발전소를 

건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기술이 더 이상 선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IGCC 발전소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한 비용 초과는 대규모 

IGCC 발전소가 실패로 돌아간 일련의 유명한 사례들에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켐퍼 IGCC 외에도 미국의 퓨처젠 

프로젝트와 호주의 제로젠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몇몇 악명 높은 

프로젝트들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비용으로 인해 중단됐다.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제안된 25개 석탄가스화 프로젝트 

가운데 오직 2개(에드워즈포트, 켐퍼 카운티)만이 완공에 

도달했으며 상당히 높은 비용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표3.2)48 

탄소 포집 기술은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고비용 문제, 장기간의 리드 타임, 기술적 문제점을 이유로 

중단됐다. 한국의 경우 태안 IGCC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 야심 찬 확장 구상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했다.

48 IEEFA (2017)

미국에서 제안된 25개 석탄가스화 

프로젝트 가운데 오직 2개(

에드워즈포트, 켐퍼 카운티)만이 

완공에 도달

서울의 대기 오염은 석탄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17/09/IEEFA-Coal-Gasification-Fact-Sheet-September-20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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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IGCC 프로젝트 폐기 연도 국가 규모(MW) 적용 기술

애시터뷸라 IGCC 2006 미국 830 IGCC

폴크 발전소 6호기 2007 미국 630 IGCC

남부 일리노이 청정에너지센터 2007 미국 600 IGCC

퍼시픽코프 스위트워터 프로젝트 2007 미국 450 IGCC

스탠튼 에너지센터 2007 미국 285 IGCC

뉴에세스 IGCC 발전소 2007 미국 600 IGCC

보위 IGCC 2007 미국 600 IGCC

헌틀리 발전소 2008 미국 680 IGCC

버펄로 에너지 프로젝트 2008 미국 1100 IGCC

퓨처젠 2008 미국 200 IIGCC / 연소 전 포집

크위나나 발전소 2008 호주 500 IGCC / 연소 전 포집

그레이트벤드 IGCC 2009 미국 629 IGCC

헤베이 차오후아 IGCC 2010 중국 800 IGCC

골든버그베르크 IGCC 2010 독일 450 IGCC / 연소 전 포집

메사바 에너지 프로젝트 2011 미국 603 IGCC

제로젠 2011 호주 500 IGCC / 연소 전 포집

매그넘 IGCC 2011 네덜란드 1311 IGCC

마운티니어 IGCC 2011 미국 629 IGCC / 연소 전 포집

테일러빌 에너지센터 2013 미국 770 IGCC / 열병합

렌윈강 IGCC 2014 중국 1300 IGCC / 연소 전 포집

티스사이드 IGCC 2015 영국 850 IGCC / 연소 전 포집

텍사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2017 미국 400 IGCC / 연소 전 포집

노스킬링홈 IGCC 2017 영국 470 IGCC / 연소 전 포집

리마 에너지 IGCC 2018 미국 600 IGCC

표3.2 IGCC 프로젝트가 폐기된 실례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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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IGCC의 비용 절감 잠재력은 불분명하다. 기존의 

프로젝트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보고서의 목적상 IGCC 

발전소의 비용 절감 잠재력에 관한 철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상용 IGCC 발전소의 종합적인 프로젝트 비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IGCC 발전소의 비용 절감 잠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도표3.3). 실제로, 1990~2020년의 경우 IGCC 자본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기술적 복잡성과 

개별 IGCC 프로젝트의 맞춤형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LCOE 평가
그에 추가하여, 과거 프로젝트의 예상 자본 비용을 분석해 보면 

또 다른 추세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간이 경과하면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설비용량당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에 

IGCC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대부분의 기존 IGCC 발전소는 200MW에서 300MW 사이로 

일반적인 석탄 및 가스 발전설비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작다. 

현존하는 IGCC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큰 에드워즈포트의 

용량은 618MW이다. 또한, 에드워즈포트 프로젝트는 kW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49.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수의 개별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할 필요성이 

IGCC 운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에드워즈포트와 켐퍼 카운티 IGCC 

발전소로부터 수집한 일화적인 증거들 역시 학습곡선이 평탄화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곳 모두 기존의 

프로토타입을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에드워즈포트는 폴크 

카운티 IGCC를 2:1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였으며 켐퍼는 미국 내 

유사한 시연 발전소를 재연하는 프로젝트였다. 두 프로젝트 모두 

기존의 프로젝트 설계 변수를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전의 

프로토타입으로부터 학습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중대한 설계상의 결함에 직면하자 최초 설계에 

대한 상당한 변경이 요구되며 그로 인해 건설 단계에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50. 에드워즈포트와 켐퍼 카운티 

IGCC 개발 주체는 기술적 복잡성을 중대하게 과소평가했으며 

그로 인해 두 곳 모두 최초에 설계했던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다. 

실제로, 켐퍼 카운티 IGCC는 석탄가스화 설비를 가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에드워즈포트와 켐퍼 IGCC에서의 경험은 상이한 IGCC 발전소 

프로젝트들 간에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로 인해 기술 학습곡선이 대체로 평탄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추가적인 건설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운영 

차원에서 지식 축적과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IEA 청정석탄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발전소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상용 IGCC 발전소로부터 지식을 도출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 그럼에도, 

상기한 사례연구들은 프로젝트 개발 주체나 투자자가 IGCC 

발전소 학습곡선으로부터 기대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과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도표3.3 IGCC 발전소의 자본 비용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거품의 크기는 IGCC 프로젝트의 규모를 표시한다. 켐퍼 카운티 

IGCC의 경우 현재 IGCC 발전소로 운영되지 않고 가스로만 가동되므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49   일본의 540MW급 나코소 IGCC 발전소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IGCC 발전소로 

올라설 전망이다. 실제 자본 비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나코소 

IGCC에 대한 비용 추정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잠정 추정에 따르면 

1,500억 엔(13억 달러)로 추산된다.

50 Xia 등(2020)

51 Barnes (2013)

https://www.usea.org/sites/default/files/082013_Recent operating experience and improvement of commercial IGCC_ccc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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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간과되지만 운영 비용은 IGCC 발전소의 LCOE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총 LCOE에서 운영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17%인데 반해 석탄가스화발전소의 경우 

24~31%에 달한다. 이러한 운영 비용 상승분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가스화 반응기와 터빈 장치에 특히 요구되는 

모니터링 절차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그러한 설비 

고장은 발전소 정지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발전소의 가용성과 

재무적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제어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비용이 추정 범위의 하단에 위치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IGCC 발전소에 발생하는 비용은 재래적인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오차한계가 거의 

없어야 하며 완전무결한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 

간의 협조, 발전소 운영 전 과정에서의 순조로운 운영이 

요구된다. 경험에 기반한 불량한 과거 실적을 감안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     

기존 발전소의 추정 비용에 부합하는 보다 현실적인 고비용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LCOE는 190달러/MWh 이상으로 

치솟으며 이는 현재 134달러/MWh 선인 2021년 일본 평균 

전기료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선의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설비 비용 증가, EPC 업체에 수반되는 위험 할증, 기타 재무 및 

관련 부담으로 인해 자본 비용 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 국내 IGCC 발전소의 비용은 최선의 

시나리오와 고비용 시나리오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도표3.4 IGCC 발전소의 비용 구성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탄소 비용은 일본 국내 발전에 수반되는 탄소 비용을 말하며 2020

년과 2030년을 기준으로 각각 5달러/tCO
2
와 130달러/tCO

2
이다. 2030

년 탄소 가격은 IEA의 NZE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35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IGCC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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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은 

2030년, 그 외의 다른 모든 국가는 2040년까지 탄소저감장치 

없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기존에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IGCC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은 약 670 gCO
2
/kWh로 

초초임계(USC) 석탄화력발전소보다 22%가 적다. IGCC의 

IGCC의 탄소 저감 잠재력
저감 잠재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을 줄이는 높은 

열효율로부터 기인한다. 저위발열량(LHV)를 기준으로 USC 

평균 열효율은 42%인데 비해 IGCC는 46~50%의 효율에 

도달할 수 있다52. 이는 적은 양의 석탄으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발전량당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3.5에 상세하게 제시된 것처럼, 잠재적인 배출량 저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IGCC 발전소의 배출량은 여전히 가스화력발전소의 

2배에 달하며 IEA의 NZE 시나리오에서 구상하는 넷제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다. 따라서 연소 전 CCS가 배제된 IGCC는 

발전부문 탈탄소화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로서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는 IGCC 기술을 

적용한 리트로핏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구현이 가능한 암모니아 혼소 방식과는 달리 기존 발전소의 

IGCC 기반 리트로핏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IGCC

에 대한 모든 추가 투자가 일본 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가 기후 

목표에 반하며 넷제로 궤도에 오르기 위한 발전부문 배출량 

저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에 상당한 

좌초자산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30년을 기준으로 

신규 IGCC 발전소의 발전 비용을 추정해 보면 좌초자산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라 탄소 가격을 130

달러/tCO
2
로 가정할 경우 IGCC 발전소의 LCOE는 200~300

달러/MWh (도표3.4)로 일본 전기료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도표3.5 IGCC 발전소의 배출량 실적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나코소 IGCC는 일본 나코소 IGCC 발전소가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배출계수를 지칭하며 이는 일반적인 IGCC 발전소에 대한 업계 추정치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 발전소는 2021년 4월에서야 상용 운전에 돌입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실제로 이 수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CCGT는 

복합발전가스터빈의 배출계수를 지칭한다. USC는 초초임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계수를 지칭한다. USC 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 가운에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52 산소 취입 IGCC의 열효율은 46%로 추산되며 공기 취입 IGCC는 48~50%의 열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산소 취입 기술을 적용한 오사키 쿨젠 시연 발전소는42.5% (LHV)

의 열효율을 기록했으며 공기 취입 IGCC를 채택한 나코소 10호기 시연 발전설비는 42% (LHV)의 열효율을 달성했다. 이러한 사실은 USC 석탄화력발전소와 비교할 때 사실상 

배출량 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러한 시연 발전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하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나코소 IGCC는 

상용 규모의 산소 취입 IGCC가 LHV를 기준으로 48%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IGCC의 전 과정 파급력은 보다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석탄가스화발전의 주된 이점 가운데 하나로 저급 갈탄이나 

아역청탄을 포함하는 다양한 등급의 석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갈탄은 지구상에서 공해가 가장 

심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연료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갈탄은 국지적 대기 오염, 광산 인근 토질 문제, 업스트림 

메탄 누출 등 수많은 환경적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최근 들어 

환경 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최종사용자가 보다 청정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자 갈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가스화가 발전부문에서 주류로 자리잡을 경우 갈탄 산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갈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배출량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후 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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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석탄가스화 IGCC 발전소가 안정적인 가용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5년이 소요됐다. 안정적인 운영에 도달하기에 

앞서 발전소 변수들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디버깅’ 단계로서 장기간의 기동 기간이 요구된다. 그린젠 프로젝트의 경우 기동 

기간이었던 2011년에 다수의 운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소 운전자들이 설비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상당한 미세조정을 거쳐야 

했다. 이 문제는 거듭된 발전소 시스템 조정을 통해 해결됐지만 최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신규 발전소의 경우 

미세조정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했지만 다른 발전 기술과 비교할 때 여전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IGCC 발전소는 램프업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신뢰성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에드워즈포트의 운영상 문제점은 이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IGCC 발전소가 그와 흡사한 신뢰성 문제를 경험했다. 2세대 IGCC 발전소 중 하나인 워바슈강 IGCC

의 경우 가스화 반응기 문제로 여러 차례 발전소가 정지됐으며 네덜란드 버겐넘 IGCC는 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전 중단과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는 IGCC 프로젝트의 비용 상승에 일조하므로 발전소 정지는 전력 비용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IGCC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발전소마다 다르지만 일부 공통점도 존재한다. 설비 문제는 가스화 반응기와 터빈 

구성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가스화 반응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량 구축에 요구되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천연가스와 합성가스의 연소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스 터빈 제작업체가 합성가스 터빈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부 발전소는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거나 

가스화 반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조치는 IGCC의 비용을 부풀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가스화 반응기나 공기 

분리기 같은 설비를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발전소의 자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석탄가스화 IGCC는 이미 수십년 전에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증된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IGCC 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첫 번째는 공해 억제 잠재력이 부각된 1990년대였으며 두 번째는 배출량 저감 잠재력이 

강조된 2000년대였다. 하지만 석탄가스화 기술은 단 한 번도 주류로 자리잡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석탄가스화 기술에 관련된 수많은 기술적·재무적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업계는 이미 이 기술을 포기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상용화 테스트를 두 번이나 통과하지 못한 낙후된 기술을 강행하는 일본의 자신감은 진정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그뿐만 아니라, 독립형 

IGCC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후 목표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른 발전 방식을 능가하는 분명한 이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IGCC는 일본 국내 발전부문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능력이 없다. 그 

결과로서 IGCC 발전소는 풍력이나 태양광 PV처럼 비용 경쟁력을 갖춘 대안적인 탄소중립 기술에 맞서 기술적 노후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IGCC의 다른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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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CS)

요약

1

2

3

4

6

5

7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S) 기술은 넷제로 경제에서 담당할 역할이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에서 CCS의 활용도는 극히 제한적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단 하나의 
프로젝트만이 진행됐다.

일본의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불과 10년이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은 그 활용에 있어서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CCS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 하락률은 과거와 현재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23~30% 
범위에 속한다. 이처럼 기생 부하가 높으므로 재무 수익률이 위축된다.

일본의 CCS 프로젝트는 지원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인허가와 기타 프로젝트 개발 비용에 관련된 
숨은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에 소요되는 CCS 비용이 74달러/
tCO

2
~169달러/tCO

2
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CCS 가치사슬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 누출은 일본의 해양 생물다양성에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 내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구체적인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탄소저감장치 없는 화석연료를 능가하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무렵이면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점에서 발전부문에서 CCS의 기후 효과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PV나 육상 풍력처럼 성숙 단계에 도달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형태로 경쟁력을 갖춘 대안적인 
발전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CCS는 석탄을 에너지 믹스에 계속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배출량 저감이 어려운 산업 부문에 일본의 한정된 CCS 저장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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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

발생원

포집 

직접 공기 

포집

연소 전 포집 

연소 후 포집

순산소 포집 

배경

CCS는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여 주로 염류대수층이나 기타 지질 구조 내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일련의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은 발생원으로부터 포집하는 방식과 공기 중에서 직접 포집하는 방식으로 양분된다. 불과 수년 전에 

등장한 직접 공기 포집과는 대조적으로 발생원으로부터 탄소를 포집하는 전통적인 CCS 기술은 이미 수십년 동안 존재해왔다. 도표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장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포집 단계에 따라 연소 전 포집, 연소 후 포집, 순산소 포집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연소 후 포집은 전통적으로 발전소에서 이용한다. 이 시스템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연료(석탄 또는 가스)가 연소되면서 배출되는 

가스로부터 분리된다. 연소 후 포집은 일반적으로 아민 기반 

용제를 이용하여 배출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며 가장 

성숙한 탄소 포집 기술로 평가된다. 물리 용제, 막, 화학약품, 

물리 흡수제를 적용하는 다른 방식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연소 

후 포집은 제철소 용광로에서도 볼 수 있다. 

연소 전 포집은 연료를 가스화한 후에 연료가 연소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연소 전 포집은 발전 

분야에서 산업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여전히 

테스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연소 후 포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제와 흡수제를 이용할 수 있다. 연소 전 포집 기술은 IGCC와 

연관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연소 전 포집 설비가 적용된 

IGCC 발전소의 경우 각각 저장과 수소 경제 재사용을 목적으로 

도표4.1 탄소 포집 기술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분리하여 포집할 수 있다.  

순산소 포집은 가장 최근에 CCS 기술군에 포함된 기술이다. 

연료를 거의 순산소에 가까운 조건에서 연소시키면 포집이 좀더 

용이한 농축 상태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직접 공기 포집(DAC)은 그 명칭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DAC 시스템은 다시 

액체 포집 시스템과 고체 포집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액체 

DAC 시스템의 경우 화학 용액에 공기를 통과시키면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저장된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한다. 

그와는 달리, 고체 DAC 시스템의 경우 이산화탄소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고체 흡수제 필터를 이용한다. 필터를 가열하면 농축 

상태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좀더 용이하게 포집과 저장이 

가능하다.

출처: 트랜지션제로, 근거 문헌: IEA (2020)53 

및 IEA (2016)54 

53 IEA (2020)

54 IEA (2016)

https://www.iea.org/reports/direct-air-capture
https://www.iea.org/reports/20-years-of-carbon-capture-and-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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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CS 프로젝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약 30%

가 저장되며 나머지는 CCU로 활용되고 있다. 상당수 CCS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석유회수증진법에 이용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를 유전 및/또는 가스전에 주입하여 압력을 높이고 

유속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산업 공정에 

현재까지 CCS 설비를 갖추고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캐나다의 바운더리댐 CCS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이 110MW급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에 15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리트로핏에 3억 5,400만 달러, CCS 시스템 

이용하는 비율은 5%에 못 미친다. 발전부문에서의 CCS 기술을 

내세우는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CCS 설비를 갖추고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고작 한 곳에 불과하다(도표4.2). 현재 

운영 중인 CCS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업스트림 생산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축에 12억 달러가 소요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가장 성숙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하나인 아민 흡수를 이용한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방식이 적용됐다.    

도표4.2 CCS 프로젝트 운영 현황

출처: 글로벌 CCS 연구소55, 자료, 트랜지션제로 분석

주: 페트라 노바 프로젝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EOR 공정에 사용됐다. 유가가 장기간 하락하자 NRG는 이 프로젝트를 2021년 6월부터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55 Global CCS Institute (2021)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resources/global-status-report/


41

현재 약 6건의 CCS 리트로핏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용량을 기준으로 CCS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약 17%에 해당한다(

도표4.3). 예정된 프로젝트들은 모두 아민 기반 연소 후 포집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표4.3 CCS 설비를 갖춘 석탄화력발전소

출처: 글로벌 CCS 연구소56자료, 트랜지션제로 분석

주: 페트라 노바는 2020년에 운영이 중단됐다. 브릿지포트무니즈 CCS (호주)는 다양한 발전 및 산업 공정 목적의 CCS로 구성된 복합 개발 프로젝트이므로 

석탄화력발전소 기반 CCS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용량 (MMtpa) 기동 연도 유형 국가 포집 방식 저장 방식

바운더리댐 3호기 0.8 1 2014 리트로핏 캐나다 연소 후 아민 기반 EOR, 주입정

페트라 노바 탄소 포집 1.4 1.4 2017 핏리트로 미국 연소 후 아민 기반 EOR

궈디안 타이저우 발전소

탄소 포집
0.3 0.3 2020년대 초반 리트로핏 중국 연소 후 아민 기반 EOR

산후안 5.8 6 2023 리트로핏 미국 연소 후 아민 기반 검토 중

프레이리스테이트 5 6 2020년대 중반 리트로핏 미국 연소 후 아민 기반 전용 지질 저장소

프로젝트 툰드라 0.5 0.5 2025-2026 리트로핏 미국 연소 후 아민 기반 전용 지질 저장소

제럴드젠틀맨 4.3 4.3 2020년대 중반 리트로핏 미국 연소 후 아민 기반 검토 중

56 글로벌 CCS 연구소(2021)



42

건설이 예정된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 CCS 프로젝트는 연소 

후 아민 기반 포집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연소 후 아민 기반 CCS 

설비가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형적인 공정흐름도가 도표

4.4에 예시되어 있다. 보일러 시스템에서 배출된 연도가스는 

전 처리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 냉각 시스템에서 물을 이용하여 

약 30~40°C에서 냉각된다. 이렇게 냉각된 연도가스는 흡수탑 

또는 연소 후 CCS 스크러버 탑을 통과한다. 흡수탑 내부에서 

연소 후 CCS
연도가스는 상승하고 아민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이산화탄소가 

아민 용액에 결합하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아민이 흡수탑 바닥에 집적된 후 분리기로 전달된다. 분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아민을 약 120°C로 가열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그러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아민은 흡수탑에서 재활용된다. 연소 후 포집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리트로핏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발전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도가스 전 처리 장치와 그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시스템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도표4.4 연소 후 아민 기반 CCS 시스템이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흐름도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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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전 포집 기술은 IGCC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CCS가 적용된 

IGCC 발전소의 구조는 일반적인 IGCC와 대체로 흡사하지만 

도표4.4에 예시한 것과 유사한 이산화탄소 회수 장치가 

추가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화된 합성가스는 이산화탄소 제거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각각 저장과 수소 경제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분리된다.    

켐퍼 카운티(미국)와 그린젠(중국)을 포함하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IGCC+CCS 시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기존 문헌에 따르면, 연소 전 포집이 포집 

연소 전 CCS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연소 후 포집보다 비용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소 후 시스템의 경우 희석된 공기(농도 

5~15%)로부터 저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한다. 반면에, 

IGCC에 적용되는 연소 전 포집의 경우 고압에서 높은 농도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므로 포집 효율이 상승한다57. 이처럼 

이산화탄소 포집량을 기준으로 연소 전 시스템이 보다 낮은 CCS 

비용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소 전 CCS를 IGCC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시켜야 하므로

(도표4.5) 연소 전 포집을 위한 기존 시설의 리트로핏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도입이 신규 

건설 발전소에 국한된다. 그뿐만 아니라, 연소 전 시스템에는 

발전소 성능과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연소 후 포집은 나머지 

발전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도표4.5 연소 전 아민 기반 CCS 시스템이 적용된 IGCC 발전소의 흐름도

출처: 트랜지션제로

57 DO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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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터빈

전환

반응기

열 회수

증기

발생기
탈황기

증기

터빈

가스 정화 발전

원료 석탄

공기 분리기

https://www.energy.gov/fecm/science-innovation/carbon-capture-and-storage-research/carbon-capture-rd/pre-combustion-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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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 세계 CCS 연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혔으며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을 동시에 포괄하는 다양한 CCS 시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일본의 주요 CCS 시연 프로젝트에 대해 고찰한다.

나코소 IGCC
(연소 전 포집, 발전부문)

오사키 쿨젠 IGCC
(연소 전 포집, 발전부문)

도마코마이 CCS
연소 후 포집, 산업부문)

나코소 IGCC 발전소가 가동에 성공하자 발전소 경영진은 

적절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평가되는 인근 해저 

폐가스전을 시범 CCS 프로젝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현장을 

측량했다. 화학 흡수 공정을 이용한 연소 전 CCS 시스템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정지됐다58.

오사키 쿨젠 프로젝트 2단계로서 현재 연소 전 CCS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EAGLE 시범 

프로젝트의 초기 시연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물리 

흡수 공정을 적용하여 90%를 초과하는 포집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59. 전용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온실과 탄재 블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60. 이 시연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서는 

합성가스 기반 연료전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마코마이 CCS는 포집, 수송, 저장을 아우르는 CCS 

가치사슬 전체를 포괄하는 일본 최초의 CCS 시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에 위치한 정유 

단지 내 수소 생산 설비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하여 

파이프로 수송한 다음 영구 저장을 목적으로 두 곳의 해양 

대수층에 주입했다. 이산화탄소 주입은 2016~2019년에 

이뤄졌으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년 동안 누적 기준으로 30

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했다61. 관측정과 탄성파 탐사를 

통해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CCS 

현장에서 누출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진도 6.7 지진에도 

불구하고 도마코마이 CCS 프로젝트는 탄소 누출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으며 일본 내 CCS 저장소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뒷받침했다.

Box 4.1 일본 내 CCS 현황

58 Abe 등(2013)

59 Abe 등(2013)

60 J Power (2020)

61 METI (2020)

https://www.jpower.co.jp/english/news_release/pdf/news210226_4.pdf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0/pdf/0515_004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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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2 이산화탄소 재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62 Kearns 등(2017)

63 Kearns 등(2017)

64 글로벌 CCS 연구소(2021)

일본은 저장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CCS 기술 적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탈탄소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CCS 기술을 적용하는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부문에 비용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가 

존재하므로 일본은 중공업처럼 저감이 어려운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한정된 CCS 저장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력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62. 2009년 측량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기술적 이산화탄소 잠재력은 약 146 GtCO
2
로 추산됐다 

63.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기술적 저장 능력은 28~197 

GtCO
2
로 추정된다. 다만, 기술적 잠재력과 경제적 잠재력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잠재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운영적 제약으로 인해 기술적 잠재력을 전부 

활용할 수는 없다. 글로벌 CCS 연구소는 <2021 글로벌 CCS 

현황> 보고서에서 일본의 기술적 저장 잠재력152 GtCO
2
 가운데 

CCS의 다른 문제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3%에 불과하며 나머지 147 

GtCO
2
는 상이한 수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64.  

RITE는 넷제로 분석을 통해 CCS 저장 잠재력을 그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추산하여 2009년에 인용된 기술적 잠재력의 

8% 수준인 11.3 GtCO
2

65로 예상했다. 기술적 잠재력을 115 

GtCO
2
로 추정한 기본 가정을 적용하고 기술적 잠재력의 10%

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탄소 예산’은 약 

11.5 GtCO
2
로 볼 수 있다. 일본 내 비발전부문의 배출량이 IEA

의 지속가능발전 시나리오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발전부문이 

현재의 배출량 추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본 국내 저장소는 약 

10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저장 시설이 한정되고 탄소거래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은 저장소 배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발전부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PV 같은 기존의 

대안이 존재하므로 귀중한 잠재력을 저감이 어려운 부문을 위해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장 한계

가용한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탄소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와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렸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산업성 산하 탄소재활용촉진국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에 발간된 탄소재활용기술 로드맵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탄소 재활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이용을 촉발하는 기술적 혁신66 과는 별개로 낮은 포집 

비용을 달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포집 비용이 40달러/tCO2 수준인 현재의 상황에서 

탄소 재활용 프로그램이 틈새 기술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탄소 재활용의 상업적 효용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작물재배용 온실처럼 규모가 제한적이다.

일본이 눈을 돌린 또 다른 대안은 배출권거래제다. 일본은 해외 프로젝트로 이산화탄소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의도에서 CCS 상용화에 관한 연구, 개발, 투자를 견인하는 다양한 역내 및 국제 협약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를 수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아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탄소 배출원-흡수원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CCS 기반 거래제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나 체제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으며 이는 상업적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5 RITE (2021)

66 METI (2021)

발전부문이 현재의 배출량 추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본 국내 
저장소는 약 10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https://globalchange.mit.edu/sites/default/files/MITJPSPGC_Reprint_17-18.pdf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resources/global-status-report/
https://www.enecho.meti.go.jp/committee/council/basic_policy_subcommittee/2021/043/043_005.pdf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1/pdf/0726_003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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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에 CCS 기술을 EOR에 최초로 적용한 이래로 이 

기술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마치 혁신적인 상용화의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선전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CCS가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에서 단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다71.     

CCS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은 높은 비용 탓에 정책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CCS 프로젝트의 도입이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 CCS 비용은 포집 비용과 저장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집 비용은 어떤 포집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경우 아민 흡수제를 이용한 화학 흡수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장 성숙했으며 비용 효율이 우수하다. 

METI는 현재 이 기술을 적용한 연소 후 포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0엔/tCO
2
 (약 36달러/tCO

2
)로 추산하고 있다. METI에서 

추산한 비용은 연소 전 포집과 연소 후 포집 비용으로 각각 25

달러/tCO
2
와 40달러/tCO

2
를 추정한 IEA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72.

탄소 포집 과정에서 전력이나 증기 또는 열의 형태로 추가적인 

에너지가 투입되는 까닭에 이산화탄소 포집에는 반드시 효율성 

하락/에너지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기생’ 에너지 소비는 판매가 

가능한 전력량을 잠식하므로 발전소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궁극적으로, 과도한 에너지 비용(energy penalty)으로 인해 

CCS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CCS 기술로 인한 효율 하락률은 과도한 수준인 20%67 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잠재력을 가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9%68 에 이르기까지 적용 기술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기존에 

발전부문에서 운영 중인 CCS 프로젝트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CCS 설비를 적용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예상 효율 하락률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페트라 노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례를 보면 하락률이 최대 30%69 에 육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바운더리댐의 경우에는 그보다 다소 개선된 23%70 

였다. 이처럼 예상을 초과하는 에너지 비용은 발전소의 실적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율 잠재력

CCS 비용
일본의 저장 비용은 훨씬 더 추산하기 어렵다. 일본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저장소로 해양 대수층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 후보지별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CCS 

비용이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국제 평균을 적용했다.     

METI와 IEA의 추정 비용을 적용하고 수송 및 저장 비용을 20

달러/tCO
2
로 가정할 경우 CCS 비용은40달러/tCO2에서 60

달러/tCO
2
 사이로 추산된다. 이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을 적용한 

리트로핏 발전소의 경우 74달러/tCO
2
에서 169달러/tCO

2
 

사이, 연소 전 CCS 설비를 갖춘 신규 IGCC의 경우 53달러/

tCO
2
에서 114달러/tCO

2
 사이로 비용을 추산한 트랜지션제로의 

수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METI와 IEA에서 추산한 비용과 트랜지션제로가 추산한 비용 

간의 격차는 CCS 프로젝트 개발에 수반되는 다양한 숨겨진 

비용에서 기인한다. METI와 IEA는 기술에 관련된 비용의 

함수로 주로 구성되는 기술별 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트랜지션제로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효율 하락, CCS 시스템의 기생 부하로 인한 

추가 연료 비용, 인허가 및 기타 프로젝트 개발 비용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에 관련된 숨겨진 비용이 포함된다.

67 CRS (2021)

68 IEA (2016)

69 IEEFA (2015)

70 NETL (2019)

71 글로벌 CCS 연구소(2021)

72 IEA (2021c)

https://fas.org/sgp/crs/misc/R44902.pdf
https://www.iea.org/reports/20-years-of-carbon-capture-and-storage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18/11/Holy-Grail-of-Carbon-Capture-Continues-to-Elude-Coal-Industry_November-2018.pdf
https://netl.doe.gov/sites/default/files/netl-file/NETL-Corwyn-2019-08-26.pdf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outlook-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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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CRA (2021)

각각 15억 달러와 10억 달러가 투입된 110MW급 바운더리댐과 

240MW급 페트라 노바 프로젝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 

개발의 숨겨진 비용은 막대한 수준이다73. 숨겨진 비용이 높기 

때문에 CCS가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LCOE는 200

달러/MWh를 상회한다. 이러한 현실은 CCS 기술이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CCS 기술이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가 2030년에 100달러/

MWh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5~10% 수준의 비용 절감이 

요구된다. 이는 2010년대 초에 태양광 PV가 기록했던 것과 

대등한 수준의 급격한 하락 폭이다. 하지만 태양광 PV와는 달리 

발전부문의 CCS 기술은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높은 

도입률을 재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LCOE 평가
연소 전 포집의 경우 맞춤화와 시스템 동기화의 필요성 

때문에 CCS 기술이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플러그 앤 

플레이(PnP) 기회가 제한되며 연소 후 포집은 일본 내 CCS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도입에 제약을 받는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운영 주체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운스트림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송, 저장 및/또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일본 발전부문의 CCS 

프로젝트는 CCS 생태계가 확대되어 전력망에 태양광 PV 

패널을 꽂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다운스트림 접근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문형 틈새 시장에 머물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다음 10년 동안은 확장성 부족으로 인하여 CCS 기술의 

비용 할증이 유지될 것이다.

도표4.6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된 CCS 기술의 LCOE

출처: 트랜지션제로

리트로핏 CCS IGCC+CCS

저비용 기본 고비용 저비용 기본 고비용

2020

추가 비용 $/MWh  $65  $102  $133  $39  $56  $76 

CCS 비용 $/tCO
2

 $74  $123  $169  $53  $80  $114 

2030

추가 비용 $/MWh  $40  $66  $87  $39  $46  $60 

CCS 비용 $/tCO
2

 $46  $79  $111  $53  $65  $89 

https://fas.org/sgp/crs/misc/R449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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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질 구조에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수세기 동안 안전하게 저장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74. 하지만 이산화탄소 누출이라고도 

표현되는, 이산화탄소가 새나올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는 대부분이 

국민이 인식하는 위험과 환경 노출이 적은 심해저에 자리잡고 

있다. 현 시점에 일본을 특정하여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위험을 분석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랜지션제로는 

북해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일본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해저 저장소에서의 이산화탄소 누출은 기후에 관련된 우려와는 

별개로 주변 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양 

산성도를 높일 수 있다75. 이산화탄소 누출이 해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은 해양의 온도, 수심, 기존 화학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해의 사례로부터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비록 정확한 강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해양 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76.      

북해에서 수행된 위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암으로부터 

새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환경 우려

밝혀졌다. 하지만 단층과 균열 지점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이 

발생할 경우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저장소 내부에서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투과성이 높은 영역에 유입되면서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적인 누출률은 1 

tCO
2
/일에서 1,500 tCO

2
/일 사이이며 1~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77. 다만, 이 연구 결과는 그러한 확률이 구체적인 장소에 

크게 의존하므로 누출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이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우려는 지진 활동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일본 

열도는 다수의 대륙판과 해양판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까닭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강진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경우 모암에 단층과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이 증가한다.    

현재로서는 일본 내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무결성과 이산화탄소 

누출이 해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파급력에 관한 지식에 여전히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 현 시점에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주된 위험이다. 일본이 해저 CCS 저장소 운영에 

수반되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74 IPCC (2005)

75 IPCC (2014)

76 IPCC (2014)

77 Jewell and Senior (2012)

일본 도마코마이 CCS 시험 장소

https://www.ipcc.ch/report/carbon-dioxide-capture-and-storage/
https://www.ipcc.ch/report/ar5/wg2/
https://www.ipcc.ch/report/ar5/wg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2201/CO2_Storage_Liabilities_in_the_North_Sea_-_An_Assessment_of_Risks_and_F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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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부문을 지원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가용한 용량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CCS가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소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도 있는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공정처럼 

저감이 어려운 부문에 CCS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비용은 발전부문에서 CCS 프로젝트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기술 관련 비용은 40달러/tCO
2 

선에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CCS 생태계의 부재는 사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주체와 개발 주체가 

프로젝트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내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숨겨진 비용에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 이산화탄소 수송 

방식, 인허가 등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숨겨진 비용은 기술적 비용의 2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CCS 설비가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의 LCOE를 부풀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리드타임이 7~8년으로 길고 국내 CCS 생태계가 부재하므로 CCS 프로젝트가 단기간 내에 확장되어 2030 

기후 목표를 달성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CCS는 장기적인 기술 체제의 일부로서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저비용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대체에너지가 비용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소 전 CCS 시스템이 적용된 IGCC 방식의 경우 대체에너지와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 발전소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이 요구되는 까닭에 CCS는 기존 IGCC 발전소에는 리트로핏이 불가능하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요구되므로 결국에는, 특히 목표로 설정했던 포집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탄소 배출원에 고착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

드랙스 발전소: CCS 기술이 적용된 영국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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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저탄소 최소  
비용 대안

요약

1

2

3

4

재생에너지는 청정 석탄과 비교하여 일본의 기후 목표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우수한 비용 경쟁력을 갖춘 대안을 제시한다.

현 시점에 독립형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가의 배터리 저장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정 석탄 기술과 경쟁이 가능하다. 

탄소가격제로 인해 2030년이 되면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이 배터리 저장을 포함하여 모든 청정 
석탄 발전과 심지어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 발전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육상 풍력의 경우 현재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높지만 일본에서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 
대폭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이론상 국내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육상 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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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 보고서에서 고찰한 청정 석탄 기술의 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제 물음은 과연 일본에 적합한 대안은 무엇인가로 

옮겨간다. 2020년 말에 국가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것을 기점으로 일련의 기후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보다 낙관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부적합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태양광 PV와 풍력 발전의 확대가 어렵다는 식의 반대 

주장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100% 재생에너지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육상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꾸준히 입안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2030년 2040년까지 풍력 발전량을 각각 10 GW와 30~45 GW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20회계연도에 정부에서 

육상 풍력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최초의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 그에 추가하여, 관료주의적 규제, 전력망 관련 제약, 재정적 장애물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다수의 정책 수정이 이뤄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해역 이용 촉진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 PV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태양광 PV 패널의 변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탑재 기술을 주로 

모색하는 R&D 활동 그리고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은 일본 기후 리더 파트너십

(JCLP) 같은 산업 단체의 후원을 받아 100%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방해해온 오랜 편견을 깨는 

수년간의 정지 작업 끝에 낙관론이 광범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0년에 환경성은 일본이 자국 경제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2배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자원 잠재력 추정치가 상향되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최근 들어 100% 재생에너지 공약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표5.1 수정된 일본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추정치

출처: 트랜지션제로, MOEJ 자료에 기초하여 복제78

78 MOEJ (2020)

기술적 잠재력 경제적 잠재력

발전 용량(GW) 발전(TWh) 용량(GW) 발전(TWh)

태양광 PV

주택용  210 253  38 112 471 137

산업용  2,536  2,969  0.2  295  0.2  367 

합계  2,746  3,222  38  406  47  504 

육상 풍력  285  686  118  163  351  454 

해상 풍력  1,120  3,461  178  460  617  1,558 

수력  9  54  3  4  17  23 

지열  14  101  9  11  63  80 

합계  4,174  7,523  347  1,045  1,095  2,619 

https://www.renewable-energy-potential.env.go.jp/RenewableEnergy/doc/gaiyou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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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METI)처럼 보수적인 집단조차도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PV가 재래적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누르고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즉각 동의한다79.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을 통해 일본 내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이 확인됐으며 

국내에 새로 건설된 독립형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이나 이 보고서에서 고찰한 고비용 청정 석탄 

기술과 비교하여 이미 비용이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5.1). 배터리 저장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2020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PV는 기존의 모든 청정 석탄 기술보다 비용이 낮다. 

일본의 넷제로 목표에 따라 탄소 가격이 인상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하락하는 2030년이 되면 비용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도표5.2). 현재 일본에서 태동 단계인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비용이 낮은 일부 청정 석탄 기술에 비해 비용 열위에 

놓여 있다. 고정식 플랫폼을 이용하는 해상 풍력은 향후 10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하겠지만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고비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이 

전력 시스템 전반에 발생하는, 흔히 ‘통합 비용’이라고 부르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풍력과 태양광 PV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용에 대한 논쟁은 전력망으로의 통합에 

수반되는 비용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잡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반대론자들은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풍력과 태양광 PV 발전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따른 발전량 

편차를 흡수하기 위해 전력 저장 및 조정 기능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PV 발전 비용의 추정이 기술의 안정성 및/또는 급전가능성(

수요에 따라 운전을 가동하거나 정지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용으로 배터리 저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에서 

트랜지션제로는 비슷한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 비용을 추산한다. 

LCOE 평가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프로젝트 발전설비용량의 절반을 4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배터리 저장 비용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에 

저장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석탄과 청정 석탄 기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배터리 저장을 고려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에 50달러/MWh 이상이 추가된다. 따라서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처럼 성숙 단계에 들어선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조차 일부 저비용 청정 석탄 기술과는 경쟁이 어렵다(

도표5.1).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저장을 감안한 재생에너지와 석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풍력과 태양광 PV 

비용과 130달러/tCO
2
 수준의 높은 탄소 가격이 결합되면 해상 

부유식 풍력을 제외하고 저장을 감안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방식이 이 보고서에 언급된 청정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재래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상대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도표5.2).

LCOE 관점에서는 독립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이 석탄 

및 청정 석탄 기술보다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다음 10

년에는 기후 관련 우려로 인해 비용 압력이 가중되면서 일본 

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강력한 가격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해상 풍력을 제외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절반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저렴해진다. 2030 및 2050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잠재적인 

기술 대안의 관점에서 볼 때 청정 석탄 기술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우위로 인해 큰 격차를 보이면서 2위로 주저앉을 것이다.    

트랜지션제로가 분석에 포함시킨 해상 풍력 발전의 비용 구조는 

상당히 보수적이며 현재 일본에서 계획 중인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 시점에 일본은 다양한 기획 단계에 있는 

총 5GW 규모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빈약한 상황이므로 화석연료 발전소와 

비교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의 재무적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은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해상 

풍력 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이며 프로젝트 개발을 견인하는 정책 

지원이 뒤따를 경우 해상 풍력은 일본 발전부문의 한 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팝 아웃: 일본의 해상 풍력 잠재력).

79  METI (2021)

https://www.enecho.meti.go.jp/committee/council/basic_policy_subcommittee/mitoshi/cost_wg/pdf/cost_wg_20210908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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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1 2020년 일본 청정 석탄 기술 및 재생에너지 LCOE 현황

도표5.2 2030년 일본 청정 석탄 기술 및 재생에너지 LCOE 전망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2020년을 기준으로 탄소 가격은 5달러/tCO
2
였다. 음영으로 처리된 녹색 막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의 절반을 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저장 비용을 표시한다.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2030년을 기준으로 탄소 가격은 IEA의 NZE 시나리오를 기초로 130달러/tCO
2
로 가정한다. 음영으로 처리된 녹색 막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의 

절반을 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저장 비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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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기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의 비용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랜지션제로는 청정 석탄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한계저감비용(MAC)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정량화하고자 한다. 

MAC는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회에 수반되는 비용과 양을 

추정하여 제시한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특정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설정한다. MAC에서 각 블록은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안을 

표시한다. 블록의 높이는 탄소 배출량 저감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달러/tCO
2
)을 의미하며 폭은 저감 가능성이 있는 탄소 

배출량(MtCO
2
)을 가리킨다.        

현 시점에 독립형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 프로젝트는 저감 비용 

기회가 0보다 작다. 배터리 저장을 포함하는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 그리고 독립형 고정식 해상 풍력은 회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현재 가장 저렴한 청정 석탄 기술보다 비용 경쟁력이 

높다.       

2030년이 되면 CCS가 적용되지 않은 청정 석탄 기술은 저감 

기술로서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상실한다. 그때가 되면 석탄 발전 

분야에서는 오직 CCS만이 비용 경쟁력을 갖춘 저감 대안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저감 기술과 비교할 

경우 CCS는 비용이 가장 높은 저감 기술에 속하므로 매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재생에너지는 저감 수단으로서 청정 석탄 기술을 압도한다

저탄소 최소 비용 대안

도표5.3 2020년 한계저감비용곡선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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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4 2030년 한계저감비용곡선

출처: 트랜지션제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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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1 일본의 해상 풍력 잠재력

일본은 상당한 해상 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MOEJ)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 풍력 발전만으로도 

일본 경제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재무적·규제적·정책적 문제점으로 인해 유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2021년을 기준으로 32엔/kWh; 291달러/MWh80)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 잠재력은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을 발전부문의 중점 추진 목표로 지정했다. 그 이후로 일본 국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확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련의 유리한 정책이 발표됐으며 정부는 2030년 비용 목표를 8~9엔/kWh (70~80달러/MWh)로 설정했다81. 그와 

동시에, 2020년 12월에 해상 풍력 발전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위원회가 <해상 풍력 발전 산업 비전> 문서를 

통해 2030년까지 10 GW, 2040년까지 30~45 GW 규모의 용량을 발주하는 잠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82.

트랜지션제로의 분석에서 독립형 해상 풍력 발전의 평균 비용은 2030년에 100달러/MWh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에 IRENA가 추정한 전 세계 평균 LCOE인 85달러/MWh를 웃도는 수준이다83. 몇 가지 기술적 요인이 일본 해상 풍력 

발전소에 추산되는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첫째, 일본 해상 풍력 발전소의 경우 자본 비용은 높고 발전용량은 낮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IRENA가 추정한 일본의 해상 풍력 자본 비용은 5,000달러/kW로 전 세계 평균인 3,184달러/kW와는 격차를 보인다. 초과 

자본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전기, 설치, 연성 비용을 포함하는 설비 외적인 비용으로부터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추가하여, 

METI가 추산한 비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이용률이 약 30%로 전 세계 평균인 40~45%에 비해 

낮은 축에 속한다. 두 가지 요인 모두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추진할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작 5 GW 규모의 예정 프로젝트로 채워진 일본의 현행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만으로는 해상 풍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곡선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다. 트랜지션제로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이 2030~2035

년까지 비용 목표인 8~9엔/kWh (70~80달러/MWh)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30~35 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설비를 건설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지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책입안자가 공격적인 

연간 및 장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송전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청정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도표5.5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따른 학습곡선

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기준은 2030년까지 5 GW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현행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전제로 이 보고서에서 이용한 기준 가정을 지칭한다. 

이행 목표는 해상 풍력 발전 산업 비전에서 제시한 목표에 부합한다. 가격 목표는 2030~2035년까지 비용 목표인 8~9엔/kWh (70~80달러/

MWh)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누적설비용량을 추정한 것이다.

80 METI (2021)

81 METI (2021)

82 METI (2020)

83 IRENA (2021)

https://www.meti.go.jp/shingikai/santeii/pdf/070_01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santeii/pdf/070_01_00.pdf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yojo_furyoku/dl/vision/vision_first_en.pdf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1/Jun/Renewable-Power-Costs-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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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2 실질적인 통합 비용

재생에너지의 통합은 일본의 넷제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통합을 가로막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10개의 지역 단위 전력망과 2단계 주파수가 공존하는 분절화된 특징으로 인해 일본의 전력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력망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 단위 급전이 평상시 송전을 대부분 담당하며 지역간의 상호연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급증한 지역에서는 전력망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규슈 같은 곳에서는 

태양광 PV를 제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자력발전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까닭에 2020년에 특히 부하가 적었던 기간 중에는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태양광 PV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 같은 화력발전소에도 그와 

유사한 우선 전략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PV 등의 재생에너지는 급전 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리는 상황이 목격됐다. 계통 급전 

체계하에서 암묵적으로 기저부하발전소를 우선시하는 관행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이용률에 인위적인 제한이 가해지면서 

발전 비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불리한 시장 편향성을 제거함으로써 높은 통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최적의 전력망 계획 및 예측, 공동 전력망 자원 계획, 상호연계율 개선, 분산형 발전 등의 도입을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통합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에 추가하여, 장기 저장 기술에 투자할 경우 전력망의 

신뢰성과 회복성이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에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급전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을 하나로 묶어 분석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없지 않으며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추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현 시점에 배터리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력은 시장 구조와 규제 관행 그리고 전력망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84. 더 나아가, 배터리를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 기반시설 내에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한다면 시스템에 관련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약하면, 통합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력 시스템 

차원에서의 모델링에 근거해야 한다. 그처럼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배터리 저장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일본 

내 통합 비용의 상한선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84 Hirth, Ueckerdt and Edenhofer (2015)

일본 농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https://scholar.google.com.sg/scholar_url?url=https://opus4.kobv.de/opus4-hsog/files/2287/Integration%2BCosts.pdf&hl=en&sa=X&ei=RM2XYfOuM47xyATCmp-oAQ&scisig=AAGBfm0_l_8sRJajQCq9RfaCpKKPHKa68A&oi=schol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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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공업(시멘트, 철강, 플라스틱)이나 장거리 

운송(화물차, 해운, 항공)처럼 저감이 어려운 업종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의 미래가 상당히 유망하다. 실제로, 수소/암모니아 

경제의 발전은 수입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넷제로 경제를 향한 산업 전환을 통해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상당한 정책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기술의 수출을 지원하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저탄소 연료 공급망을 따라 

중요한 길목에서 일본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이점은 수소/암모니아 경제에 관한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은 최근 수개월간 확보된 수소/암모니아 경제 추진 동력을 

발판으로 산업과 장거리 운송 부문에 암모니아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한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모니아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연구개발과 도입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일본의 정책입안자가 탈탄소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제 

암모니아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07 정책 권고사항

‘후회 없는’ 업종에 암모니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발전부문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이 담당하는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의 분석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기술이 

발전부문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므로 일본의 의사결정권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기술에 대한 현재의 정책 지원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최신 WEO에 수록된 NZE 시나리오에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암모니아가 전 세계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0.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한 IEA의 전망 역시 

트랜지션제로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국제적인 지지가 

없다면 발전부문에서의 암모니아 이용은 미래의 탄소중립 

연료로 자리잡기 위해 요구되는 상업적·기술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암모니아 이용 확대를 복잡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문제점은 생산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기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린 

암모니아만을 지원해야 한다. 그레이 암모니아는 내재 배출량이 

많으며 그보다는 적지만 블루 암모니아도 내재 배출량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암모니아에 대한 램프업은 

실제로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랜지션제로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일본 발전부문의 전환을 모색하는 다양한 기술적 대안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위 수준에서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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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 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일본 경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트랜지션제로는 넷제로를 

추구하는 세계에서 IGCC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트랜지션제로의 분석과 수십년에 걸친 상업적 실패 

사례들에 비추어, IGCC가 발전 기술로서 다른 경쟁 기술들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IGCC는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비용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며 CCS가 결합되지 않을 경우 배출량 저감 능력 

역시 기준에 미달한다.    

연소 전 CCS 기술과의 호환성을 기반으로 비용 경쟁력을 갖춘 

탄소중립 전력을 구현한다는 주장조차 이론적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상용 프로젝트를 통해 주장을 입증한 사례는 

전무하다. 여기에 운영상의 난점을 드러내는 과거 실적을 더할 

경우—이점은 거의 없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술인—IGCC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미래의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서 IGCC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수십년간 2030 및 2050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전력망에 태양광 PV와 풍력 발전을 통합시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력 시스템의 전환이 뒤따를 것이다.      

단기적으로 일본은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시장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급전 규정을 재검토함으로써 통합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도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 PV 발전량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정확성이 증가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을 직전에 제한하는 빈도를 줄이는 것에 추가하여 단기 

밸런싱과 주파수 제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자가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전력 시스템을 바라보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통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력망 안정을 

재생에너지가 효과적인 저감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정된 국내 탄소 저장 능력을 중공업처럼 저감이 

어려운 업종에 배분하는 것이 재정적·기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CCS는 글로벌 탈탄소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향후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확대할 것이다. 하지만 CCS를, 일본을 

탄소 집약도가 높은 방향으로 고착시킬 뿐인, 청정 석탄 기술에 

보장하기 위해 대용량의 기저부하발전소가 요구된다는 인식은 

낡은 생각이다. 사실 전력 시스템은 기저부하에서 유연성 확보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며 수요량 변화에 다른 출력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망에 시스템 비용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망 강화와 보강을 통해 

통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2020년 6월에 신설 법령을 

제정하여 전력 시장 개혁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국내 송배전망

(T&D)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T&D 분야에 예정된 일련의 변화를 통해 화력발전소에 

크게 의존하여 전력 시스템 유연성을 관리하던 낙후된 방식에서 

내재 유연성 대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경직된 기저부하화력발전소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한 전력망 자원으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투자를 재검토해야 할 때다.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묘책으로 간주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국제적인 배출권시장이 부재하고 탄소 재활용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저장소는 일본에서 CCS 기술의 적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제한하에서 정책입안자와 업계 관계자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CCS 능력을 책임 있게 배분해야 하며 

기술적 대안의 존재와 저감 톤당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CCS 기술에 투자하되 저장소가 한정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합 비용을 낮추기 위한 통합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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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신생 청정 석탄 기술에서 성숙한 재생에너지로 선회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2020년을 기준으로 독립형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 발전 비용이 청정 석탄 기술보다 현저히 낮으며 

고가인 배터리 저장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정 석탄 

기술보다 경쟁력이 높다. 2030년이 되면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에 배터리 저장을 결합한 방식의 경쟁력이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는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은 이미 상업적으로 성숙한 기술로서 전 

중기적으로 일본은 글로벌 기술 진보와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 풍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해상 

풍력 산업이 활발해지면 일본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산업 우선 정책을 통해 지방의 산업, 기반시설,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자급률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에도 일조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이유로서 해상 풍력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본 기업이 날로 성장하는 국제 해상 풍력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 상황이 일본과 흡사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상 풍력 부문에 투자할 경우 

일본은 막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사회경제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신생 청정 석탄 기술에 

수반되는 운영적·기술적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추가하여, 탄소 저감 잠재력도 훨씬 우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자국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국가적 기후 목표에 기여하는 비용 효과가 

우수한 대안으로서, 성숙한 재생에너지를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의 정책입안자는 지원적인 환경 규정, 신속한 승인 절차, 

재정 지원 등 해상 풍력 에너지 투자를 유도하는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추가하여 기존의 비용 절감 목표와 병행하여 

이행 목표를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행 목표는 

해상 풍력 수요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으며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는 공공과 민간의 목표를 합치시키는 탄탄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구축이다. 그에 추가하여, 그러한 이행 목표는 

해상 풍력 설비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만 건설과 선박 

건조 그리고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전력망 개선을 

포함하는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에는 전력망 투자와 개선, 수요 측면 관리(가상 

발전소, 배터리 저장, 전기자동차 통합 등), 분산형 발전이 

요구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처럼 수요 측면에서의 다른 솔루션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전력망의 유연성과 회복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혁신은 일본의 

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앞당기는 

로드맵이 유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로드맵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방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학습곡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상 풍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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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일본의 기술적 선택: 
과거와 미래 중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2030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배출량 저감 의무를 이행하는 향후 수년간의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실천에는 일본의 연간 배출량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결합된 배출량 저감 기술의 급속한 확대가 요구된다. 그와 동시에, 현재의 

투자가 일본의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배출량 저감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술적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고찰한 것처럼, 암모니아 혼소나 석탄 가스화 같은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2030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일본의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인 배출을 고착화하며, 궁극적으로 배출량을 큰 폭으로 감축할 일본의 저감 

구상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해상 풍력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일본의 기후 목표 달성에 일조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정책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CS 기술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해소할 ‘묘책’이 될 가능성은 낮다. 더 나아가, 가용한 저장 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는 배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저감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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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화력발전소,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여론의 파도가 

거세지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처럼 전통적인 석탄 수요의 상징이었던 국가들조차 석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자국의 넷제로 목표와 석탄 퇴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석탄의 궁극적인 퇴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상태다.    

일본이 고집스럽게 청정 석탄화력발전의 여지를 남겨둠에 따라 국가와 석탄 산업이 누구도 진정으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홍보하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다. 

잠재적인 수출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 발전회사는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투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재무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급격한 탈탄소화로 인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일본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과거의 연료인 석탄과 미래의 탄소중립 기술 중 어느 쪽에 돈을 걸 것인가?

일본은 계속해서 청정 석탄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 고집스럽게 청정 

석탄화력발전의 여지를 남겨둠에 따라 

국가와 석탄 산업이 누구도 진정으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홍보하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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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고려사항  
09

이 섹션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수행한 재무 분석의 기초가 되는 주요 모델링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에 수록되어 있으며 모델에 적용된 구체적인 가정들을 

열거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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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수행한 재무 분석의 기초가 되는 주요 모델링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에 수록되어 있으며 모델에 

적용된 구체적인 가정들을 열거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암모니아 비용 모델은 일본 내 암모니아 혼소 비용을 추정할 목적으로 구축됐다. 본 모델은 3가지 고유 변수와 그로 인해 전력 비용에 미치는 파급력을 

분석하고 있다:

1. 암모니아 색상의 차이

2. 암모니아 공급원의 차이

3. 암모니아 혼소율의 차이

암모니아 색상의 차이

본 모델에서는 3가지 암모니아 유형을 고려한다:

■ 그레이/브라운 암모니아: 화석연료(주로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암모니아

■ 블루 암모니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지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암모니아

암모니아 공급원의 차이

본 모델에서는 일본 국내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수입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급원을 고려하고 있다. 

수입하는 지역의 차이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반영할 목적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암모니아 수입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암모니아 혼소율의 차이

마지막으로, 본 모델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율의 차이

(20%와 50%)를 고려하고 있다. 혼소율 분야의 기술 진보로 인해 비용이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본 모델에 혼소율 차이에 따른 비용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터빈 조정 및 암모니아 혼소에 

기타 가정

또한, 본 모델은 원자재 가격, 전력 요금, 탄소 가격에 관한 가정을 

포함한다. 모든 가정은 국제기구, 컨설팅 기관, 기타 전문적인 정보원의 

암모니아 비용 모델링

암모니아 비용 모델링

■ 그린 암모니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와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암모니아

그레이 및 블루 암모니아의 비용과 성능에 관한 (미래의 비용 가정에 

관련된) 가정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린 암모니아의 추정 비용은 최신 학술 저널에 게재된 검토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추정 비용과 성능은 별첨1에 수록되어 있다.

판단되는 운송비만이 분석에 포함됐다. 항구나 전용 저장 및 수송 

기반시설 같은 그 외의 선적 및 부수 비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가정한다. 암모니아 생산과 수송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은 학술 논문을 

참조한다.

요구되는 추가적인 저장 및 수송 기반시설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를 

감안한 비용 상승률을 본 모델에 반영한다. 추정 비용은 최신 학술 논문을 

참조한다. 본 모델은 학습곡선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도 반영하고 있다. 

가정들은 트랜지션제로의 내부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정을 참조하여 트랜지션제로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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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

IGCC 발전소의 비용과 성능에 관한 가정은 다양한 학술 및 상업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수십년간 명맥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류 발전 기술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프로젝트만이 진행되고 있다. 직전 10년간의 추정 비용만을 고려했으며 

그 이전의 추정 비용은 본 분석에서 제외된다.  

IGCC+CCS

연소 전 CCS가 적용된 IGCC 발전소의 비용과 성능에 관한 가정은 학술 

자료를 주로 참조하고 있다. 실재하는 발전소의 추정 비용이 부재하는 

까닭에 대부분의 문헌은 이론상의 발전소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RWE의 골드버그 IGCC+CCS 프로젝트, 켐퍼 카운티 IGCC+CCS, 그린젠 

IGCC+CCS 프로젝트 등 다수의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IGCC+CCS 

발전소 건설을 시도했다. 그 중 일부가 IGCC 시스템 운영 단계에 도달한 

석탄+CCS 리트로핏

연소 후 포집 설비를 갖춘 리트로핏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과 성능에 

관한 가정은 바운더리댐 CCS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소 후 CCS 설비를 갖춘 석탄화력발전소로는 유일하게 

현 시점에 운영되고 있다. 

IGCC/CCS 비용 모델링

문헌을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실재하는 발전소와 이론상의 발전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을 포함시켰다. 이 구성의 경우 저비용, 기준, 

고비용 시나리오로 이뤄지는 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이는 문헌에서 

고려한 대부분의 발전소가 200~300MW 규모로 본 모델에서 고려한 

규모보다 작았기 때문에 실재하는 발전소와 이론상의 발전소 간의 차이와 

잠재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재무적·기술적·공학적 문제점으로 

인해 CCS 단계까지 도달한 경우는 전무했다. 따라서 IGCC+CCS 

발전소의 추정 비용과 성능은 전적으로 이론적 추정과 학술 문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비교적 낙관적일 가능성이 있다. 트랜지션제로가 

문헌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IGCC 발전소의 추정 자본 비용은 하단이 

일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보다도 낮은 수준이므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트랜지션제로는 일본 내 IGCC 발전소의 추정 비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을 기초로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추정 비용을 상향했다.

CCS 비용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상업적 추정은 기술적 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현 단계에서 CCS의 실제 프로젝트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트랜지션제로는 이 연구에 현실적인 

프로젝트 비용을 적용했다.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탄소 포집 및 저장(CCS) 비용 모델은 일본 내 IGCC, IGCC+CCS 발전소, CCS 리트로핏 비용을 추정할 목적으로 

구축됐다. 본 모델은 2가지 IGCC 구성 및 1가지 CCS 리트로핏 구성과 그로 인해 전력 비용에 미치는 파급력을 분석하고 있다.

1. IGCC 

2. 연소 전 CCS가 적용된 IGCC 

3. 연소 후 CCS 리트로핏이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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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변수

IGCC 발전소의 비용과 성능에 관한 가정은 METI 그리고 일본 정부가 

설립한 다양한 연구 그룹에서 발간한 공식 문서를 참조하고 있다. 

IRENA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추가적인 자료와 업계 관계자가 

제공한 전문적인 조언을 참고했다. 그에 추가하여, 트랜지션제로는 

재생에너지 비용 모델링

배터리 저장 모델링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통합 비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용이한 급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배터리 저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재생에너지 비용 모델은 일본 내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을 추정할 목적으로 구축됐다. 본 모델에서는 4가지 재생에너지 기술과 그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 

1. 태양광 PV

2. 육상 풍력

3. 해상 풍력—고정식

4. 해상 풍력—부유식

배터리 저장 모델은 일본 내 전력 시스템에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하는 비용을 추정할 목적으로 구축됐다. 저장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출력과 에너지 등급이 필수적이다. kW로 표시되는 배터리 시스템의 출력은 어느 한 시점에 배터리에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양을 결정한다. kWh로 표시되는 배터리 시스템의 에너지 등급은 배터리 시스템의 용량을 가리키며 배터리에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배터리 지속시간은 배터리가 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배터리 규격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별로 결정하며 배터리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트랜지션제로는 이 분석의 목적상 배터리 시스템의 

출력을 재생에너지 설비발전용량의 절반으로 가정했다. 본 모델에서는 배터리 시스템의 5가지 지속시간을 분석하고 있다: 

■  2시간 지속시간

■ 4시간 지속시간(기준 시나리오)

■ 6시간 지속시간

■ 8시간 지속시간

■ 10시간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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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첨

별첨1: 비용 모델링 가정

단위 2021 2030 2040

일본 US$/MMBtu             7.90           15.00           17.00 

사우디아라비아 US$/MMBtu             1.25             2.19             3.83 

러시아 US$/MMBtu             3.40             8.00             7.90 

인도네시아 US$/MMBtu             6.00             6.60             7.26 

미국 US$/MMBtu             3.40             4.00             4.50 

호주 US$/MMBtu             6.01             6.10             6.00 

단위 2021 2030 2040

일본 US$/MWh 156.00 177.00 158.00

사우디아라비아 US$/MWh 57.01 68.41 75.26

러시아 US$/MWh 93.00 114.00 123.00

인도네시아 US$/MWh 76.00 91.20 100.32

미국 US$/MWh 70.00 100.00 108.00

호주 V$/MWh 86.00 156.00 163.00

A. 가스 가격

B. 전력 요금

암모니아 비용 모델링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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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21 2030 2040

일본 US$/MWh 117.39 91 66.51

사우디아라비아 US$/MWh 41.50 25.95 10.40

러시아 US$/MWh 67.35 53.88 43.10

인도네시아 US$/MWh 65.00 48.75 36.56

미국 US$/MWh 34.59 27.67 22.14

호주 US$/MWh 56.00 44.80 35.84

단위 2021 2030 2040

자본 비용 US$/tNH
3

        955.47         955.47         955.47 

가스 소비량 GJ/tNH
3

          42.00           38.30           32.20 

전력 소비량 GJ/tNH
3
             0.30             0.30             0.30 

배출계수 tCO
2
/tNH

3
            2.35             2.14             1.80 

단위 2021 2030 2040

일본 US$/MWh 5.00 130.00         205.00 

사우디아라비아 US$/MWh 5.00 130.00         205.00 

러시아 US$/MWh 0.00 90.00         160.00 

인도네시아 US$/MWh 0.00 15.00           35.00 

미국 US$/MWh 5.00 130.00         205.00 

호주 US$/MWh 5.00 130.00         205.00 

단위 값

용량 톤 87600

운영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2.5%

발전소 운영 년           25.00 

가동률 % 95%

연간 성능 저하율 % 1%

할인율 % 7.5%

C. 재생에너지 비용

D. 탄소 가격

E. 암모니아 발전소 가정

F. 그레이 암모니아 가정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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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21 2030 2040

자본 비용 $/tNH
3

     1,388.34      1,330.27      1,229.97 

가스 소비량 GJ/tNH
3

          42.00           38.30           32.20 

전력 소비량 GJ/tNH
3
             1.30             1.30             1.30 

배출계수 tCO
2
/tNH

3
            0.12             0.11             0.09 

Unit 2021 2030 2040

전기분해기 자본 비용 US$백만 241 144 107

하버-보슈법 자본 비용 US$백만 33 33 33

수소 저장 자본 비용 US$백만 90 56 26

ASU 자본 비용 US$백만 12 12 12

담수화 자본 비용 US$백만 1 1 1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US$백만 9 6 5

일 해리

사우디아라비아 13 6392

러시아 30 13080

인도네시아 6 3069

미국 30 10142

호주 11 5334

구성요소 단위 값

선박 용량 m3 160000

자본 비용 US$백만 162

자본 비용(연간 배분) US$백만 8.1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US$백만 28.8

1일 연료 소비량 톤 150

운송당 왕복시간 일 2

연간 총 일수 일 365

I. 운송 거리

J. 암모니아 운송 가정

G. 블루 암모니아 가정

H. 그린 암모니아 가정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Al-Breiki and Bicer (2020)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3524847203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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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20 2030 2040

석탄 가격 US$/톤           69.00 58 44

벙커유 가격 US$/Mt         550.00         550.00         550.00 

단위 값

용량 MW 1000

발전소 운영 년           40.00 

설비 이용률 % 60%

연간 성능 저하율 % 1%

열효율 % 40%

석탄 품질 kcal/kg 6000

탄소 배출량 tCO
2
/MWh 0.82

자본 비용 US$백만 4031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2.0%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상승률(2030) % 3.00%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상승률(2040) % 4.00%

단위 값

자본 비용 US$백만      4,031.00 

설비 비용 US$백만 1931

설계·조달·시공 US$백만 2100

증기 발생기 US$백만      1,148.82 

증기 터빈 및 발전기 US$백만           67.04 

원료 펌프 US$백만             0.67 

복수 추출 펌프 US$백만             0.17 

응축기 US$백만         331.36 

석탄 취급 US$백만         382.94 

석탄화력발전소 가정

B. 혼소 발전소 가정

C. 기타 가정

석탄화력발전소 비용 모델링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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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저비용 기본 고비용

자본 비용 US$/kW      4,193.56      5,123.97      6,112.22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3.0% 3.5% 4.0%

열효율 % 46% 44% 40%

배출량 tCO
2
/MWh             0.70             0.74             0.79 

단위 저비용 기본 고비용

자본 비용 US$/kW      3,858.08      4,867.78      6,051.10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3.1% 3.6% 4.2%

열효율 % 46.9% 44.5% 40.3%

배출량 tCO
2
/MWh             0.70             0.74             0.79 

단위 저비용 기본 고비용

자본 비용 US$/kW  5,032.27  6,404.97  7,945.89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4% 4% 5%

열효율 % 36% 33% 31%

포집률 % 99% 95% 90%

배출량 tCO
2
/MWh  0.007  0.037  0.074 

단위 값

용량 MW 1000

발전소 운영 년 40

설비 이용률 % 60%

연간 성능 저하율 % 1%

석탄 품질 kcal/kg 6000

할인율 % 7.50%

A. IGCC 발전소 가정

B. 2020년 IGCC 비용 가정

C. 2030년 IGCC 비용 가정

D. 2020년 IGCC+CCS 비용 가정

IGCC/CCS 비용 모델링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78

E. 2030년 IGCC+CCS 비용 가정

F. 2020 석탄 리트로핏 비용 가정

G. 2030년 석탄 리트로핏 비용 가정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단위 저비용 기본 고비용

자본 비용 US$/kW      4,931.63      6,084.72      7,707.51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3.9% 4.4% 5.0%

열효율 % 37.1% 35.7% 33.3%

포집률 % 99% 95% 90%

배출량 tCO
2
/MWh           0.007           0.037           0.074 

단위 저비용 기본 고비용

리트로핏 비용 US$/kW 2,735.45 3,218.18 3,540.00

CCS 시스템 US$/kW      2,805.00   3,300.00   3,630.00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3.9% 4.4% 5.0%

열효율 % 35.6% 32.4% 29.9%

포집률 % 95% 90% 85%

배출량 tCO
2
/MWh           0.046           0.093           0.139 

단위 저비용 기본 고비용

리트로핏 비용 US$/kW   2,598.68   3,057.27 3,363.00

CCS 시스템 US$/kW        2,565.00   2,700.00   2,835.00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3.7% 4.3% 4.8%

열효율 % 36.0% 33.0% 30.9%

포집률 % 95% 90% 85%

배출량 tCO
2
/MWh           0.046           0.09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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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태양광 PV

(저비용)
태양광 PV

(고비용)
육상 풍력
(저비용)

육상 풍력
(고비용)

해상 풍력-
고정식

(저비용)

해상 풍력-
고정식

(고비용)

해상 풍력-
부유식

(저비용)

해상 풍력-
부유식

(고비용)

자본 비용 US$/kW 1,832.10 1,832.10 2,813.76 2,813.76 4,696.44 4,696.44 5,950.80  5,950.80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
비 %

2.3% 2.3% 2.5% 2.5% 2.5% 2.5% 3.5% 4.5%

설비 이용률 % 17% 17% 34% 34.0% 39% 36% 40% 43%

할인율 % 2% 2% 5% 10% 8% 12% 10% 14%

LCOE 
(2020)

US$/MWh 86.75 92.56 90.65 127.70 163.14 227.11 249.03  301.65 

단위
태양광 PV

(저비용)
태양광 PV

(고비용)
육상 풍력
(저비용)

육상 풍력
(고비용)

해상 풍력-
고정식

(저비용)

해상 풍력-
고정식

(고비용)

해상 풍력-
부유식

(저비용)

해상 풍력-
부유식

(고비용)

자본 비용 US$/kW     1,566.44      1,648.89     2,456.41    2,532.38    3,644.44 
      

3,757.15 
    4,906.43      5,058.18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
비 %

2% 2.3% 3% 2.5% 3% 2.7% 4% 4.2%

설비 이용률 % 19% 18% 35% 35% 41% 35% 45% 40%

할인율 % 2% 2% 4% 9% 7% 10% 7% 10%

LCOE 
(2030)

US$/MWh          69.85          74.52           72.35        104.74          112.44         168.09         156.59         219.66 

A. 2020년 재생에너지 비용 가정

B. 2030년 재생에너지 비용 가정

재생에너지 비용 모델링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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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시간 지속시간 4시간 지속시간 6시간 지속시간 8시간 지속시간 10시간 지속시간

자본 비용 US$/kW                314.50         555.50         790.50      1,020.00      1,591.50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2.5% 2.5% 2.5% 2.5% 2.5%

설비 이용률 % 17% 17% 17% 17% 17%

할인율 % 4% 4% 4% 4% 4%

LCOE (2030) US$/MWh                  21.04           37.16           53.50           68.23         106.46 

단위 2시간 지속시간 4시간 지속시간 6시간 지속시간 8시간 지속시간 10시간 지속시간

자본 비용 US$/kW                423.75         765.25      1,099.75      1,432.25      1,769.75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자본 비용 대비 % 2.5% 2.5% 2.5% 2.5% 2.5%

설비 이용률 % 17% 17% 17% 17% 17%

할인율 % 4% 4% 4% 4% 4%

LCOE (2020) US$/MWh                  28.35           51.19           74.43           95.81         118.39 

A. 2020년 배터리 저장 비용 가정

B. 2030년 배터리 저장 비용 가정

배터리 저장 비용 모델링

출처: 트랜지션제로

출처: 트랜지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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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트랜지션제로

주: 2030년을 기준으로 탄소 가격은 IEA의 NZE 시나리오를 기초로 65달러/tCO
2
로 가정한다. 음영으로 처리된 녹색 막대는 저장 비용을 표시한다

별첨2 보수적 분석

이 보고서의 기본 분석은 IEA의 1.5도 NZE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 내 탄소 가격이 130달러/tCO2에 도달하는 탄소 가격 

상승 시나리오에 의존하고 있다. IEA는 <미래의 저탄소 연료> 보고서에서 2030년에 일본의 탄소 가격을 66~98달러/

tCO2로 가정했다. 탄소 가격이 발전 비용 추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탄소 가격 가정을 낮춘 완화된 기후 

목표에 입각하여 본 분석을 수행했다.

일본 내 탄소 가격을 65달러/tCO
2
로 가정할 경우 청정 석탄 

기술을 적용한 석탄화력발전 비용은 2030년이 되면 187~256

달러/MWh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2021

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PV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65달러/tCO
2
를 가정하더라도 배터리 저장을 포함하는 태양광 

PV와 육상 풍력은 2030년이 되면 모든 석탄화력발전 방식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현재 일본의 낮은 도입률로 

인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부유식 

해상 풍력은 65달러/tCO
2
 조건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용 

장애물에 봉착하겠지만 고정식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탄소 가격이 상승하면 일본 

석탄화력발전에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도표6.1 2030년 일본 청정 석탄 기술 및 재생에너지 LCOE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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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보고서(‘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트랜지션제로는 보고서의 내용을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와 

의견은 트랜지션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출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에 공개된 정보인 경우 이용자가 그러한 출처에 접근하여 

보고서의 발견점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제로는 보고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트랜지션제로는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와 연관하여 성격을 불문하고 상실 수익과 간접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청구나 손실에 대해서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 

다수의 출처 그리고 본 기관이 이용 허가를 받은 제공 주체들로부터 수집됐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는 본 기관 또는 이용 허가를 제공한 주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독점적 지적재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제로는 투자자문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할 국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업, 증권, 

투자펀드, 기타 법인에 대한 투자 자문 타당성에 대해서도 진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존하여 그러한 투자 또는 기타 금융 약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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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line Tao 

Jacqueline@transitionzero.org

transitionzero.org

+44(0)71234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