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초대의 글

2018년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 주 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신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방향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수립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책 기여 노력이 많은 주목을 받은 해였습니다. 

이에 지난 한 해 수행한 대표적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성과발표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전원구성변화를 위한 정책현안 검토 및 정책방안 제안

에 대한 2017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에너지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시어 에너지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초대의 글

2018년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 용 성

우리나라는 거의 전량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여전히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 석탄발전과 원전 같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공급체계

는 갖춰졌지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보급은 저조하게 되었고 에너지수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체계의 친환경성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원전부지에 대한 논쟁이나 대형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등 에너지공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국민 보건에의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만 보더라도 과거의 하향식 정책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결국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권화와  

거버넌스의 변화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연구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노력은 개원 32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주최함으로써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원 32주년 세미나에 정부기관,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주요 에너지기업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향후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걸어온 지난 32년의 역사에 함께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 연구원이 나아갈 더 큰 미래를 위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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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토 론 

토 론 

토 론 

발 표

발 표

유 상 희 교수

동의대학교

홍 권 표 상근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 병 화 연구위원

유진투자증권

임 성 진 교수

전주대학교

Stefan KANSY  Director New Projects(Power Generation)

EnBW Baden-Württemberg AG

Matthias BAUSENWEIN

General Manager, Asia -Pacific, Ørsted

유상희 교수는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노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

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 환경소재산업연구실장을 거쳐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자원환경대학원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포스코경영연구소 미래성장연구센터 센터장 및 제7대 한국전

력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스마트에너지포럼 위원 및 제16대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등의 직책도 수행했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행정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원 국제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을 시작

으로 산업자원부 감사관실을 거쳐 총무과 서기관으로 재직하였고, 통일부 개성사업

단 과장 및 지식경제부 사업지원 팀장과 남북경협 팀장을 차례로 역임하고 지식경제

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으로 재직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지역난방

기술주식회사 사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직

하고 있으며, 1992년 국무총리 표창 및 2007년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국내외 산업 및 기업분석을 분석하고 있다. 에

너지전환포럼의 창립멤버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1997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논문: Least-Cost 
Planning als Lösungsansatz klimabezogener Energiepolitik, 정책학), 동년 9

월부터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행정학과). 주요 관심분야는 기후변화, 에너

지전환정책, 순환경제이며,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자연중심 환경이론으로서의 블루이코노미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자

치행정학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

표로 활동하고 있다.

After graduation in civil and coastal engineering Stefan managed various 
scop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water power projects.
Stefan first came in touch with offshore wind in 2006 working for civil 

contractor Hochtief AG. As project manager he was involved i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Germany's first offshore wind farm substation 'alpha ventus' 
and stuck to the offshore wind business ever since.
In 2009 Stefan joined EnBW, where he is now responsible for portfolio 

development offshore wind and implementation of large scale power generation 
projects from greenfield to commissioning.

Matthias Bausenwein is General Manager of Ørsted for Asia Pacific and also 
Chairman of Ørsted Taiwan. H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offshore wind and 
was responsible for project development in Germany and Netherlands as well 
as development of emerging markets worldwide. Before joining Ørsted, he was 
head of global business development at a large wind turbine manufacturer. 
Prior to that, Mr.Bausenwein worked as a senior management consultant in the 
energy and automotive industry.
Mr. Bausenwein holds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management.

Sess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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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발 표

발 표 토 론

박 정 순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임 재 규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호 무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표 영 준  사업본부장

한국동서발전(주)

박정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하여 

전력정책·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에너지수요관리·지역에너지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입사 이후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 집단에너지연구실장을 역임

하였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을 거쳐 현

재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에 재직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

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농업자원경제국

(ABARE)에서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 Officer)으로 재직하였다. 유엔기후변

화협약(UNFCCC) 전문가자문위원회(CGE)의 아시아 대표 위원과 UNFCCC의 아일

랜드 국가보고서에 대한 Lead Reviewer로서 활동하였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

영평가단 평가위원 및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경제적 분석 및 정책개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의 개발 및 응용 등이다.

이호무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정책 이슈 

관련 연구를 조율, 수행하는 미래전략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미래전략팀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2014년부터 3년간 가스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

면서 국내 가스 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와 정책 자문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

는 국내외 가스 시장 구조, 국내 가스 공급 인프라 계획, 국제 가스 시장 동향 등이

었으며 정부, 가스공사, 한국가스연맹 등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5년 세계가스총회(WGC 2015)를 포함한 여러 가스 시장 관련 국제 회의에 발

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가한 바 있다.

이호무 연구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4년간 우리나라의 UN 

기후변화협상 대표단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장 메커니즘 등의 의제를 담당하였으며 

2017년부터 1년간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재직

하였다.

표영준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헬싱키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1987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뒤 경영지원처 

자금팀 과장, 능력개발팀장, 뉴욕지사 파견 및 기획처 사업개발팀장, 전략기획팀장 

및 경영개선 팀장과 경영평가팀장(처장)을 거쳐 사업본부 해외사업팀장(처장)과 미

국법인장 및 마이애미 지사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미래사업단 해외사업실장, 울산화

력본부 경영관리처장 및 기획본부 기획처장을 거쳐 현재 한국동서발전(주)의 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Session II



토 론

토 론

박 호 정 교수

고려대학교

전 영 환  교수

홍익대학교

박호정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KU.KIST 그린스쿨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 후,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

원(KEEI),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의 편집위원장,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자문위원, 자원경제학회 총무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APEC Climate Center의 비

상근 연구위원, 자원경제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의사결정으로서 자원경제, 에너지경

제, 경제성평가, 위험관리,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물옵션과 투자분석 』(2018, 증보판), 『탄소전쟁: 기후변화는 어

떻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가』 (미지북스, 2015),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

략』 (공동집필,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al Options Analysis』 (공저, Nova 

Publishers, 2010), 『 The Oil Factor: 고유가 시대의 투자전략』 (Stephen Leeb, 도

현재, 박호정 번역, 네모북스) 등이 있다.

전영환 교수는 현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전력시스템 분야의 연구 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관심 연구 분야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스템의 영

향 평가 및 안정화 기술 등이다. 

83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8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를 취득하고 

86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다. 이후 동 연구원 유연송전 및 전력품질연구 그룹장으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홍익대학교 기획처 부처장, 제2차 에너지기본계

획, 제7차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으로 봉사했으며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 공급분과위원, 대한전기학회 전력부문회 부회장, 영문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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