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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력 수요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 전력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스마트그리드나 슈퍼그리드와 같은 신 개

념의 선진 전력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통합 전력망은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력시스템을 통합하고 전력시스템 관련 신 기술을 도입하

여 전력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활용성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전력망 구축에 있어 전략적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안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모델은 개별국가의 전력시스템 현황과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개별국가가 얻을 수 있는 가치, 통합 전력망에 대

한 개별국가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기준국가와 전력망 통합이 가능한 인접 국

가들과의 관계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제

시한다.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을 이용하여 개별국가는 각 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익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주요어 : 다국적 통합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포트폴리오 모델 

학  번 : 201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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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인구 성장과 선진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라 인류사

회는 전력 시스템이 더 많은 양의 전력을 더욱 신뢰성 있게 공급해 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심화되는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 전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한 범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국제사회에 촉발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7). 21 세기 진입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이 커다란 두 흐름은 전력에너지와 관련하여 인류사회에게 보다 효과적인 통

합 전력망(integrated electricity grid) 시스템 설계라는 중요한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2003 년 8 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주의 대규모 정전 사례를 

대표로 하여 수 차례 발생한 선진국들의 전력시스템 붕괴 사태는(Amin, 

2005; Siegel, 2006) 20 세기 전력 시스템 위에 21 세기 경제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며(Dike & Momoh, 2007) 기존 전력 시스템이  

혁신적이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전기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핵심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Johansson & Burnham, 1993; Mitigation, 2011) 신재생에너지원

(renewable energy resource)을 이용한 발전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연구 결과

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전원의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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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규모 및 발전 시간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발전원을 포용하는 선진 전

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Erlich & Bachmann, 2005; 

Holttinen et al., 2013; Lamont, 2008). 일사량과 풍속 등 자연환경요인에 

의존해 간헐적 발전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인 규모의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전력 수요지까지 효율적으로 송/배전하는 부분에 있어 과거의 전력 

시스템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분산발전 및 생산된 전력의 장

거리 송/배전을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었으며(Carrasco et al., 

2006; Li, Hui, & Lai, 2013; Vrettos & Papathanassiou, 2011; Wu, 

Kodama, Ono, & Monma, 2012) 제시되는 연구 결과들은 선진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아직 전력산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개발도상국에도 빠른 속

도로 적용되어(Borgford-Parnell, 2011; Chen et al., 2014; Kumar 

Singh, 2013; Schroeder & Chapman, 2014) 신 개념의 전력망 설계 및 구

축을 향한 국제적 기류를 형성했다.  

선진 전력시스템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사회는 이전에 이루

어진 다양한 연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인 통합 전력망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통합 전력망 시스템은, 국

제 통합 전력시장(cross-border integrated electricity market)에 수퍼 그

리드(super grid)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시스템을 도입한 대

규모 전력망 시스템이다. 수퍼 그리드 시스템은 다중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

하여 다양한 형태로 대규모의 광역 전력 송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며,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 사이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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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1, 이 두 시스템이 전력 

자유화에 따라 형성된 국제 통합 전력시장에 적용되면 커다란 시장규모에 의

해 각 시스템의 영향력이 체증되어 범 국제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

미대륙을 가로질러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The Solar Grand 

Plan”(Fthenakis, Mason, & Zweibel, 2009; Zweibel, Mason, & 

Fthenakis, 2008), 아프리카와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Desertec”(Trieb, 

2009; Viebahn, Lechon, & Trieb, 2011),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

국을 연결하는 “Energy Super Ring”(Natuur en Milieu, 2009)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는 통합

전력망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됨에 따라, 개별국가는 통합 전력망 프로젝트

를 설계하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선진 전

력 시스템의 도입은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내부 전력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통합 전력망 구축과 같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협조적으로 참여하

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에 부합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자국의 가치관과 비전,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

느 정도의 자원을 분배할 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수퍼그리드 시스템과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서로 중첩되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고, 각 

용어의 경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혼동되어 사용되거나 다른 용어(예를 들어 Schaber 

et al.,2012 에서는 overlay transmission grid 라는 표현을 사용함)가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각 용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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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제까지 통합적 전력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국가 연합체나 

지역 연합체 단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각 시스템의 영향력을 비

교하는 내용을 연구 목표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국제 통합 전력시장과 관

련한 연구들도 이미 형성된 통합 전력시장의 영향을 검증하거나, 향후 통합

이 특정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내용

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연구 분야에 있어서 통합 시스템과 통합시장이 가지

게 될 손익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특정 환경이 형성되었

을 때 개별 국가가 처할 입장을 분석하여 개별 국가가 해당 특정 환경을 이

루거나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의 여부에 대해 귀납적으로 제안

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연구단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국가가 변화

의 과정 중에서 겪게 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즉, 하나의 물줄기의 흐름과 그 흐름의 결과에 대해 제시하고 물줄기

를 이루는 하나의 물 분자 혹은 수용성 입자가 흐름에 의해 받게 될 영향력

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흐름 내부의 하나의 물 분자 혹은 수

용성 입자가 주변 입자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는 미래의 특정 상황을 이루거나 

피하기 위해 행위 하지 않으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현재 선택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최적의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의사결정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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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현재의 연구 결과들이 실제 정책적 의사 결정에 기여하는 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전력시스템과 전력시장이 복합적으로 통합 전력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과 의의가 있다. 통합 전력시스템이나 통합 전력시장의 결과적 영향력이 아

닌 하나의 단위체인 개별국가의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에 연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 전력망 형성과정에서 개별국가가 교류 상대국 

각각의 관계에 대하여 전력시스템 통합에 따른 기능적 보완성, 전력시장 통

합의 영향력, 통합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의존성, 통합을 통해 얻게 될 복

합적 효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개별국가가 국제 통합 전력망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기대

효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자원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1.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을 검토하

고(제 2 장) 포트폴리오 모델 개념을 적용하여 다국적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

련하여 개별국가가 파트너십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

안한다(제 3 장). 또한 독일의 사례를 제안된 모델에 적용하여 독일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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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가가 형성할 수 있는 통합 전력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략적 제안을 

하며(제 4 장), 제안된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여 향후 후속연구의 토

대를 마련한다(제 5 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모델은 기준국가의 전력시스템 현황과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개별국가가 얻을 수 있는 가치, 통합 전력망에 대

한 개별국가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기준국가와 전력망 통합이 가능한 인접 국

가들과의 관계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준국가는 파트너십 포트

폴리오를 참고하여 각각의 국가와의 관계 및 국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국적 통합 전력망과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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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의 배경 및 문헌연구 

 

2.1  다국적 통합 전력망 

 

2.1.1  선진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과 개념 

 

선진국의 산업 고도화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따라 국제적으로 전력의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급은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Fei, Dong, Xue, Liang, & Yang, 2011; IEA, 2012; Yoo, 

2006). 동시에 20 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인류가 직면한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과 이에 대한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

작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약, 국제 협력 등(Haas, 

Keohane, & Levy, 1993; Luterbacher & Sprinz, 2001)을 통해 사회 전분

야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변환을 촉구했고, 전력시장에서 역시 기존의 화석연

료(fossil fuel)에서 신재생에너지원(renewable energy resource)으로 에너지

원을 대체하는 문제가 강조되었다(Mitigation, 2011).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력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신뢰성있

게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은 전력시스템의 선진화의 필요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Dike & Momoh, 2007). 기존의 전력시스템은 대규모

로 계획된 발전을 하여 넓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던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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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전력 시스템은 전력의 발전의 규모와 시

기, 발전 장소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소규모 분산발전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Erlich & 

Bachmann, 2005; Holttinen et al., 2013; Lamont, 2008).  

이에 다양한 형태의 발전원을 포용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관리

가 가능하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전력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 선진 전력 시스템으로는 대표적으

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와 수퍼그리드(Super Grid)가 있다. 스마트그

리드(Smart Grid)는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통

해 실시간으로 교환하여 전력 시스템 내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전력시스템을 

이야기하며(Farhangi, 2010), 수퍼그리드는 대륙 규모의 광역 전력망을 구

축하고 다양한 전력원을 적용한 발전구성비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저

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이야기한다(정규원, 2012). 

 

 

2.1.2  다국적 통합 전력망 및 통합 전력 시장  

 

다국적 통합 전력망(multinational integrated electricity grid)은 과거 

국가나 지역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력시스템이 통합되어 발전, 송전, 

유통, 소비 등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용하는 전력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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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망을 통하여 통합 전력시장이 구성되고 시장 내 참여자들이 국가나 지역의 

구분 없이 전력을 생산, 유통, 판매 할 수 있다.  

과거 전력시장은 국가나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 의해 수직적으로 통합되

어 국가의 관리 아래 개발되었다. 전력산업이 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

반사업이기에 이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규모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발전원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경우 전력산업이 국

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었으며, 송/배전 기술의 한계로 전력을 

먼 거리까지 안전하게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시장은 국가의 정치, 산업, 환경을 받아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고, 

국가 사이의 전력거래는 비상 상황에서의 응급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

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 과거 통합적으로 관리되던 

전력시장을 수직적으로 분할하고 수평적으로 독과점을 규제하여 경쟁을 유도

하여 전력시장의 시장효율성을 높이는 전력시장 자유화(liberalization)의 움

직임이 진행되며 국가간 전력거래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

유화 된 전력시장의 참여자들이 제한된 한 국가나 지역 내부에서의 거래보다 

지역이나 국가 사이의 (cross-border) 전력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발견하였

기 때문이다. 북유럽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운영자들이 국가를 초월하는 연합

체를 만들고 전력시장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력시장

을 자발적으로 구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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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다국적 통합 전력망의 의의 및 현황 

 

전력은 망(network)를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다른 매체와 달리, 생산

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키프히호프 법칙

(Kirchhoff’s law)에 의해 움직이는 전력은 물리적으로 제한된 전력 망 내

에서 전력의 유입이 위해서는 전력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로 전력

이 소비되지 않은 채 유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전력의 수요는 연중 계절에 

따라, 일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에 전력의 생산 역시 수요패턴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전력이 과소 생산되면 

정전이 발생하고, 과다생산 되면 전력시스템 내 혼잡(congestion)이 발생하

거나 심각한 경우 시스템 자체가 붕괴(failure)될 수도 있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은 전력시장의 규모를 확장하고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는 점에서 전력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및 전력시스템 선진화에 큰 의미를 가

진다. 광역 송전이 가능함에 따라 전력 수요 집중 시간대의 분산이 가능해지

고, 발전의 규모와 시간이 통제 불가능한 발전원에 대해 완충 역량이 증가한

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해져 기후변화 문제 

완화가 가능하고, 대규모 시스템 내에서 보다 경제적인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기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전력망의 장점으로 인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전력시스템을 구성하는데도 통합 전력망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Borgford-

Parnell, 2011; Market, 2013)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 시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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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Mundaca, Dalhammar, & Harnesk, 2013; Zarnikau, 

2011). 

 

 

 

2.2  포트폴리오 모델 

 

2.2.1  포트폴리오 개념과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portfolio)의 개념은 1950 년대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 분야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Markowitz, 1952). 포트폴리오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항목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이 집합 내에서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최적의 항목 구성을 만들어 전체로써 

가장 큰 효익을 창출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개념의 핵심이다(Turnbull, 

1990).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은 제한된 자산(asset)을 분배할 수 있는 

선택들(options)중 집합적 수익(collective return)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다루기 때문에 자산과 선택, 수익을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가능하다(Yorke, 1984). 이에 포트폴

리오 방법은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 전략경영(strategy 

management), 마케팅 (marketing), 구매관리(purchasing management), 

연구개발관리(R&D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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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각 상황에서 의사결정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이 개발되어왔다.  

포트폴리오 모델은 의사결정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할 때 고려해야 하

는 중요한 요인들이 반영된 소수의 차원(dimension)을 통해 구성항목들을 

분류(categorize)하고 분류에 따른 전략적 제안(strategic recommendation)

을 제시하는 툴(tool)로써,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

록 돕는다. 가장 널리 알려진 포트폴리오 모델의 예로는 BCG 

Matrix(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가 있다. 포트폴리오 모델은 차

원의 설정에 있어서의 타당성, 차원을 통한 각 항목의 평가 및 분류 기준의 

객관성, 같은 분류 내 항목들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제안된 전략의 취합에 있

어서의 난해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Armstrong & Brodie, 1994; 

Bettis & Hall, 1983; Coate, 1983; Day, 1977; Derkinderen & Crum, 

1984; Haspeslagh, 1982; McNamee, 1984; Wensley, 1982), 이러한 한

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의사결정 도구와 병행되어 사용될 때 효과

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Olsen & Ellram, 1997).  

 

 

2.2.2  구매 및 공급 관계 포트폴리오 모델 

 

금융투자 분야에서 사용되던 포트폴리오 개념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보조도구로써 포트폴리오 모델의 적용 범위 역시 넓어졌다. 

구매 및 공급 관계 관리(purchasing and supply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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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도 포트폴리오 모델이 적용되었는데, 구매 및 공급 관계 관리 포트폴

리오 모델의 역할은 구매체 입장에서 공급체나 공급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계

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한 유형에 따른 관계 관리 전략을 수립을 돕는 것

이다. 구매체는 구매 및 공급 관계 포트롤리오 모델을 통해 많은 자원을 투

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관계와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관리하거나 특별한 관

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계를 구분할 수 있고, 조직이 맺고 있는 전체 공급 

관계 중에서 각 유형의 공급관계가 어떤 비중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구

매 및 공급 관리 분야의 전사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2.2.2.1  구매 및 공급 관리 포트폴리오 모델의 구성 

 

구매 및 공급관리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 모델을 대부분 (1) 차원설정, (2) 

유형분류, (3) 전략계획 수립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 때 차원설정 및 유형

분류 단계는 대부분의 구매 및 공급관리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 모델이 

Kraljic(1983)의 매트릭스를 따르거나 이것을 약간 변형시키는 반면

(Bensaou, 1999; Olsen & Ellram, 1997), 분류된 유형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모델이 적용되는 세부분야에서의 품목의 

특성, 시장내의 규칙, 구성원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

이 제시된다(Altuntas, Bayraktar, & Cebi, 2006; de Boer, Labro, & 

Morlacchi, 2001; Demirtas & Üstün, 2008; Dickson, 1966; 

Ghodsypour & O'Bri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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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매 및 공급관리 분야의 포트폴리오 모델의 흐름
2
 

 

 

2.2.2.2  Kraljic 포트폴리오 모델 

 

구매 및 공급관리(purchasing and supply management)에 분야에서 다

루어지는 포트폴리오 개념의 바탕은 Kraljic(Kraljic, 1977, 1983)에 의해 제

시되었다. Kraljic(1983)은 (1) 수익에의 영향(profit impact)과 공급 위험성

(supply risk)이라는 두 차원에 의해 구매품목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2) 네 가지 유형 중 전략품목(strategic item)을 공급시장 영향력(supply 

market strength)과 구매체 영향력(buyer strength)의 기준으로 다시 분류

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3) 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

다.  

 

                                           
2 Own depiction, Original information source: Gelderman and Johann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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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raljic 의 포트폴리오 모델
3
 

 

Kraljic(1983)의 포트폴리오 모델은 모델의 이론적 배경이 불명확하고 유

형분류 단계에서의 측정의 기준이 모호하며(Cees J Gelderman & Weele, 

2002), 분류된 네 가지 유형 중 전략품목에 대하여만 전략을 제시한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었지만(Elliott-Shircore & Steele, 1985; Syson, 1992), 

이후 구매 및 공급관리 영역에서의 포트폴리오 모델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

                                           
3  Own depiction, Original information source: Kraljic(1983), Exhibit I, II, Word 

translation: 이갑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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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Bensaou, 1999; Croom, 2000; Dubois & Pedersen, 2002; Dyer, 

Cho, & Chu, 1998; Lilliecreutz & Ydreskog, 2001; Nellore & 

Söderquist, 2000; Olsen & Ellram, 1997; Wynstra & Pierick, 2000; 

Zolkiewski & Turnbull, 2002),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보완

되고(Elliott-Shircore & Steele, 1985; Cees J. Gelderman & Van Weele, 

2003; Cees J Gelderman & Van Weele, 2005; Hadeler & Evans, 1994; 

Olsen & Ellram, 1997; Syson, 1992) 실증적 결과와 연관된 시사점을 제시

해왔다는 점에서(Cornelis Johannes Gelderman, 2003; Cees J Gelderman 

& Van Weele, 2005) 학문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Kraljic 의 포트폴리오 이론(Kraljic, 1977, 1983)과  Kraljic 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선된 포트폴리오 이론들은 구매 및 공급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컨설팅 조직에게 훌륭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포트폴리오 이론들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업간 구매 및 공급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된 모델이기에,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적용되거나 기업 이상 

혹은 이하의 조직의 전략수립 과정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용되는 세부분야

와 조직규모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과정이 필요하다(이갑훈, 2005).  

 

2.2.2.3  구매 및 공급 관계의 깊이와 포트폴리오 전략 

 

구매 및 공급 관리 포트폴리오 모델을 통해 관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관계의 유형을 고려하여 관계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자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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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 모델을 통해 분류한 유형 각각에 대해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다는 내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자원을 투입해야 할 지에 대한 판다는 추구하는 관계의 종류에 

의존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Ghodsypour(Ghodsypour & O'Brien, 1998)

는 구매 및 공급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관계를 구매체와 공급체 사이의 

통합의 수준에 따라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단계(level)의 숫자가 높아질수

록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많은 자

원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높은 통합수준이 이루어질수록 구매 및 공

급관계가 성과에 큰 비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Ghodsypour 는 따라서 포

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유형에 대하

여는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진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이야

기한다.  

 

표 1 통합의 수준에 따른 구매 및 공급자 관계
4
 

Level 1 

No Integration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매 및 공급관계의 

결정기준은 가격과 품질이다. 

Level 2 

Logistical Integration 

물류통합이 이루어진다. 공급자 및 공급자와의 관계가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구매 및 공급관리가 구매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Own depiction, Original information source:Ghodsypou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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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품질을 넘어서 신뢰성(reliability), 

유연성(flexibility), 공급가능규모(supply lots), 

리드타임(lead time)등이 구매 및 공급관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Level 3 

Operational Integration 

운영통합이 이루어진다. 적시생산관리(Just In Time 

production system, JIT)와 전사적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이 도입된다. 

구매 및 공급자의 특성 뿐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 

특성이 도출되는가의 문제가 구매 및 공급관계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Level 4 

Process and Product Integration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프로세스 및 제품 통합이 

이루어져  제품 디자인 및 생산, 프로세스 과정 중 일부를 

구매자와 공급자가 공유한다.  

구매자와 공급자는 인적자원, 경영진의 경영능력,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구매 및 공급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Level 5 

Business Partnership 

전략적 방향을 포함한 전사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기업의 방향성 및 성장가능성, 고객관리 등의 전략요인들이 

구매 및 공급관계의 결정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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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휴 포트폴리오 모델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자원을 교환 및 공유하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형성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거나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Gulati, 1998). 전략적 제

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조직의 자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이기에 한 조직이 다수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제휴 포트폴리오(alliance portfolio) 모델은 조직의 다수의 전략

적 제휴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

공한다.  

제휴 포트폴리오 모델은 조직의 성과, 혁신능력, 지식이전, 사업확장, 기

술개발, 거버넌스 구조 효율화 등 전략 경영(strategic management) 분야

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Gulati, 1998; Mowery, Oxley, & 

Silverman, 1996; Roberts & Berry, 1984; Stuart, 1998; Van de Vrande, 

Lemmens, & Vanhaverbeke, 2006). 조직이 어떤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모델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자원 준거 관점

(Resource based view), 사회 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그리고 확

장된 자원 준거 관점(extended Resource based view)이 주로 제시된다

(Barney, 1991; M. Granovetter, 1985; M. S. Granovetter, 1973). 자원 

준거 관점에서는 제휴의 상대가 가진 자원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모델을 구

성하고 있고(Cui, Calantone, & Griffith, 2011; Lin, Yang, & Arya, 

2009),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는 제휴 조직 사이의 관계의 집중하여 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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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가지는 기회와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포트폴리오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Ahuja, 2000; Bae & Insead, 2004; 

Baum, Calabrese, & Silverman, 2000). 최근에는 개별기업이 가진 자원의 

속성과 제휴에서의 관계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확장된 자원 기반 관점에

서의 포트폴리오 모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ae & Insead, 

2004; Lavie, 2007, 2009; Rothaermel, 2001).  

한편, Hoffmann 은 제휴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1) 제휴를 통해 접근 

할 수 있는 자원의 특성과, (2)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제휴가 얼마나 효율적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3) 제휴 내에서 기업들의 위치는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Hoffman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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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 

 

3.1  통합 전력망 구축과 개별국가의 전략 수립 

 

3.1.1  통합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전략의 필요성 

 

헨리 민쯔버그(Henry Mintzbergy)는 그의 저서에서  '전략(strategy)'을 

정의하는 단어 여러 단어 중 일부로 '포지션(position)'과 전망(perspective)'

을 제시했다.
5
 즉, 전략은 외부 환경에 특정 목표를 위치시키는 것이며(포지

션으로의 전략), 조직이 목표나 비전을 향하는 방식(전망으로서의 전략)인 것

이다(Mintzberg, Ahlstrand, & Lampel, 2005). 이에 전략은 조직을 정의 

하고 규정하며 다른 조직과 구분될 수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환경을 헤쳐나

가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는 일관적인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의 한 종류로써 국가 역시 전략을 가질 수 있다. 전략은 국제사회라

는 외부환경에서 국가가 자신을 정의하고, 목표한 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포지션을 찾고, 그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 방법을 추구

해나가는데 있어서 자원을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 그는 ‘전략’은 수많은 정의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 이야기하며 핵심이 되는 다섯 가지 

단어를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지션과 전망, 그리고 계획(Plan), 

패턴(Pattern), 책략(Ploy)들이 그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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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국제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원화 된 가치를 추구

하는 다양한 조직과 세력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는 

스스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내부로서도 고도의 복잡성을 포용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용적으로 대응

하며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하여는, 전략 역시 이 환경들과 어우러지는 스스로

의 역동성(dynamics)을 가져야 한다(Mintzberg, 1994). 전략이 필요로 하

고 있는 이 역동성은 때로 매우 직관적인(intuitive)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6

을 요구하기도 하는데(Campbell, 1991; Mintzberg, 1987), 신속하고 정확

한 정보(information)를 구조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이러한 직관적인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Eisenhardt, 1989; Khatri & Ng, 2000). 

다국적 통합 전력망(multinational integrated electricity grid)을 구성하

는 각 국가가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통합 전력망이 

형성하는 통합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한 객체로서, 국가는 내부적으로 제한

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원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통합 전력망 구축

에 있어 어떤 부분에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 투자할지에 대해 전망과 포지션

을 뚜렷하게 세우고 있을 때 효율적인 효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 전력망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조직 각각은 다양한 정치적환경

적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하다. 개별국가가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하여

                                           
6  '직관(intuition)'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직관'이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을 의미하며(Mintzberg 와 

Eisenhardt 역시 비슷한 범주에서 정의한다), '비이성적인(irrational)'이라는 단어와는 

분명하게 뜻이 다르다. 즉 ‘직관적인 분석’에는 (비록 제한되었을지라도)합리적인 정보의 

분석처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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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국의 내부 전력시장의 정보,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된 기술 및 가버

넌스 정보, 국제 협력적 책임 및 안보위험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경쟁 사회의 빠른 속도에 맞추어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모델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주체인 개별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적합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1.2  통합 전력망 내 국가 간 관계의 특성 

 

통합 전력망을 안에 속하는 개별 국가들이 다른 개별 국가 각각과 갖는 

관계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다. 통합 전력망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이 

관계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구매 및 공급 관리, 제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 모델 등

을 통합 전력망 안에서의 국가 관계에 알맞게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전력’이라는 생산요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 전력망이 형

성하는 통합 전력 시장은 요소시장(element marke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소시장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별국가는 서로에게 공급체이며 동시에 구

매체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서로 구매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는 쌍방적인 관계가 통합 전력망 시장 안에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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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합 전력망 내에서 각 국가들의 관계는 제휴와 유사하다. 통합 전력

망이 한 번 구축 되기 위하여는 필요한 기반 설비의 규모도 막대할 뿐 아니

라, 시장의 규칙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의사를 조율하는 등 관계 조성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력은 그 물리적 특성상 거래관

계자의 '의사'보다 키프히호프(Kirchhoff)의 법칙에 우선하여 움직이기 때문

에, 정교한 시장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전류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자연스럽게도, 통합 전력망을 통해 형성하는 국가 사이의 관계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자원을 공유하며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휴적 성격이 반영된

다.  

그러나 통합 전력망 내에서 개별 국가의 관계는 일반적인 구매 및 공급관

계나 제휴 관계와는 달리 거래대상의 '선정'이 불가능하다. 지리적 특성에 따

라 인접국가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개별 국

가들은 이미 결정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시기에 맺을 것인

지에 대한 선택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통합 전력망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리일한 상품인 '전력'은 품질의 차별이 

발생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영 조직체 사이의 관계에 있어 관계의 

성격이나 깊이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상품이나 상품의 품질은 통합 전

력망 시장에서 차별화 요인이 되지 못한다. 대신, 상품의 품질이 아닌 상품

이 거래되는 과정이나 조건, 즉 프로세스가 거래에 있어서의 차별화 요인으

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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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 

 

3.2.1  분석 단위의 설정 

 

포트폴리오 모델 수립을 위하여는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 모델의 분석의 

단위가 될 품목(item)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의 단위의 정의

는 포트폴리오 모델이 적용되는 세부분야 및 모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구매 및 공급 관리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모델의 분석의 단위로 

제시되는 품목들은 모델의 구성에 따라 상품(product), 상품의 부품(product 

part), 상품을 구성하는 원료(raw material), 공급자(supplier), 공급자군

(sourcing group)등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이라는 포트폴리오 모델의 내

용을 고려하여 분석의 단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국경, border)로 정

의한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은 여러 국가가 협력적으로 구축한 전력망 전체

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미시적으로 한 국가는 한 국경에 대하여 하나의 상대

국과 통합 전력망을 형성한다. 국가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기준국가는 적게

는 1~2 개에서 많게는 6~7 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이들 국가와 통합 전력망 

형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포트폴리오 모델에서는 이 국경을 각 분석의 단

위로 정의하여 한 기준국가가 통합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각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본 모델에 있어 분석의 단위는 기준국가에 인접한 각 국경이며, 다수의 

기준국가가 고려 될 때는 한 국경에 대하여 주체와 객체를 구분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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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대하여 프랑스의 입장에서 독일과의 국경과 독

일의 입장에서 프랑스와의 국경은 서로 다른 품목에 해당한다. 

 

 

3.2.2  차원의 설정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차원(dimension)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

요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차원이 기준이 되어 

분석대상의 유형이 분류되기 때문이다.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의 차원 Hoffmann 이 제시한 제

휴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들을 통합 전력망 내에서 국

가 간 관계에 적용시켜 설정하였다.  

 

 

그림 3 Hoffmann 이론의 적용: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 차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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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가치’ 차원은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기준국가가 얻을 수 

있는 가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는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을 고

려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효익 중요성’차원은 통합 전력망을 통해 

필요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보 과정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가

치를 확보 했을 때 나타나는 기준국가에의 효익의 중요성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제휴를 통해 자원의 접근이 얼마나 효율적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려와 

유사하다. ‘의존도 및 취약성’차원은 기준국가의 전력시스템이 통합 전력

망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고, 통합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

는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는 제휴 내에서 조직의 

위치에 대한 고려와 비슷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3.2.3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의 구성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은 기준국가와 인접국가의 단일 관

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적용단계와 관계유형 분석을 통

한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도출 단계가 있다.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효익 중요성’과 ‘의존도’ 두 차원을 통해 기준국가의 관계들을 네 유

형으로 분류한다.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의 효익 중요성 차원은 필요 가치 진

단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필요가치와, 필요 가치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을 통

합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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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의 구성 

 

 

 

3.3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3.3.1  필요 가치 진단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구성의 첫 단계는 기준국가

가 자국의 필요가치를 진단하는 과정이다. 기준국가는 분석의 단위별로 자국 

전력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와 기대하는 상태와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는지를 진단하여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기준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선정할 수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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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합 전력망의 필요 가치 진단 

 



 

 

- 30 - 

 

필요 가치 진단 과정에서 기대상태(to-be)란, 현재의 시점과 미래의 시점

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 

상태, 현재 시스템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의 효율성이 개선된 상태, 사회의 

요구 및 국제적 흐름에 따라 성장 및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태, 혁신이나 변

화를 원할 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등을 

기대상태 설정할 수 있다. 필요 가치 진단 과정에서는 현재상태(as-is)와 기

대상태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통합되지 않은 내부 전력시장이 가

지는 한계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탐색하고,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어떤 가치를 얻을 때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원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

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림 6 다국적 통합 전력망의 가치 예시 

 

다국적 통합 전력망을 통해 기준국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즉 자원과 성장

동력은 직접가치와 간접가치가 있다. 직접가치는 전력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원(Electricity system impact)을 의미하며, 간접가치는 전

력 시장 및 사회에 영향이 있는 자원(market and society impact)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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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의 기반이 될 있다. 통합 전력망의 구조와, 통합 전력망을 구성하는 국

가 각각의 역량,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 따라 통합 전력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가치와 간접가치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가치의 예시를 [그림 6]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가치는 일반적인 예

시로서, 기준 국가의 특성상 정의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전혀 새로운 가치를 

필요 가치로 인식할 수도 있다.  

전력시스템 영향을 나타내는 직접가치는,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전력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통합 전력망이 구축되면 참

여국가는 통합 전력망 시장에서의 전력거래를 통해 전력의 생산량 조정이 가

능하다(Volume adjustment). 전력의 수출이나 수입이 가능하기에 기존보다 

적거나 많게 생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생산 규모의 조절 폭이 넓어진다.

또한 생산과 수요 사이의 절대 양의 불균형은 심하지 않으나 생산시점과 수

요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단기 수급균형(Supply balance) 개선이 

가능하다. 수급 균형의 종류로는 단기안정성(short-term stability)개선과 

장기안정성(long-term stability)개선이 있다. 단기 안정성은 하루 이하의 

시간단위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유동성(liquidity)을 확보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고, 장기 안정성은 계절 및 기후에 따른 전력 생산 및 소비 패턴의 상

충적 관계(pattern canceling)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통합 

전력망이 구축되면, 물리적으로 발전집중지역과 소비집중지역을 연결하는 새

로운 전력 흐름의 루트(route)가 생성되며, 전력망 규모의 확장되어 송전 및 

배전과 관련된 문제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의 

유통과 관련하여서도 효율성이 개선(Transmission efficiency improvement)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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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력망은 기준국가의 전력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및 기준국가

의 사회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전력시스템 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가 간접자원인데, 이러한 간접자원은 그 자원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향후 전력시스템의 성장과 혁신에 있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치이

다. 간접가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진보(Technological improvement)이다.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연결 망을 구축하고, 망 내의 전

기의 흐름을 의사결정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진보의 수준이 다른 두 국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술지식

의 이전(technological knowledge transfer)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기술이 상보적으로 만나 효율성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

를 넓혀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누릴 수도 있다. 또한 통합 전력망을 

통해 전력시장 부분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로는 시장효율성 개선(market 

efficiency improvement)과 신 시장 창출(market creation)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전력시장은 초기에 수직적으로 길게 통합된 독과점 기업이나 

정부 또는 공기업의 주도 아래 발전되고 형성되었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을 

큰 규모로 필요로 하는 사회 기반시설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이

후 전력산업이 충분히 성장을 하였을 때 상당수의 국가들은 전력시장에서 경

쟁을 통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전력시장 자유화(electricity market 

liberalization) 정책을 펼쳤다. 독과점을 제한하고, 수직적 통합을 기업과 

조직을 분리시키고, 발전·송전·배전 분야에서 신규 진입자의 제한을 금지

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아직 많은 전력시장이 경쟁시장과는 거

리가 먼 상태로 남아있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면 전력 시장의 규모

가 확장되고 참여주체의 수가 증가된다. 이에 따라 과거 개선되지 못했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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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장 내 경쟁에 의한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또 통합 전력망 구축에는 

관련된 설비산업, 서비스산업, 금융산업의 개입이 필요하기에, 이 분야의 시

장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또,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개별국가는 전력원의 안보와 지속가

능성(Security and sustainability)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통합 전력망을 

통해 전력의 생산량을 조정하고 다른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나 안보수준이 낮은 발전원에 의한 전력생산 비중을 낮출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의 공급원 및 공급장소를 다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원을 한 곳에 집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물리적, 천재지변

적, 기후변화적 측면에서의 직면하는 안보 위험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3.3.2  통합 전력망의 효익 중요성 추정 

 

필요 가치 진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필요 가치를 기반으로, 기준국가가 

분석 대상 관계 국가와의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의 중

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효익의 중요성이란,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얻는 효익이 기준국가의 전

력시스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향후 발전적인 혁신을 추

구함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의미한다. 기준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통합 전력망 형성을 통

해 그 가치로의 접근이 용이한지, 그 가치가 기준국가의 전력시스템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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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익의 영향력이 의미 있는 수준인지가 효익 중요성의 판단기준이다. 이 

때 전력시스템 영향은 국제 통합 전력시장의 형성과 시장내의 거래를 통해 

비교적 즉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인 반면, 시장 및 사회 영향은 그 영

향의 발생이 서서히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효

익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7 통합 전력망의 기대 효익 추정: 필요 가치 적합성, 접근성 

 

 

 

3.3.3  통합 전력망의 의존도 분석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차원은 기준국가의 외부요인과 파트너십에서의 위치를 반영한다. 구

매 및 공급 관리 포트폴리오 모델에서는 이 차원에 대한 기준으로 공급시장

의 위험요인,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dependence) 및 공급자 영향력(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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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거래가 가능한 공급자의 수(number of available suppliers) 및 공

급자의 희소성(scarcity)과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등을 설정하며, 제

휴 포트폴리오 모델에서는 제휴 관계에 있어서 권력(power)의 분포가 자사

에 있는지 타사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델에서는, 통합 전력망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의존도를 차원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통합 전력망은 기존의 내부 

전력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내부 전력시스템이 

가졌던 한계를 넓히는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준국가는 통합 전력망 구

축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향상된 

효율성과 성장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통합 전력망이 어느 수준으로 배

타적 의존성을 제공하는지가 의존성 차원의 기준이다. 만일 자연재해나 정치

적 문제,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통합 전력망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국 전력시스템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이 타격에 취약한지가 

이 차원의 또 다른 판단요인이다. 즉 높은 의존성을 가지는 국가와의 관계는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국가가 큰 타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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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3.4.1  통합 전력망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분석 

 

 

그림 8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설정된 효익 중요성 차원과 의존성 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모

델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각 분석 대상 관계를 (1) 전략(strategic)관계, (2) 

효익(leverage)관계, (3) 의존(bottleneck)관계, (3) , (4) 일반(non-critical) 

관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7 - 

 

3.4.2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통해 기준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유형을 분류하면,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보유자원을 

고려하여 파트너십 전략의 포트폴리오적 관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전략과 파트너

십 전략의 포트폴리오적 관리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풍부한 Kraljic 의 구매 

및 공급관리 포트폴리오 모델(Kraljic, 1983)과 모델에 기반을 둔 후속연구

구 (Elliott-Shircore & Steele, 1985; Cornelis Johannes Gelderman, 

2003; Cees J. Gelderman & Van Weele, 2003; Cees J Gelderman & Van 

Weele, 2005; Olsen & Ellram, 1997)에서 제시하는 전략들을 참고하여 다

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한다. 

 

3.4.2.1  전략관계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에 있어서 기준국은 전략관

계에 해당하는 국가와의 전력망 통합 및 전력거래를 통해서 자국의 전력시스

템에 중요하게 필요한 핵심자원을 확보하고 보다 발전된 전력시스템으로의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성과에 

자국의 전력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고, 이 가치와 성과를 대체할만한 

다른 자원, 관계, 역량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전략관

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거래 상대국가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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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통합 전력망을 형성하기 위해 세

심한 관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Kraljic 은 그의 구매 및 공급관리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수익에의 영향과 

공급 위험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공급하는 공급자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

을 것을 제안한다(Kraljic, 1983).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급자와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갖추어 공급자의 자원과 역량까지 기업의 핵심자원화 할 때, 다

른 기업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의 전력관계에 있어서도, 

Kraljic 의 제안과 유사한 제안의 적용이 가능하다. 기준국가는 전략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상대 국가와의 협력적 통합이 자국의 전력시스템의 발전에 있

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통합 전력망 형성

을 통한 전력시장 통합과 전력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와 

제도적 고안을 하는 등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4.2.2  효익관계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에 있어서 기준국에 대해 

효익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기준국과의 전력망 통합 및 전력거래 과정에서 기

준국의 전력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핵심자원과 기준국의 전력시스템의 핵심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기준국이 효익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단일관계의 

가치에 대해 의존하는 비율은 낮은 편인데, 이는 관계를 통해 확장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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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다른 국가와의 통합 전력망 구축이나 국가간 전력거래 외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비교적 특수성이 적은 성격의 자원이거나, 발생하는 성장동력

이 다른 대체 과정을 통해서도 그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

합 전력망 구축이 기준국에게 중요하지만 의존성이 낮은 가치를 창출하는 관

계일 때 상대국가가 기준국의 효익관계 국가에 해당한다.  

Kraljic 의 구매 및 공급관리 포트폴리오 모델과 그 후속연구에서는 수익

에의 영향이 높고 공급위험성이 낮은 경쟁품목(leverage item)7을 공급하는 

공급자와의 관계에서의 전략으로 거래우위(high buying power)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구매재에 대한 비용우위를 확보하는 전략과, 구매자와

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차별우위를 가지는 구매재를 공급받아 구매

사와의 관계를 전략관계로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우위의 밑바탕을 만드는 전

략을 제안한다.  

Kraljic 과 그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서 제안한 경쟁품목에 대

한 두 가지 전략은 기업의 관점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거래우위를 활용

하는 첫번재 전략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창출 가능한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

의 주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지향적 전략이라 볼 수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차별우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우위를 구축

한다는 두번째 전략은, 보다 장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며, 

보다 장기적인 기업의 생존을 목표로 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전략

이라고 볼 수 있다.  

                                           
7
 이갑훈(2005)에서는 leverage item 을 경쟁품목이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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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에 Kraljic 의 모델에서 제

안되었던 전략을 적용하면, 효익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단기지향적 전략

을 채택하며 양 국의 전력시장의 통합은 Ghodsypour(Ghodsypour & 

O'Brien, 1998)이 제시하는 통합 수준 중 운영의 통합(Operational 

intergration)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도 충분하다. 거래 상대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여 양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효익관계 국가와의 국

제 통합 전력시장 구축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효익관계에 있는 국

가에 해 장기지향적 전략을 채택하여 관계의 유형을 전략관계로 전환하는 장

기지향적 전략을 선택할 경우, 이를 위하여는 프로세스 및 제품 통합이나 비

즈니스 통합 수준의 깊은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깊은 통합과 그 안에서의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편, 장기지향적인 전

략은 기존에 효익관계에서 기대되었던 가치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

는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3.4.2.3  의존관계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에 있어서 기준국은 의존관

계에 있는 국가와의 전력망 통합 및 전력거래 과정을 통해 다른 관계나 다른 

방법을 통해는 쉽게 대체되기 힘든 자원과 성장동력을 제공받는다. 이 관계

로부터 비롯된 가치는 기준국의 전력시스템 효율성 개선과 발전에 핵심적이

거나 필수적인 자원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전력시스템 발전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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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며, 거래상대국과의 관계 외의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전관계 

국가와의 관계는 때로 기준국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Kraljic 의 구매 및 공급관리 포트폴리오 모델로부터 비롯된 후속연구들은 

수익에의 영향이 낮고 공급위험성이 높은 안전품목8을 공급하는 공급자와는 

관계에서 구매사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공급사에게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의존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관리하는 방

향으로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야기했다. 또는 다른 대안적 공급사를 탐색하여 

의존성과 공급 위험성을 낮추어 일반품목으로 유형을 전환하는 전략을 생각

할 수도 있다고 연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 적용에 있어서 의존관계에 

놓인 국가들에 대한 전략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낼 수 있다. 의존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공급받아, 그 자원이 기준국의 전력 

시스템의 촉매제처럼 활용되는 상황에서 의존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통합 전력망 및 전력시장이 방해 받게 되는 

경우 기준국의 전력시스템 효율성은 갑작스럽게 커다란 방해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관계 국가와의 전력망 통합 및 전력거

래 관계에 있어서는, 의존성에 대한 대응책이나, 의존성을 완화시킬 대체전

략에 대한 염두가 필요하다. 

 

                                           
8
 이갑훈(2005)는 bottleneck item 을 안전품목이라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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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일반관계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에 있어서 기준국에게 일반

관계에 해당하는 유형의 국가는, 기준국과의 전력시장 통합 및 전력 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비교적 특수성을 갖추지 못하고 핵심자원이나 핵심 성

장동력과는 다른 성격의 가치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Kraljic 의 구매 공급 포트폴리오 모델의 후속연구에서는 수익에의 영향력

과 공급위험성이 낮은 일반품목
9
을 공급하는 공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략으

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구매 전략과, 공급 품목의 

수익에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여 경쟁품목으로의 전환을 유

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일반관계에 해당하

는 국가와의 관계는 통합 전력망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많이 투입하

거나, 통합 전력망 및 통합 전력 시장 자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

여하지 않고 주어진 거래 환경에서의 효익에 따라 거래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기준국의 전력시스템 효율성 개선과 전력시장 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거래조건을 세우거나 새로운 거래환경을 

구축하여 기존의 일반관계를 효익관계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9
 이갑훈(2005)에서는 non-critical item 을 일반품목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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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의 사례연구 

 

4.1  사례 연구의 내용 및 배경 

 

4.1.1  사례 국가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전략 포트폴리오 모델을 이용한 국제 

통합 전력시장에서의 전략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 원전 정책의 대담한 시행, 2050 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80% 달성 목

표의 선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의 폭발적인 도입. 독일은 최근 전력

시스템 혁신과 관련하여 유래 없는 도전을 추진하였고, 세계적인 우려와 관

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3 년 독일은 2011 년 탈 원전 

정책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회복하였고, 국가간 전력거래에 

있어서 이전 이상의 전력 순 수출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들어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이러한 성과의 한편으로는 내부 전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한 전력시스템과 관련 성장통이 있다.  

독일은 현재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전력시스템이 지향하고 있는 변화를 

높은 강도로 단시간 안에 추구함으로써, 앞으로 같은 변화를 겪을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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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문제를 농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저마다의 국가적 특성

을 가진 국가들이 인접하여 있는 유럽대륙에서 중앙유럽과 서유럽, 북유럽의 

교점에 위치하여 인접 9 개국과 전력을 교류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모델의 적

용이 적합하고, 한 모델 안에서 풍부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다. 또 독일은 전략 수립에서 전략 시행까지의 시간 동안 전력 시스템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지 않을 성숙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럽과 그 

인근지역 내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대표성과 

포트폴리오 전략의 적용 가능성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  

 

 

4.1.2  사례 연구 구성 

 

본 연구에서는 독일 전력시장의 생산, 소비, 국제거래의 개괄적인 정보를 

취합한 후,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을 독일에 적용하

여 독일과 통합 전력망 구축이 가능한 9 개 인접국에 대한 독일의 포트폴리

오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가들과의 관계는 파트너십 포

트폴리오 매트릭스 상의 4 종류의 관계로 유형화 될 것이며, 각각의 유형의 

관계에 대해 기준국가인 독일이 관계 전략을 수립하는데 고려하여 할 요인들

과, 전략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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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 국가의 전력시장 개요 

 

4.2.1  독일의 전력발전 (Generation) 

 

독일은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570 TWh (2013 년 571.8 TWh)로 

ENTSO-E10가입국의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7%(2013 년 17.17%)에 해당

하는 전력을 생산한다. 

 

 

그림 9 ENTSO-E 가입국 전체 생산량 대비 각 국의 전력 생산량
11

 

 

                                           
10 ENTSO-E 는 유럽지역 송전계통 운영자 협의회(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for Electricity)로, 유럽 및 인근 지역의 전력시스템이 연계되어있는 

34 개국 41 개 송전계통운영자가 가입해 있다.  

11 Picture Source: ENTSO-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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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일의 전력생산량과 ENTSO-E 전체 생산량 대비 비율
12

 

 
2010 2011 2012 2013 

Generation (TWh) 573.150 557.890 570.804 571.811 
% in ENTSO-E 16.84% 16.66% 16.94% 17.17% 

 

2013 년 연간 독일의 전력원 별 발전비율을 살펴보면, 화석연료가 전체 

발전량의 58.76%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336.02 

TWh), 원자력이 16.12% (92.15 TWh), 수력이 4.27%(24.44 TWh), 그리

고 신재생에너지가 20.85% (119.20 T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각각 8.88% (50.78 TWh), 5.42% 

(31.02 TWh)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나 지열 등 다른 종류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양은 전체 발전양의 6.54% (37.41 TWh) 가량 

된다.  

 

 

그림 10 독일의 발전 구성비(2013)
13

 

                                           
12 Own depiction and calculation, Original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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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0-2013 년 독일의 발전원 별 전력 생산량 [in TWh]
14

 

 

독일은 지난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발전원 구성 변화에 큰 변화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2011 년 3 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가 독일정부의 '에너지구상 2050(Energiekonzept 2050)(Energien, 2010)'

정책에 급격한 운동력을 더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 

Programme)"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Wittneben, 2012). 독일

은 원자력발전소를 빠른속도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0 년에서 2013 년 사이에 총 생산 전력 중 원

자력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비중이 2010 년 23%에서 2013 년 16%까

지 감소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10 년 13%에서 2011 년 15%, 2012

년 19%, 그리고 2013 년 21%까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과 풍

력 발전의 폭발적인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2013 년 태양광과 풍력을 통

                                                                                                           
13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14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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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산된 전력량은 불과 2010 년(태양광, 풍력 발전 각각 10.87 TWh, 

36.67 TWh) 대비 3 배와 1.4 배에 달하는 용량이다.  

 

 

그림 12 지난 해 대비 발전원의 구성비 변화율 (독일)
15

 

 

 

그림 13 2010-2013 년 독일의 태양광 및 풍력 전력 생산량 [in TWh]
16

 

 

                                           
15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16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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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독일의 전력 소비 (Consumption) 

    

2013 년 독일의 전력사용량은 530.56 TWh 로, 이는 생산된 전력의 92.8%

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독일의 연간 전력 사용 패턴은 독일의 월별 전력 소

비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겨울철에 여름에 비하여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

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4 년간의 연평균 월간 소비전력을 살펴보면 

2010 년 독일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이후 적은 비율이나마 꾸준한 감소 추

세에 있다.  

 

 

그림 14 2010-2013 년 독일의 월별 전력 소비량 [in GWh]
17

 

 

                                           
17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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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0-2013 년 독일의 월별 전력 소비량 통계 [in GWh]
18

 

 Average Max (month) Min(month) 
2010 45,619 51,096 (Jan) 41,299 (Apr) 
2011 45,356 51,756 (Jan) 41,125 (Sep) 
2012 44,989 50,031 (Feb) 40,570 (Aug) 
2013 44,213 48,665 (Mar) 40,796 (Jun) 

 

 

 

그림 15 독일과 인접국가의 연평균 대비 월간 소비전력 비율 표준편차
19

 

 

계절에 따른 전력 소비 편차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연평균 월

간 소비전력에 대한 각 월의 소비전력 비율의 표준편차20를 구해 독일과 그 

주변국의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독일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는 주변국들에 비해 독일이 전력 소비 부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계절변

                                           
18 Own depiction and calculation, Original data source: ENTSO-E(2014) 

19 Own depiction and calculation, Original data source: ENTSO-E(2014) 

20 σ=√
∑ (%dev)2𝑛

𝑖=0

𝑛
 , %dev = (

𝑚𝑜𝑛𝑡𝑙𝑦 𝑐𝑜𝑛𝑠𝑢𝑚𝑝𝑡𝑖𝑜𝑛

𝑦𝑒𝑎𝑟 𝑎𝑣𝑒𝑟𝑎𝑔𝑒 𝑚𝑜𝑛𝑡ℎ𝑙𝑦 𝑐𝑜𝑛𝑠𝑢𝑚𝑝𝑡𝑖𝑜𝑛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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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seasonality)과 높은 수준의 장기안정성(long-term stability)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6 독일의 2013 년 기준일의 시간당 전력 부하량 [in MWh]
21

 

 

독일의 일간 전력 소비 패턴은 하루 중 시간당 전력 부하량(hourly load 

value)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일간 전력 소비 패턴을 비교의 기

준일이 되는
22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의 시간당 전력 부하량 데이터를 통해 독

일의 일간 전력 소비 패턴을 살펴본 결과, 독일의 전력 소비는 09 시-21 시 

사이에 보통 한번의 피크시간(peak time)
23
을 가졌다. . 

                                           
21 Own depiction and calculation, Original data source: ENTSO-E(2014) 

22  ENTSO-E 에서는 일간 전력 소비 패턴 비교의 기준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월 셋째 주 수요일이 주말 효과나 월말/월초 효과가 비교적 적게 반영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23 피크시간(peak time)은 목적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하는데(CEER, 2014), 

본 연구에서는 하루 중 시간당 전력 부하량이 최대인 시간의 부하량의 90%이상의 부하량을 

요구하는 시간대를 피크시간으로 정의하는 ENTSO-E 의 정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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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독일의 2013 년 기준일의 피크시간 분포
24

 

 

 

그림 18 독일과 인접국가의 일평균 대비 시간당 소비전력 비율 표준편차
25

 

 

                                           
24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25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 94.4 92.8 0.0 90.8 0.0 0.0 0.0 0.0 91.4 94.6 91.8 95.5

9 97.0 95.3 93.1 94.3 94.5 92.6 93.0 92.6 95.0 97.1 94.6 98.6

10 97.6 96.3 94.9 95.3 96.6 94.5 94.5 95.1 96.1 97.6 95.0 98.1

11 99.0 97.7 97.5 97.3 98.0 97.3 97.0 97.4 97.8 98.6 96.8 98.1

12 100.0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6 98.8

13 99.1 99.4 99.3 99.3 99.2 98.8 99.8 99.4 99.0 99.2 97.8 97.8

14 98.6 98.4 98.3 98.0 97.9 97.9 98.7 97.9 97.7 98.7 97.2 96.8

15 97.0 96.7 95.8 95.5 94.9 96.3 96.8 96.1 96.0 96.7 95.9 94.9

16 95.9 95.7 94.8 94.2 93.3 94.3 94.7 94.3 94.1 95.0 95.8 94.7

17 95.5 93.5 92.9 91.2 0.0 92.2 92.7 91.5 92.1 92.8 96.6 97.0

18 99.6 95.1 92.2 90.9 0.0 90.8 92.2 91.0 91.8 93.1 100.0 100.0

19 99.7 100.0 94.3 90.5 0.0 0.0 91.1 90.1 91.2 96.3 99.0 99.1

20 97.3 98.6 96.0 0.0 0.0 0.0 0.0 0.0 93.0 98.0 96.7 96.4

21 91.5 93.2 90.0 0.0 0.0 0.0 0.0 0.0 91.2 92.3 90.7 91.3

2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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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평균 시간당 전력 부하량 대비 각 시간의 부하량의 표준편차26를 

구해 주변국의 수치와 비교해 본 결과, 독일은 전력 소비에 있어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더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간변동성(hourly volat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독일의 국가간 전력거래 (International exchange) 

    

 

그림 19 독일의 2013 년 인접국가와의 전력거래량 [in TWh]
27

 

 

                                           

26 σ=√
∑ (%dev)2𝑛

𝑖=0

𝑛
 , %dev = (

ℎ𝑜𝑢𝑟𝑙𝑦 𝑙𝑜𝑎𝑑 𝑣𝑎𝑙𝑢𝑒

𝑑𝑎𝑦 𝑎𝑣𝑒𝑟𝑎𝑔𝑒 𝑜𝑓 ℎ𝑜𝑢𝑟𝑙𝑦 𝑙𝑜𝑎𝑑 𝑣𝑎𝑙𝑢𝑒
− 1) 

27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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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중앙유럽과 서유럽, 북유럽의 경계와 맞닿아있는 국가로써 2013

년 기준 국경을 접한 9 개국가와 전력을 교환한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거

래 특성은 거래 대상국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은 전력 거래는 순 수출을 기록해왔다. 2011 년 원자력 발전소의 갑작스

러운 퇴출에 따른 전력 생산량 감축으로 인해 전력 순 수출량이 2010 년

(17.7 TWh) 대비 약 2.8 배 감소하며 6.3 TWh 를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곧 회복하여 2012 년, 2013 에는 2010 년 이상 규모의 전력(각 23.1 

TWh, 33.8 TWh)을 수출하였다. 2013 년 기준 독일의 연간 총 전력 

거래 규모는 111 TWh 정도이며, 이는 독일의 전력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20 2010-2013 년 독일의 전체 수/출입 전력량 [in TWh]
28

 

 

                                           
28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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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0-2013 년 독일의 수/출입 전력량 통계 [in TWh]
29

 

 
export import 

net  
export 

exchange 
total 

net export/ 
exchange 

exchange/ 
consumption 

2010 59.9  - 42.2  17.7  102.05  17.35% 18.64% 

2011 56.0  - 49.7  6.3  105.71  5.93% 19.42% 

2012 67.3  - 44.2  23.1  111.42  20.73% 20.64% 

2013 72.3  - 38.5  33.8  110.73  30.51% 20.87% 

 

 

 

4.3  사례 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적용 

 

4.3.1  필요 가치 진단 

 

다국적 통합 전력망 형성에 있어 독일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을 위하여는, 모델에 따라 독일과 통합 전력망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들과 

인접해 있는 독일 전력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 가치 진단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국토 자체의 면적이 넓고 전력시장의 규모

가 클 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 지역의 위치에 따라 전력시스템의 특성이 다르

다. 따라서 독일의 세부지역별로 전력시스템을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필요 

가치를 진단함을 통해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의 적용이 가능하다.  

 

                                           
29 Own depiction and calculation, Original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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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독일의 지역별 전력시스템 분석 개요 

 

 

 

그림 21 독일의 지역별 발전, 전력수요, 전력가격
30

 

                                           
30

 Own depiction, Reference: Jona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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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Jonas et al. (2014)을 바탕으로 독일의 지역별 전력수요 

및 전력 가격을 [그림 21]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21]에서 신재생에너지 발

전(Renewable G.) 부분은 풍력(Wind)·태양광(Solar)·수력(Hydro) 발전의 

발전규모와 발전위치가 나타나 있고, 전통적 발전(Conventional G.) 부분은 

갈탄(Lignite)·원자력(Nuclear)·석탄(Coal)·가스 및 복합가스터빈(Gas) 

발전의 발전규모와 발전위치가 나타나 있다. 가격(Price)과 전력수요(Load) 

부분은 독일의 주(state)별로 전력가격과 전력수요 수준이 색깔 별로 나타나 

있다. 전력가격은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며, 전력

수요는 수요가 높아질수록 푸른 색이 진해지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

식화에 참고가 된 Jonas et al. (2014)의 자료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이후의 소단원에서는 [그림 21]을 지역별로 분리하여 발전과 수요, 가격

측면에서 전력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가치를 진단한다. 

 

4.3.1.2  독일 북부지역 전력시스템 

 

독일의 북부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전력수요 수준이 낮은 지역이다. 소규

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량의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풍력발전의 간헐성에 대응해 줄 가변적 화석연료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기에 수급균형 대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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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풍력에너지 중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을 흡수해줄 수 있는 전력시스템

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림 22 독일 북부지역의 발전, 전력수요, 전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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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독일 북동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23 독일 북동부지역의 발전, 전력수요, 전력 가격 

 

. 독일의 북동부 지역은 풍부한 풍력발전소와 대규모 갈탄발전소가 위치

해 있는 반면 전력의 수요는 독일 적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다. 갈탄발전이 

풍력발전의 간헐성에 대해 보완적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기에 이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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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의 전력망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갈탄 발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이상의 풍력발전의 간헐성에 대응하여 

줄 수 있는 유동성 또한 필요로 한다. 

 

4.3.1.4  독일 동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24 독일 동부지역의 발전, 전력수요, 전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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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동부지역은 북쪽과 남쪽을 기준으로 전력 가격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갈탄발전으로 발전량

은 충분하나 수요가 적은 북부지역과, 원자력, 가스, 양수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전량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남부 지역으

로 전력의 가격대는 양분되어 있다. 북부와 남부 사이의 전력 유통을 가능하

게 할 송전능력이 독일 동부지역과 통합 전력망을 형성할 전력시스템으로부

터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이다.  

 

4.3.1.5  독일 남부지역 전력시스템 

 

독일의 남부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높은 비중)과 수력발전(낮은비중)을 통

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과 원자력, 석탄, 가스(복합가스터빈), 오일, 양

수 발전 등 다양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함께 공급되고 있다. 

이 지역은 독일의 중서부 지역 다음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두 주(state)가 

구성하고 있는데, 전력 생산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크 시간대나 태

양광발전이 적은 시간에는 남부지여 내부로는 전력의 생산량이 공급량을 초

과하여 공급미달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독일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연결

하는 송전망을 통해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공급부족 상황에서 남부지

역으로 유입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못해 잦은 빈도로 독일 남부

지역의 전력가격은 북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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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독일 남부지역의 발전, 전력수요, 전력 가격 

 

독일 남부지역의 전력 공급 부족 상황은 독일이 지향하고 있는 전력시스

템의 성장방향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된다. 독일 남부 지역의 

전력공급은 아직까지 상당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

일이 2020 년까지 공격적인 독일의 탈 원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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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전력 공급 미달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는 당분간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력 생산량 조정 부분에서 전력이 유입되는 방향으로의 전력량 

확 확보는 독일 남부의 중요한 필요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 

남부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이 높은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은 생산량과 생산시기의 통제가 비교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헐적이고 전력생산에 대한 수급균형 안정화 또한 독일 남부 전력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다.  

 

4.3.1.6  독일 서부지역 전력 시스템 

 

독일의 서부 지역은 발전량이 풍부하지만 그에 따른 소비량도 많아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을 때는 약한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여 독일 북부와 전

력 가격 격차가 생기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지

역으로, 석탄·가스·원자력 발전이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재

생에너지 발전의 발전량도 상당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

에 초과하는 경우에 가격대가 북부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독일 서부지역이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필요로 하는 가치는 수급 불균

형 상태일 때 전력 유입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춰주고 전력가격대를 낮추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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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독일 서부지역의 발전, 전력수요, 전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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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사례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분석 

 

4.3.2.1  덴마크와 독일 북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27 2010-2013 년 덴마크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31

 

 

덴마크는 독일에 북단에 위치해 있다. 유럽 대륙에 연결되어 독일과 국경

을 맞대고 있는 덴마크 반도부와, 반도부 동쪽 해안의 도서부가 있는데, 덴

마크 반도부와 독일은 대륙상의 송/배전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덴마크

의 도서부와 독일은 고압직류 송전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덴마크는 덴마크 한 국가에만 한정하여 영향의 중요성을 판단하면, 국가

의 전력 시장의 규모가 작고, 풍력 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풍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독일 북부와의 통합 전력망 형성은 큰 보완

적 가치를 획득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덴마크의 전력시스템이 북유럽

                                           
31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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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국가들과 높은 비율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유럽 통합 

전력시장의 일부로서 덴마크 전력시스템을 판단하여 보면, 덴마크 전력시스

템은 독일에게 큰 효익중요성을 가진다.  

 

 

그림 28 2010-2013 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월별 전력 거래
32

 

 

덴마크와 북유럽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북유럽 통합 전력시장과, 독일

과의 전력거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2010 년 1 월부터 2013 년 12 월까

지 48 개월의 월 단위 수치로 살펴보면 [그림 28]와 같다.  [그림 28]를 살

펴보면 특정 시기에 네 국가의 국경에서의 전력흐름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 년과 2013 년의 경우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32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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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거래가 주로 이루어졌고, 2011 년과 2012 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의 전력거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북유럽 지역 국가들의 국가간 전

력 거래에서 거래의 흐름이 국가들 사이에서 일치하게 되는 특성은, 북유럽 

지역의 전력시장이 높은 통합수준과 낮은 혼잡도(congestion rate)의 유지가 

가능한 전력 송배전 시스템 및 관리체계로부터 기인한다. 전류의 흐름이 국

경이나 시스템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교통이 가능하기에 한쪽 국경에서 생긴 

전력 소비 및 생산 불균형 그라디언트(gradient)가 다른 쪽 국경까지 전달되

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북유럽 지역 국가 내 세

부지역(zone) 사이의 송전효율성은 북유럽 에너지규제연합(NordREG, 

Nordic Energy Regulators)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는 연간 혼잡도가 50%가 세부지역 세부지역 경계는 1~3 개에 불과하다

(NordREG, 2013, 2014).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지역 국가들은 이와 같은 

발전된 제반 시설을 통해 자유로운 국가간 전력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을 포함한 발전원 구성비 조율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해소 관리 등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즉 북

유럽 통합 전력시장에서는 각 국의 전력시장과 전력시스템이 통합되어 마치 

하나의 전력시스템처럼 작동한다.  

북유럽 통합 전력시장에서는 수력, 원자력,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풍력 

등의 다양한 발전원이 안정적인 구성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간 송/배전과 관련된 시스템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Mundaca et al., 2013). 이에 따라 덴마크의 전력시스템은 1 차적으로 화석

연료 발전을 통해 자국과 독일 북부지역의 풍력 발전이 가지는 변동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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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고, 2 차적으로 덴마크 전력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충격 또는 잉여효과를 

북부 전력시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두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4.3.2.2  스웨덴과 독일 북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29 2010-2013 년 스웨덴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33

 

 

독일과 스웨덴은 독일의 Herrenwyk 지역과 스웨덴의 Kruseberg 지역을 

연결하는 400kV 의 고압직류(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발트

해 송전선(Baltic Cable)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바다를 사

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발트해 송전선과 같은 장거리 송전망을 통

해 통합 전력망 형성이 가능하다. 고압직류송전은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발전

을 통해 생산한 고압의 전력을 먼 거리까지 송전하기에는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독일의 북부 전력시장은 분산되어 소규모로 발전되는 신재생에너지 

                                           
33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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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전력시스템에 중요한 실시간 수급균형 가치를 제공하는데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스웨덴은 수력과 원자력의 기저발전이 전체 생산 전력의 대부분

(2013 년 기준 83%)을 감당하고 있다. 높은 비율의 기저발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전력거래는 전력수요가 높지 않은 시기의 전력가격을 낮추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 북부지역은 풍력 전력이 풍부하고 전력수

요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스웨덴과의 통합 전력망 형성은 독일의 북부지역 

전력시스템에게 크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4.3.2.3  폴란드와 독일 북서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30 2010-2013 년 폴란드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34

 

 

                                           
34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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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독일의 동쪽 경계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폴란드는 전력

의 90% 정도(2013 년 기준 전체 150.852 TWh 중 135.735 TWh, 전체 발

전량의 89.98%)를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생산한다. 이는 국경을 접하고 있

는 독일의 북동부 지역의 전력시스템에 매우 보완적인 통합 전력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일 북동부 지역의 풍부하고 저렴한 풍력발전 

전력의 간헐성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석연료발전은 이에 

대응하는 유동성 및 비교적 높은 변동비용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발전원이

기 때문이다. 또, 독일의 북동부 지역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이에서 풍력

이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 효과가 적고, 이를 완충해줄 

화석연료를 비롯한 다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에 폴란드 전력시스템

과의 통합 전력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면 독일 북동부 전력시스템은 폴란드

와의 통합 전력망에 시스템 안정성 및 성장기반을 높은수준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4.3.2.4  체코와 독일 동부지역 전력시스템 

 

체코는 독일의 북동부와 남동부의 통로가 되는 위치에 위치하여, 독일 북

동부와 남동부의 전력 수급 격차가 발생되었을 때 루프플로우(loop-flow)를 

만들어줌으로써 독일 내 지역 별 전력시스템 사이의 전력 유통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력부족 상태에 자주 처하는 독일 남동부의 수

요에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한다. 독일의 북동부 다수의 대형 갈탄발전소와 

양수발전소(hydro Pumped Storage Power plant, PSP)가 위치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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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원 풍부하게 존재하기에 북동부와 남동부의 연결고리

로써 체코와의 통합 전력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림 31 2010-2013 년 독일→체코 월간 전력 수출입 [in GWh]
35

 

 

 

그림 32 2010-2013 년 체코의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36

 

 

                                           
35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36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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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발전구성비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기반이 되고 화석연료가 기저전

력 외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은 독일

의 남동부 지역과 전력시장 균형이 잘 맞는다. 독일 남부는 아직 원자력발전

에 전력 생산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독일은 탈 원전 계획에 따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발전에 의한 부분을 감소시키고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의 비중을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남부 전력시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수급균형 유지 역량이 크게 필요하므

로, 체코의 유연한 전력생산 대응력은 앞으로 독일 남부의 수급 완충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4.3.2.5  오스트리아와 독일 남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33 2010-2013 년 오스트리아의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37

 

 

                                           
37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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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약 70 TWh 정도(2013 년 기준 

67.704 TWh)의 전력을 수력과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산한다. 오스트리아의 

전력시장은 독일의 전력시장과 통합의 수준이 매우 높다. 독일과 오스리아는 

하나의 전력 거래 센터(Electricity Exchange in Leipzig, EEX)를 공유하며 

이 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전상황과 수요상황에 따른 전력거래가 가능하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월간 전력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0 년에서 2013

년 사이 모든 기간의 거래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

력 거래가 시간 단위로 빠르게 대응하여 양국이 각 국의 전력시장 상황에 대

응하여 전력 거래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그림 34 2010-2013 년 독일→오스트리아에 월간 전력 수출입 [in GWh]
38

 

 

이러한 실시간 전력거래는 독일의 남부지역 전력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독일 남부 전력시스템은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전력을 흡수하

                                           
38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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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체계는 독일 남부지역 전

력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가치와 대응된다. 또한 독일 남부 전력시장에 있어 

수급 균형 유지에 실시간으로 응할 수 있는 통합수준을 갖추고 있는 거래대

상국은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4.3.2.6  스위스, 프랑스와 독일 남부지역 전력시스템 

 

프랑스와 스위스는 독일의 남부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독일의 서쪽 국경의 남반부와 접해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남쪽 국경 중 서쪽과 접해있다. 두 국가 모두 수력과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는 전력원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기저전력원에 의한 생산전력이 전체 

생산 전력 중 높은 비율(2013 년 프랑스 87.00%, 스위스 94.34%)을 차지한

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은 수요에 대응한 빠른 발전용량의 변화가 힘든 발전

원이기에, 수요가 증가할 때 민감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다. 한편, 전체 기저

전력원에 의한 생산 전력량이 전체 생산량에 대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독일은 기저

발전 전력원의 전력 생산 비중이 낮고, 많은 비중의 전력을 생산규모의 조정

이 자유로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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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0-2013 년 스위스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39

 

 

 

그림 36 2010-2013 년 프랑스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40

 

 

프랑스 및 스위스와 독일과 같이 기저전력원의 발전비율이 높은 전력시스

템과 낮은 전력시스템 사이의 통합 전력망 운영방식과 그 효과는 다소 명백

하다. 기저전력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부터 기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전력을 평소에 통합 전력망 내 국가들이 공유하고, 기저전력원의 비

                                           
39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40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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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낮은 국가가 통합 전력망 내 국가들의 전력수요 격차에 반응하여 피크

시간대나 전력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

진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전력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통합전력망을 공유하는 

양국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용 효과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에 전력가격

을 낮출 수 있다. 독일 남부지역 전력시스템과 프랑스, 스위스 전력시스템이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독일 남부

지역이 발전량 부족의 문제로 전력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와 스위스와의 통합 전력망 구

축은 독일 남부지역 전력시스템의 필요에 적합하다. 

 

4.3.2.7  룩셈부르크와 독일 서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37 2010-2013 년 독일→룩셈부르크 월간 전력 수출입 [in GWh]
41

 

                                           
41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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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는 독일 중서부 경계에 위치한 작은 국가로 독일과 프랑스, 벨

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현재 룩셈부르크와 독일의 전력거래는 독일에서 

룩셈부르크로 매 월 500GWh 정도의 전력이 수출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일의 서부 전력시스템과 룩셈부르크 전력시스템 사이

의 통합 전력망 형성이 가지게 될 가치를 특별이 관찰되지 않는다. 

 

4.3.2.8  네델란드와 독일의 서부 및 북부지역 전력시스템 

 

 

 

그림 38 2010-2013 년 네델란드 발전 구성비 및 발전용량 [in GWh]
42

 

 

네델란드는 풍력발전이 풍부한 독일의 북부 지역부터, 독일에서 가장 높

은 전력수요가 있는 지역이며 화석연료 발전,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발

                                           
42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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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서부 지역까지의 독일의 서쪽경계를 

접하고 있다. 네델란드 전력시장과 독일 전력시장은 다수의 송/배전 망을 통

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켓커플링(Market coupling)이라는 전력

거래제도를 통해 전력이 실시간 효과적인 방향으로 거래된다.  

네델란드는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생산하는데, 화

석연료 발전의 경우 발전규모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좋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의 간헐성을 비교적 유연하게 완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

일 북부지역 전력시스템과 네델란드 전력 시스템의 통합 전력망 구축은 독일 

북부지역 전력시스템에 큰 효익중요성을 제공한다. 네델란드의 전력시스템이 

독일 북부의 풍부한 풍력 전력을 유연하게 흡수하여 독일 북부지역의 전력시

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독일의 서

부지역은 발전량이 풍부하지만 그에 따른 소비량도 많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이 적을 때는 약한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여 독일 북부와 전력 가격 격차

가 생기는 지역이다. 이러한 독일의 북부와 서부지역의 전력시스템 상황과 

네델란드의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네델란드 전력시스템은 독일의 

중서부 지역과 북부 사이에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행하였을 때 루프플로우

(loop-flow)를 만들어 수급 격차를 해결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독일 북부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풍력 전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독일 

내부 전력시스템의 지역별 수급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독일 북부와 서부지역 

전력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필요 가치 이며, 독일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탈 원

전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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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델란드 전력시스템은 위치, 규모와 전력원 구성비, 그리고 마켓커플링

이라는 제도적 기반들을 고려하였을 때 독일과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였을 때 

독일에게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4.3.3  사례 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적용 

 

사례 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전력 시스템의 필

요 가치 적합성, 필요 가치의 접근성과 영향력, 이에 따른 효익중요성, 그리

고 의존도를 분석하고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적용하면 [ 

표 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례국의 전략관계에 있는 국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략수립을 위하여 

전략관계에 있는 네 개의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분류할 필요성이 관찰

된다. 전략관계 있는 덴마크·체코·폴란드·네델란드 중 덴마크와 체코의 

전력시스템은 독일의 전력시스템과 전략관계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

는 수준까지 전력망 통합이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폴란드와 네델란드의 경우 

전력시스템의 성격 자체는 전략관계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형

성된 통합 전력망 수준에서는 접근성과 영향력 부분에서 효익에의 기여가 미

비하여 전략관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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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례 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적용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인접지역 북부 북부 북동부 동부 남부 남부 남서부 서부 북서부 

필요가치적합성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낮음 높음 

접근성/영향력 높음 낮음 잠재적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잠재적 

효익중요성 높음 낮음 잠재적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잠재적 높음 

의존도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관계 전략 일반 잠재적전략 전략 의존 효익 효익 일반 잠재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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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례국의 경우 전략관계를 다시한번 ‘성장형’전락관계와 ‘잠

재형’전략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성장형 전략관계는 전략관계 국가 중 해

당 국가와의 전력 시장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전력 거래가 기준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이다. 비록 초기단계이지

만 관계의 구조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보이는 경우에 

‘성장형’ 전략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 잠재형 전략관계 국가는 위치, 전력

시장 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략관계의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나 아직까지 전력시장의 통합수준과 전력 거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전략

관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잠재형’전략

관계는 잠재적으로 전략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국가와의 관계를 의미

한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독일에 인접한 국가들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유형을 살펴보면, 전략관계로는 덴마크(성장형)·체코(성장형)·

폴란드(잠재형)·네델란드(잠재형), 효익관계로는 프랑스와 스위스, 의존관계

로는 오스트리아, 일반관계로는 스웨덴과 룩셈부르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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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례 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4.4.1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전략 수립 

 

4.4.1.1  성장형 전락관계 국가와의 전략 수립 

 

독일의 사례에 있어서 성장형 전략관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덴마크와 체코

이다. 체코는 독일의 북서부와 남서부의 유통 효율성 개선 부분과 남부지역 

수급균형의 대응 측면에서, 덴마크는 독일 북부 전력시스템의 수급 균형 대

응 측면에서 전략적인 관계에 있다. 

독일의 북부의 이미 풍부한 풍력발전 현황과, 현재에도 건설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큰 용량으로 풍력 전력을 생산할 독일의 북단부 전력시스템에 

있어 북유럽 전력시스템과의 통로 역할을 하는 덴마크 전력시스템과의 통합

은 더욱 중요한 전략적 기능할 것이다. 또한 독일 북부의 전력 생산량 증대

와 독일 남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는 독일 북부와 남부의 연결망으로서 체

코의 전력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독일 남부의 태양광 발전

비율이 증대되면, 수급 균형 측면에서 역시 체코와의 전력망 통합은 전략적

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독일은 덴마크와 체코의 전력시스템과의 통

합 전력망 구축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세스 통합이나 비즈니스 통합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

하여 협력적 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하면, 통합 전력망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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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고, 통합 전력망을 통해 더 큰 가치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현재 독일 북서쪽 연안에 대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는데, 

덴마크와 북유럽 전력시장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발전소로부터 생

산되는 전력의 관리를 위한 통합 전력망 구축 계획 수립 등은 진행중인 대형 

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4.4.1.2  잠재형 전략관계 국가와의 전략 수립 

 

 

 

그림 39 2010-2013 년 독일→폴란드 월간 전력 수출입 [in GWh]
43

 

 

독일의 사례에 있어서 잠재형 전략관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네덜

란드이다. 폴란드와 네덜란드는 각각 독일의 북동부와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데, 독일 북부 전력시스템의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두 나라의 전력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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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적합한 궁합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독일 북부 전력시스템과 

두 나라의 전력시스템은 충분한 전력망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력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전력거래는 아직 소규모의 전력을 독일이 일방적으

로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국경 인근의 폴란드 전력시스템

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아직 통합 전력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독일의 북부에서는 현재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개발

되고 있는데, 안정화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규모의 확장만으로 

전력시장이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폴란드가 전략적 파트너쉽 

등의 깊은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폴란드 전력시스템과 통합 전력망을 형성하

면 독일 북부의 전력시스템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욱 큰 성장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림 40 2010-2013 년 독일→네델란드 월간 전력 수출입 [in GWh]
44

 

                                           
44 Own depiction, Data source: ENTSO-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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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네델란드 전력시장 사이의 전력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2 년 3

월 이후 두 국가 사이의 전력 거래는 대부분 독일의 일방적인 수출로 이루어

져있다. 이는 네델란드 화석연료 발전원의 높은 변동비와 도매 전력거래에 

있어 낮은 가격대를 책정하는 독일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마켓커플링 제도의 특성상 전력 가격에 따라 전

력 거래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거래는 분명 양 국의 전

력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한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

는 역할이 되지는 못한다. 독일과 네델란드의 통합 전력망과 통합 전력시장

이 단순히 양 국가에게 평면적 경제적 이익 이상의 효과 창출 역할, 즉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춧돌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상호 

교류적인 전력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과 네델란드 사이에 효과적인 통

합 전력망이 구축되고 독일과 네델란드의 관계가 성장적 전략관계로 발전하

변 전력거래를 통해 현재보다 더 큰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형성 등을 통해 양 국 사이에 효과적 통합 전력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통합 전력망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설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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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효익관계 국가와의 전략 수립 

 

독일과 효익관계에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위스이다. 기저전력원 발전율

이 높은 상대국과의 통합 전력시장 구축 및 전력 거래 관계를 통하여 전력 

량을 확보하고 전력의 가격수준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는 프랑스·스위

스와 접하고 있는 독일 남부 전력시장의 필요와 일치하는 가치이지만, 동시

에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특이성을 가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두 국가는 독일에게 있어서 효익관계에 해당한

다.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에 있어서 효익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전략으

로는 두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단기지향적으로 효익관계를 유지하며 거래

우위를 활용한 최대효용 추구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지향적 전략으로 

효익관계 국가와 상호 긴밀하게 의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효익관계 국가와의 관계를 전략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효익관계에서 단기지향적 전략을 선택할 경우 거래 대상국 선정 및 관계 

형성에 있어서 우선순위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가격 및 관계 형성 용이성이 

된다. 더 저렴하게 기저전력을 확보할 수 있거나, 무리 없이 운영통합이 가

능한 국가를 선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력거래를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영 통합 등의 과정이 복잡하여 국내에 발

전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기존 발전원의 전력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경우에 대해 염두해두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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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익관계의 국가에 대한 장기지향적 전략은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가치 이상의 가치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전략관

계로의 전환을 염두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독일의 

입장에서 효익관계 있는 두 개 국가 중 프랑스의 경우 장기지향적 전략을 선

택하기에 적합하다. 프랑스의 전력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독일의 

전력시스템의 간접적 필요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전력시스

템은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속도의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증대

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독일 전력시스템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

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유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발전원으로부터 생성된 전력들은 

기존 전력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의 전력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였을 때에야 향후 더욱 증가할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 효과적으로 독일의 전력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전력 시스템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시스템 내 송/배전 효

율성 관리 문제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효익관계에 

있는 프랑스 전력시장에 대하여 장기지향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프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프랑스와의 통합 전력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로부터 전력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배워 현재 독일이 

고민하고 있는 전력시스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독일의 기존 전력시스템이 증가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력과 관련

해서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1) 발전원이 그 종류에 따라 일부 지역에 편향적으로 분포되어있다. (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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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원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압 송전선으로의 유입이 어렵다. (3) 빠른 속도로 증가한 신재생에

너지 전력을 수용하기에는 기존 배전 시스템과 전력 저장 시스템의 규모가 

부족하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 북부 쪽으로는 

풍력 발전원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고, 남부 쪽으로는 태양광 발전원이 집

중되어 분포되고 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80% 목표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룬 많은 연구들은 (예를 들어 (Chao, 2011; Ciarreta, Espinosa, 

& Pizarro-Irizar, 2014; Lehmann & Gawel, 2013; Milstein & Tishler, 

2011; Traber & Kemfert, 2011))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주 발전 시간

대가 서로 다르기에 이들 발전원의 간헐성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원과 풍력 발전원이 지리

적으로 분리되어 발전을 할 경우 분리된 격지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송/배전 

시스템 없이는 보완적 작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원을 대상으로 한 송/배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집

중 생산된 많은 양의 전력을 승압변전하여 고압의 송전선을 통해 송전하고, 

강압변전을 거쳐 수요지의 배전시스템으로 유입한 뒤 배전망(distribution 

grid)를 통해 전력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경우, 발전원이 분산되어 저마다 소량의 전력을 생산하기에 승압변

전이 용이치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송전선이 아닌 배전망으로 전력을 흡수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의 지역별 배전망과 배전망 내의 전력저장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주 

발전시간대의 발전용량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 그 결과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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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발전원의 발전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지역의 배전망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전력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한다(Erlich & Bachmann, 2005). 

한편 프랑스는 예로부터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성을 조정하는 발전원으로 

원자력을 사용한다.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미세한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지만 

이는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고, 계절성에 의해 생기는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

는 발전원은 원자력이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용량 변화를 민첩하게 반영하기 

힘든 발전원이기에, 원자력 발전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원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는 높은 정확도의 수요예측 시스템이과,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력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프랑스 정부와 전력계퉁운영기관(RTE), 연합규제기

관(CRE), 그리고 전력시장 참여자 및 관계자들은 전력의 수요 및 공급예측, 

발전원의 규모와 생산된 전력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배전관리, 송/

배전 혼잡관리, 전력의 수요 및 공급예측 및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

적 수급균형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이를 프랑스 전력시장에 적용해왔다. 현재 프랑스는 우수한 성능의 수요예측

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더욱 개

선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전력시스템 관리 분야에서의 역량은 프랑스의 신재생에

너지 지원 사업의 성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프랑스 역시 기후변화 완화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제적인 기류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신재

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꾸준하지만 주변국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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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전력계통운영기관은 그 이유 중 하나가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상당부분이 발전 외의 부분인 송배전 시스템의 효율 개선에 및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PAUL, 2012).  

 

 

그림 41 2010-2013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in TWh]
45

 

 

실제로 통제 불가능한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신재

생에너지 전력의 유입은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여러 방면에서 위협한다. 전

력 생산량의 예측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수요와의 격차는 시스템 운영자

(system operator)들의 정상적인 송/배전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고, 일조량

과 풍속 변화 등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변화는 유입되는 전력의 전압 안정성

(voltage stability)과 진동수 안정성(frequency stability)를 저해하여 전력 

흐름(electrical flow)의 혼선을 가져온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발전규모 확

대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변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프랑스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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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발전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기존의 

전력시스템에 무리 없이 흡수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예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동부의 태양광 발

전소 두 개(96 MW Toul Rosieres plant, 46 MW Massangis plant)를 건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태양광 전력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의 전력 시스템

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발전소 건설 계획 단계부터 송/배전 관련 설비 

확장 및 개선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EDF, 2012a, 2012b). 

독일 내부의 송/배전 문제로 인한 전력의 수급 균형 붕괴에 따른 여파는 

최근 독일의 인접국가에서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프

랑스 전력계통운영기관(RTE)과 북유럽 에너지규제연합(NordREG)에서 발행

한 연간 보고서(DENIS, 2014; NordREG, 2013, 2014; PAUL, 2013)는, 

독일 내부의 전력시스템의 혼잡(congestion)과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 가격 

격차가 독일과의 국가간 전력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프랑스 전력계통운영기관의 '2013 Reliability Report'에 따르면, 독일의 증

가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인해 발생한 독일 내부의 시스템적 문제가 프랑

스와의 전력거래의 영향을 미쳐 프랑스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다(DENIS, 2014). 또한 (Boureau, Le Pen, PHAN, 

& Keppler, 2014)은,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의 가격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프랑스와 인접해있는 독일지역의 태양광 발전량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증

가한 태양광 전력이 독일의 내부 전력시스템으로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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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전력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역량을 공유하

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은 프랑스와 독일 전력시스템의 관계를 

전략관계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 

 

4.4.1.4  의존관계 국가와의 전략 수립 

 

독일과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다. 독일의 남부 전력시

스템은 현재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균형 유지보다 전력의 절대 양 부

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게 필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

시간 전력 거래가 가능하여 독일 남부지역의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시

켜주는 오스트리아와의 통합 전력망은 분명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효용 

중요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오스트리아의 전력시스템과 오

스트리아와 통합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는 독일 외 다른 국가(이탈리아, 헝가

리 등)의 전력시스템의 발전 규모와 수급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독일 남부 

전력시스템의 전력 수급 부족 문제에 대해 오스트리아와의 통합 전력망 구축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스트리아와의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확보되는 태양

광 발전 전력의 수급 안정화 가치는 분명 독일 남부 전력시스템에 있어서 의

미 있는 가치이다. 또한 독일 남부 전력시스템 내부적 상황과 북부와 남부 

전력시스템 사이의 연결, 오스트리아 외 독일의 남부 전력시스템과 접하고 

있는 인접국의 전력시스템을 고려하였을 때 수급 안정화 가치는 오스트리아 

전력시스템과의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보완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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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독일 남부 전력시장은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과 오스

트리아와의 관계는 의존관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수급 균형 유지 측면에

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의 통합 전력망 구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동시

에 의존성 대한 대응책이나 대체방안을 고려하는 관계 전략을 필요로 한다.  

 

4.4.1.5  일반관계 국가와의 전략 수립 

 

독일은 룩셈부르크와 스웨덴과 일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관계를 가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이상의 자원 투입을 지양하는 

비용관리 측면에서의 관계 전략과 일반관계 국가의 효익 중요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일반관계를 효익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

략이 본 연구의 파트너십 포트롤리오 모델에서 제안된다. 독일과 일반관계에 

놓인 국가 중 룩셈부르크는 일반관계를 효익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룩셈부르크가 프랑스·벨기에와 국경을 접하

고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와의 관계를 효익관계로 전환하는 전략으로는, 룩셈부르크의 

전력시스템이 벨기에와 프랑스의 전력시스템과의 연결 통로적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 룩셈부르크는 자국의 전력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큰 비중

의 국가 전력거래를 주변국과 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와 연결된 세 개 국 

사이의 효과적인 통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독일은 룩셈부르크와 경

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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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그림 42 사례국가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독일의 사례는 [그림 42]와 같이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통해 

요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례국가의 의사결정자는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를 참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어느 국가와의 통합 전력망 형성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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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 통합 전

력망 구축에 있어 개별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국적 통합 전력망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모델을 사례국가에 적용하여 전략적 시사점 제시하였다. 

전력 수요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 전력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스마트그리드나 슈퍼그리드와 같은 신 개

념의 선진 전력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통합 전력망은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력시스템을 통합하고 전력시스템 관련 신 기술을 도입하

여 전력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원

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활용성을 높인다. 다국적 통합 전력망은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지역적 한계를 넓힘으로써 더 큰 규모의 전력의 융통을 가능하게 

하고, 큰 완충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서도 다

양한 적용이 가능하기에 선진 전력시스템으로써 유망하다. 그러나 구축을 위

하여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의 유입을 필요로 하며 여러 의사결정 주

체들의 이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전력망을 구

축하는 개별국가는 전력망 통합과 관련하여 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합 전력망 파트너

십 포트폴리오 모델은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개별국가가 고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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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수의 전력망 통합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포트폴리오적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국가가 통합 전력망 구

축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개별국가의 전력시장을 분석하여 필요 가치에 

대해 진단하고, 통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접근 가능한 필요가치의 영향력과 

통합 전력망에 대한 개별국가의 의존도를 바탕으로 개별국가가 인접한 국가

들과 맺을 수 있는 관계 유형별 파트너십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하고 있는 모델을 독일의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독일이 접하고 있는 

9 개의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의 적용이 가능했고, 

각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선진 전력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다국

적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 입장에서 의사결정에의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는 전 인류에게 중요한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전력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이기에 전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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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국제적 규제 및 설계는 기후변화 논의의 초기기부터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져 왔다(Johansson & Burnham, 1993). 그러나 동시의 전력시스템

은 한 국가 및 지역의 사회 및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개발되어 

왔으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및 산업발전,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전력시스템과 관련된 의사결정

은 국제적인 도의와 책임과 더불어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루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통합 전력망 구축과 관련하여 통합 전력망의 일부

를 구성하는 개별국가가 개별국가의 내부 및 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

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안했다. 모델은 전력시스템

과 관련하여 실증적이고 가시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델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의사결정 주체인 

개별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이나 시나리오 분석과 같이 국제적

으로 이상적인 하나의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닌 개별 주체의 역동적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통하여 개별국가는 국제 협력적 기여와 함께 자국의 성장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역시 개별국가의 성장방

향성과 일치하는 협력 전략 도출을 통해 각 국의 능동적인 참여의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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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계점 

 

언급된 학문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모델은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참여국가간의 통합 전력망 구축을 전제로 구상되었다.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통합 전력망은 이미 존재하는 자국의 전력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략 수립 후 적용까지의 기간 

동안 자국 및 인접국가의 전력시스템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향에 따르면 통합 전력망은 전력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선진 국가 사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형성된다. 오히려 아직 전력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통합은 선진 국가들이 과거 지나올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전력시스템의 단계를 뛰어넘어 효율적인 투자와 빠른 성장의 

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우에의 적용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둘째, 사례연구의 특성상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포트폴리오 이론의 

특성상 제안되는 단일 전략이 아닌 선택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시한 후 독일의 사례를 통해 사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논하였다. 그러나 사례 연구는 모든 경우에 대한 

변증적 접근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실증연구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원을 공유하는 여러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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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의 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포트폴리오 모델은 정보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한 도구이지 의사의 결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기에 포트폴리오 

모델에 의해 제시된 전략은 전략의 선택 및 수행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효익 중요성’과 ‘의존도’라는 

정량화에 어려운 차원을 제시함으로 모델 적용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5.4  제언 

 

빠른속도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의 신뢰성 있는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통합 

전력망과 관련된 논의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력시스템의 성장과 변화가 빠른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모델 수립에 대한 연구 주제를 고려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지역, 중국·몽골·네팔지역, 아프리카지역, 인도와 

부탄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력시스템이 형성됨과 동시에 통합 전력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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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기술원조, 주체국의 개발정책 등 다양한 영향요인이 작용하는데, 이와 

관련한 주체국가의 전략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연구는 국제 

협력적 개발에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로, 통합 전력망 구축의 효익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 국가 사이의 

전력망 통합과 관련된 실증자료와 모델이 제시하는 전략과의 일치성을 

비교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에 따르면 일반관계의 국가나 효익관계의 국가 

중 단기지향전략을 선택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통합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자원 투입이 다른 대안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실제 국가들의 의사결정과의 일치성 및 그 

결과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력망 통합 외의 대안적 접근을 통한 전력 

시스템 효율성 개선 및 전력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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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tages of spatial load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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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source: Jonas et al. (2014), Data source: 50Hertz et al. (2013c) and 

Eurostat (2013a,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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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The German high-voltage electricity transmission system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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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source: Jonas et al. (2014), Data source: VDE (2010), OpenStreetMap 

contributors (2013), 50Hertz (2013a), TenneT (2013a), and Joo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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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onventional generation capacity on a nod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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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source: Jonas et al. (2014), Data source:VDE (2010), OpenStreetMap 

contributors (2013), 50Hertz (2013a), TenneT (2013a), Joost (2013), and BNetzA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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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Renewable generation capacity on a nod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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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source: Jonas et al. (2014), Data source:VDE (2010), OpenStreetMap 

contributors (2013), 50Hertz (2013a), TenneT (2013a), Joost (2013), and BNetzA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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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Snap shot of the system in average state of all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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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Jona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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