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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원종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한민국은 높은 인구밀도와 중공업 기반의 산업 육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원가의 원자력과 석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원전의 위험성 등의 부각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 비중을 줄여 나가고, 이를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대체하겠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은 2030년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내재된 간헐성과 

변동성이 계통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백업 설비로 

2029년부터 31년까지 양수발전 1기씩， 총 ２ＧＷ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양수발전을 포함한 시간 단위 급전결정 모형을 통해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전력계통운영에 발생하는 영향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과 그 역할 변화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력계통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이상 달성 또는 5~6만원 사이의 탄소배출권 

가격 또는 LNG 연료단가 20% 감소가 이뤄질 경우 203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수발전 분석 결과 현재 피크부하 감소, 

예비력으로 활용되는 양수발전이 미래에는 낮에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한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평활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30% 이상, 태양광의 발전비중이 풍력보다 크게 높을 경우에 한해 신규 

양수가 경제성을 가짐을 확인했다. 그 외에 시나리오에선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발전량의 상승, 태양광 진입비중 상승은 

신규 양수발전 경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신재생 발전량의 하락, 풍력 진입비중 상승, 

기존 양수발전기 종합효율의 상승은 신규 양수발전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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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양수발전의 정산 규칙에 따라 양수발전의 경제성이 크게 변화하는 것 

역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래 전력부문과 신규 양수발전기의 경제성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의 

계통기여분을 보상해주는 새로운 정산규칙 재정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주요어: 전력시장, 급전결정모형,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 혼합정수계획법， 경제성 

분석 

학번: 2018-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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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 배경 

 

대한민국은 높은 인구밀도와 더불어 중공업, 화학공업과 같은 전기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발전원을 구성해왔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발전원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활용해 기저전력과 중간부하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해왔고, 전력 사용량이 높은 부하 

시간대에는 LNG 복합화력과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료원별 발전설비 현황과 연료원별 발전비중을 나타낸다. 

[표 1] 2018년 연료원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 

(단위: GW, TWh, %)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위의 표를 통해 원자력과 석탄의 설비비중의 합이 전체 전력설비의 약 절반인 

49.37% 정도인 것과 발전비중은 전체 전력 발전량의 삼분의 이 수준인 66.42%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원 구성과 석탄의 높은 발전량 비중은 필연적으로 전력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15년 기후변화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 근거해 

2030년까지 BAU 대비 314.8백만 톤(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18) 특히 전환부문은 2030년 BAU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총합 

발전설비(GW) 21.85 36.90 37.83 4.32 4.7 13.4 119.0 

설비비중(%) 18.36 31.01 31.70 3.63 3.95 11.26 100.0 

발전량(TWh) 127.1 229.4 144.1 6.6 3.9 25.6 536.7 

발전비중(%) 23.68 42.74 26.85 1.23 0.73 4.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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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백만 톤의 약 39.2%(333.2백만 톤)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2018)에서는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확정감축량을 23.7백만 톤, 추가감축잠재량으로 

34.1백만 톤 설정하고, 수요관리 등을 통해 2030년 전환부문의 감축 후 배출량 목표를 

192.7백만 톤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으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 

및 LNG 전환 및 환경급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전환부문은 

2019년 기준 미세먼지 총 배출량에 약 15%인 42,973톤을 배출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7) 특히 발전용 연료 중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미세먼지 배출량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2017)에서 2022년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감축률을 25%로 설정하고, 실행계획으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3~6월) 가동 중단 및 발전 상한 제약, 신규 석탄발전소의 재검토, 석탄발전소의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을 세웠다.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었던 원자력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및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사건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 부각과 더불어 국민의 

원전 수용성에 변화가 생겼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방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a)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탄소 감축 약속 이행, 미세먼지 저감, 원전 

위험성 수용성 변화에 대응하고자 단계적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LNG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a) 

산업통상자원부(2017b)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0% 

수준으로,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발전량 대체를 위해선 추가 신재생 설비가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위 계획에선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을 20%로 설정하였으며, 

신규 신재생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Ringkjøb, Haugan and Solbrekke (2018)에 따르면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항상 전력수요와 전력공급을 맞춰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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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2019)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35%가 넘어갈 경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의해 전력계통 

운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보급을 통해 신재생 발전비중을 높이고자 

하는데(산업통상자원부, 2017b), 태양광과 풍력 발전 모두 기후, 환경적 특성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 모두 간헐성과 변동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발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방향과 더불어 부하추종이 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변동성 자원의 유입이 전력계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환부문의 비용적, 환경적 변화와 변동성 자원 

유입에 따른 계통안정성과 같은 부분에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미래에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양수발전과 배터리 자원과 같은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을 활용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는 2029, 2030, 2031년 각 1기씩 (총 2GW 

수준) 양수발전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최근 위 3개의 양수발전 지역으로 

영동(500MW), 홍천(600MW) 그리고 포천(750MW)이 선정되었다.(조선비즈, 

2019.11.20)  

하지만 양수발전은 [표 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3.9TWh를 발전했는데, 

정격용량인 4.7GW를 고려한다면 이용률이 불과 9.47%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수발전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발전 이전에 양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낮은 이용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도 양수발전의 한 해 적자는 

2,220억원에 이른다. (투데이에너지, 2019.10.10) 낮은 이용률과 양수발전의 큰 적자는 

추후 양수발전 건설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다. 

또한, 안재균 (2017)의 연구는 2030년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 변동성 자원이 많이 

계통에 유입되었을 때, 현재의 경제급전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 증발 유연성 

 
1 3.9TWh/4.7GW/8760h = 0.0947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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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현상을 총 5회 관찰하였다. 또한, 장희선, 조주현 (2018)의 연구는 수요자원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030년에 약 1.8GW 수준의 추가 예비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고, 유연성 자원으로써 LNG가 양수발전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위의 연구를 종합하면, 신규 양수발전이 없더라도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급전우선순위의 변화 또는 LNG의 유연한 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양수발전은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자원으로 경제적 분석이 

실제 건설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양수발전소 건설의 경우 부지의 적정성, 

환경성, 적합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역시 건설부지 선정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예를 들어, 제일 최근에 준공된 예천양수발전소의 경우 

2001년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지만, 2011년 8월에 상업운전이 개시되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따르면 2029년을 시작으로 양수발전소가 한 기씩 

들어오지만, 양수발전소의 건설 소요 시간을 고려한다면 양수발전 경제성 분석에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양수발전의 경제성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을 통해 계산된다. 양수발전의 비용의 경우 양수발전 건설비의 연간등가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의 합으로 구성되며, 수익의 경우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양수발전의 정산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양수발전 운영으로 얻어지는 정산금과 매년 

발생하는 비용의 비교를 통해 양수발전기의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규 양수발전 3기 건설이 확정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제성 분석은 

양수발전의 계통기여도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전력시장 정산규칙에 명시된 양수발전의 정산 수준이 양수발전의 계통기여도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혹은 적정하지 못한 수준인지 파악함으로써 정산규칙의 신설 또는 

개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계통기여도에 비례하는 적정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투자 축소 등의 시장비효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미래 

전력계통 운영변화와 더불어 양수발전소의 역할변화 및 경제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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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간 단위 급전계획 모형을 통해 다양한 발전기별 물리적 제약을 모형에 

포함하고, 양수발전의 시간적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전력시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본 모형을 통해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서의 

전력시장의 비용적, 환경적 변화는 물론 양수발전의 역할, 이용률 및 수익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발전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시에 미래 양수발전 경제성 분석 및 운영 및 정산규칙 

개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가격 

상승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보급 믹스 변화 시나리오,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 기존 

양수발전기 효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정량적인 경제적, 환경적 분석을 통해 향후 

신재생 설비, 태양광과 풍력 진입비중, 양수 발전의 운영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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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용적, 환경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평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변화에 따른 비용, 환경 

평가를 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을 서술하고 있으며, 

모형 입력 데이터 항목 및 출처, 모형의 주요 가정 및 모형의 목적식과 제약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3장의 마지막으로는 설계된 모형을 2018년 발전 실적과 비교해 

검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BAU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의 구축 근거와 시나리오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설계한 BAU와 각 시나리오의 모형 결과를 요약, 비교하며 각 시나리오가 BAU 대비 

발생한 차이점과 저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양수발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부 보고서의 출처 및 인용한 연구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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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선행 연구 

 

제１절 전력모형 연구 현황 

 

전력시장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모형들이 

개발되어 왔다. 전력계통 분석, 급전결정 및 운영, 설비투자 의사결정, 정책 영향 분석 

등의 문제들이 주로 분석 대상으로 고려되었고, 문제 해결 방식의 경우 접근 방식에 

따라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경우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LP),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MIP) 등의 다양한 최적화 기법이 활용되거나,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PE) 

등을 활용해 경제적 균형점을 찾는 연구도 있었다. 본 절에서는 전력모형 연구에 대한 

현황들을 조사한 리뷰 논문을 소개한다.  

Ringkjøb, Haugan and Solbrekke (2018)의 연구는 2012 년 이후에 전력 연구에 

활용되어온 75 개 전력모형들의 연구문제, 방법론과 더불어 모형이 제공할 수 있는 

결과들을 폭 넓게 조사 및 비교해서 제공하고 있다. 모형 설명의 경우 각 모형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접근방법, 방법론, 시간 및 공간적 해상도, 모형이 포함하는 

전력계통 운영의 범위, 입력자료, 모형 제공 결과 등의 기준으로 간략하게 분류 및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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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른 발전부문 변화 연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미래 실현가능성, 경제성, 계통안정성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실효성, 지속가능성, 계통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은 최근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본 절에서 소개한다. 

Song et al. (2018)은 대한민국 발전기별 기동특성을 반영한 시간단위 

혼합정수계획법 급전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의 급전결정 알고리즘으로 

한국전력거래소의 하루 전 시장 급전 의사결정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전력시장 분석 모형을 구축했다. 모형을 활용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퇴출, 

석탄 퇴출, 석탄 및 원전 퇴출 시나리오를 구성 및 각 시나리오별로 미래 발전비용, 

전력구입비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모형의 결과로는 원전 및 석탄 퇴출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전력구입비용으로 이어졌으며, 발전비용의 관점에선 석탄 퇴출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석탄 퇴출 

시나리오가 191.1백만 톤 온실가스 배출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석탄 발전의 점진적인 퇴출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원전의 경우에는 비용 및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Hong & Brook (2018)은 대한민국은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원전과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부적절함을 주장한 연구다. 또한, 원전과 석탄의 

연료비용이 LNG 연료비용보다 적은 변동성을 가짐을 주장하며, LNG로 두 발전원을 

대체할 경우 수입 가격 변동성에 의해 발전비용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원전이 타 발전원에 비해 TWh 생산당 사망자 수가 제일 낮음을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발전원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전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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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et al. (2013)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이를 다른 

저탄소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 환경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도출했다. 모형으로는 수요를 각 시나리오별 

발전원별 발전량을 통해 제하는 형식으로 미래 발전원별 발전량을 도출했다. 그 결과 

원전의 최대 이용 시나리오에서 가장 적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고, 신재생에너지 최대 

이용 및 연료전지를 통한 백업 시나리오가 가장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조성진, 박광수 (2018)의 연구는 발전용 연료의 세제개편 시나리오별 미래 

발전원별 발전량,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한다. 즉, 발전용 연료 과세를 

통한 에너지전환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본 연구이다. 위 연구는 발전용 연료에 환경 오염 

등의 외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제를 수정하는 방안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구이며, 연구 모형의 경우 장인의공간에서 개발한 M-Core를 활용하여 발전기별 

기술특성을 고려해주었다. 위 연구는 발전용 세제 구조에 따른 에너지전환 결과, 

전기요금 인상 수준,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며 그 

결과 유연탄의 과세 수준을 LNG의 2배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연료의 외부비용이 

내재화됨과, 이로 인한 전기요금 10% 수준 인상을 예측했으며, 추가 세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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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발전부문 변화 연구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및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연구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비용에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 간헐적 출력특성이 존재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력 수요에 반응하여 발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적, 환경적 연구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부하추종이 불가능하다는 

전원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더불어 기존 발전자원들의 

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istline (2017)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급전모형과 

설비투자 계획 모형을 합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수준이 

신재생 설비의 계통진입에 발생하는 비용에 큰 영향을 미쳤고, 급전발전기들의 물리적 

운영제약(최소운전용량, 기동비용, 증감발률)이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송배전 제약을 포함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서비스의 가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진입비중이 상승할수록 커짐을 

확인했다. 

Deane, Drayton and Gallachóir (2014)의 연구는 풍력의 발전비중이 높은 전력계통 

분석 시에 시간적 해상도 차이에 의한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다. 위 논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비중이 높은 전력계통 분석 시에 한 시간 단위의 

급전결정모형에 비해 5, 15, 30분 단위의 급전결정모형이 전력수요 및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을 더욱 잘 포착하고, 기존 발전기의 유연하지 못한 운전을 더욱 잘 

설명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높은 시간적 해상도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발전비용 

추정이 가능하다고 애기한다. 하지만 5분 단위의 급전모형을 1년을 돌렸을 경우 시간적 

제약을 주고도 70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Park et al. (2019)는 미래 신재생에너지 시간단위 이용률 계산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진입비중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및 발전비용을 분석했다. 본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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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물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였으며, 전력수요에서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 유류 발전량을 

순서대로 제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을 계산했다. 분석 결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신재생에너지 20%의 

발전비중 중 태양광과 풍력이 7.35:2.65의 비율을 가질 경우 2030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위해 신재생 

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선 경제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균등화발전비용)에선 경제적임을 알아냈다.  

또한, 안재균 (2017)는 신재생에너지 진입 수준에 따른 전력계통의 유연성 자원의 

정량적 평가를 진행한 연구로 유연성 자원의 산정 모형 개발, 2030년 전력계통 유연성 

평가 및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연구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수도권에 한정하여 진행하였고, 신재생 20% 발전비중을 유지했을 경우 아침 

8시와 오후 6시에 유연성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전력 공급부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약, 최소출력이 낮고 증감발률이 높은 발전기에 

급전우선순위 적용과 더불어 실시간 시장의 개설을 통한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시장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운영을 할 것을 정책으로 제언하고 있다.    

장희선, 조주현 (2018)의 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 발전설비에 관한 연구로, 구체적으로는 2030년 

전력계통의 유연성 설비 부족량 산정, 유연성 자원 간의 경제성 분석 및 국내 전력계통 

운영 규정 개정 등을 연구하였다. 수요자원 시장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60~120분 이내에 기동이 가능한 예비력이 1,800MW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LNG가 양수발전에 비해 좀 더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임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복합화력 가스터빈(GT)에 바이패스 스택스(Bypass Stacks)를 등을 

설치하여 현재 복합화력 보다 더 유연한 운영을 하는 것과 정산 과정에서 

계통안정기여도를 반영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의 예비력 정사단가 조정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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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연구와 기존 연구간의 차이점 

 연구 주제 모형 연구 특징 연구 한계 

Song et al. 

(2018)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 분석 

혼합정수계획법을 활용한 

시간단위 급전모형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활용 

양수발전 모델링 부재, 

하루 단위의 최적화 모형 

Hong & Brook 

(2018)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인 계산 
- 

양수발전 등 현실적인 급전을 

살펴보기 어려움 

Hong et al. 

(2018)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한민국 최적의 발전 믹스 

도출 

수요에서 각 발전원별 

발전량을 제하는 형식으로 

발전량 산정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소 고려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미반영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조성진, 박광수 

(2018)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에 

따른 에너지전환 수준 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SUDP 를 활용한 급전모형 

(M-Core)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활용을 통한 현실적인 결과 

도출 

전기요금 인상의 사회경제적 

분석 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반영하지 않음 

Bistline 

(2017)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가치 평가 및 계통병입에 

발생하는 비용 분석 

송배전 제약을 고려한 

급전모형과 설비투자 계획 

모형의 결합 

급전모형의 결과를 통해 

신재생설비의 가치가 변하고 

이를 이용해 설비투자를 진행 

지역간의 전력거래를 위한 

송배전 확장 등이 설비투자 

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음 

Deane, 

Drayton and 

Gallachóir 

(2014) 

풍력 발전비중이 높은 

전력계통 분석 시 시간적 

해상도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 비교 

혼합정수계획법을 활용한  

5, 15, 30, 60분 단위 

급전모형 (PLEXOS)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활용 

및 예방정비계획도 급전에서 

결정 

풍력의 변동성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며, 계산 상의 

부담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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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17) 

태양광과 풍력의 구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영향 분석 

수요에서 발전량을 제하는 

형식으로 미래 발전량 구성 

시간단위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정 

발전기별 데이터 사용의 

부재로 현실적이지 못한 

급전이 관찰됨 

안재균 

(2017) 

신재생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유연성 자원 규모 산정 

SUDP 를 활용한 급전모형 

(M-Core)을 통해 시간대별 

유연성 자원 총량 계산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활용을 통한 현실적인 결과 

도출 

주요 유연성 자원인 

양수발전의 경우 과거 패턴을 

통해 발전량을 결정 

장희선, 조주현 

(2018) 

미래 유연성 자원 규모 산정 

및 유연성 자원간의 경제성 

비교 

유연성 설비의 한계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유연성 자원의 생산함수 

추정를 통한 한게비용 산정 

2013~15 설비를 통한 

분석으로 결과가 미래의 

경제성을 보장하진 않음. 

본 연구 

(2019) 

에너지전환 정책에서의 

양수발전의 경제성 분석 

혼합정수계획법을 활용한 

시간단위 급전모형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활용 

및 양수발전 모델링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운영 분 단위 불확실성 

미반영 

출처: 각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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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 방법 

 

제１절 모형 입력 자료 

 

본 모형의 개별 발전기의 비용, 환경적 특성, 물리적 특성 등 다양한 발전기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 단위 급전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 발전기의 정확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기초가 된다. 대부분의 발전기별 자료의 경우 발전자회사 및 

민자발전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발전기 단위의 자료를 기존의 선행연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게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 

발전사가 운영 중인 발전기의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연구용 목적으로 발전사에게 

제공받은 발전기별 데이터를 모형 입력 자료로 사용했다. 본 모형에는 다음의 표에 

명시된 자료가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인 급전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 모형 입력 자료 목록 및 출처 

입력 자료 목록 자료 출처 자료 설명 

발전설비 현황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각 발전기의 명칭 및 정격용량 

발전설비 진입 및  

퇴출 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7a) 
 연도별 발전기의 진입 및 퇴출 

미래 전력수요 및 

시간대별 전력수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7a)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 

 2031년 목표전력수요  

 2018년 시간대별 송전단 전력 

거래량 

발전사별 연료비용 
 발전자회사 정보공개청구 

 발전자회사 내부자료 

 2018년 발전용 연료 월별 

연료도입단가 

발전기별 효율 
 발전자회사 정보공개청구 

 발전자회사 내부자료 

 발전기별 연료 사용량 대비 

발전량을 이용해 구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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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모형에는 2018년, 2031년 모두 총 212개의 발전기가 들어가 있으며, 발전원별로 

나누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18, 2031년 모형 입력 발전기 

발전기별 기동비용 
 발전자회사 정보공개청구 

 발전자회사 내부자료 

 발전기별 열간 기동에 발생하는 

비용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발전자회사 정보공개청구 

 발전자회사 내부자료 

 발전기별 기동소요시간, 

최소발전용량, 최소운전 및 

정지시간, 증감발률 등 발전기 

고유의 물리적 자료 

발전기별 소내소비율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발전 전력 중 발전기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전력의 비율 

발전기별 배출계수  발전자회사 정보공개청구 

 발전기가 한 단위(G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 

양수발전기  

기술특성정보 

 계통신뢰도를 고려한 양수발전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거래소, 2013) 

 양수발전기의 효율, 발전시간, 

양수시간, 최대보관전력량 등의 

양수발전기별 물리적 자료 

발전기별 

예방정비계획 
 한국전력거래소 

 2018년 발전기별 예방정비 

일자 

시간대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 

 2015년~2017년 시간단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 자료 

연도 2018 2031 

입력 자료 발전기 개수 용량 합(GW) 발전기 개수 용량 합(GW) 

원자력 23기 21.85GW 18기 20.40GW 

석탄 61기 35.40GW 56기 36.77GW 

LNG 86기 38.14GW 101기 58,71GW 

유류 17기 3.70GW 9기 1.04GW 

양수 16기 4.70GW 19기 6.55GW 

신재생 9기 12.64GW 9기 71.47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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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a)를 참고하여 재구성 

2018년 자료의 경우 [표 4]와 용량 합에서 차이가 조금 발생하나 이는 급전여부와 

상관없이 발전하는 비중앙발전기 등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차이점의 경우 2031년 신재생 설비 용량 합이 71.47GW로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명시된 58.61GW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2015~17년 

신재생에너지별 이용률을 기반으로 2031년 신재생 발전량 20%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격용량을 모형 입력값으로 사용해주었기 때문이다. 기술적 발전 및 해상풍력 

발전기의 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본 모형에서 

이러한 이용률의 상승은 가정하지 않고, 정격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발전량 목표를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2031년 발전설비 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사용된 

발전설비 건설 및 퇴출 계획표를 활용했다. 

연도별 전력수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명시된 연도별 목표수요를 

사용했으며, 시간당 전력수요의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2018년의 송전단 기준 시간 

단위 발전량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였다. 송전단 발전량은 발전단 전력량에서 변압기 

손실전력량과 소내소비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을 의미한다.(전력거래소, 2019a) 전력 

수요의 경우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량 실적 자료를 수요라고 

가정하였다. 시간대별 전력수요율은 연도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2031년 시간대별 

전력수요는 2018년의 시간대별 전력수요의 부하곡선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값은 증가한 

전력수요로 인해 다르게 된다. 다음의 [그림 1]은 2018년, 2031년 1월의 전력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부하곡선의 형태를 띄지만 전력수요 증가율이 반영되어 2031년의 

시간대별 전력수요가 2018년의 시간대별 전력수요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는 2018년, 2031년의 연도별 부하지속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1] 2018, 2031년 1월 시간대별 전력수요 

(단위: GWh) 

총합 212기 116.43GW 212기 194.94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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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림 2] 2018 년, 2031 년 대한민국 부하지속곡선 

(단위: GWh) 

 

출처: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 

발전기별 효율은 발전기의 급전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다음과 같은 

이차곡선의 형태를 띈다. 전력거래소(2019a)에선 이차곡선식을 입출력특성곡선식이라고 

명칭하고 이차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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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발전기 i의 사용열량 (Gcal/hr), Pi: 발전기 i의 출력(MW), QHCi: 2차열소비계수,

LHCi: 1차열소비계수, NLHCi:열소비상수) 

이와 같은 이차곡선식의 형태 때문에 발전기는 출력이 증가할수록 한계사용열량이 

증가하게 되어 발전기의 효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 

이차식의 QHCi의 값이 매우 작고, NLHCi의 값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기는 

출력이 증가할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특성을 갖는다. 

개별 발전기 단위의 입출력특성곡선식은 기업 영업, 경영상의 기밀자료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발전기 단위의 연료투입량과 

발전량 자료를 통해 발전기의 계산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는 민자 발전사의 

발전기에 대해선 연구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입출력특성곡선식을 사용하였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5개의 발전사(동서, 중부, 남부, 서부, 남동)의 경우 월 단위의 

연료사용량(Ton, KL) 자료와 함께 월 단위의 발전량(MWh)를 확보하였으며, 다음의 

[표 5]를 이용해 단위를 환산해주었다. MWh 단위의 발전량의 경우 1 MWh = 

0.8604Gcal로 계산하여 효율을 구하였다. 

[표 5]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단위: kcal/kg, kcal/L)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그리고 발전기는 발전 과정에서 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SOx, 

NOx, TSP)를 배출하게 된다. 본 모형에서는 발전기 단위의 연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Ton)과 월 단위 오염물질배출량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이를 

이용해 단위 전력생산량(MWh)당 배출계수를 계산하였다. 민자발전사가 운영하는 

발전기의 배출계수의 경우 발전5사가 운영 중인 발전기 중 가장 비슷한 준공연도와 

정격용량에 맞는 발전기의 배출계수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𝐇𝐢 = 𝑸𝑯𝑪𝒊 ∗ 𝑷𝒊
𝟐 + 𝑳𝑯𝑪𝒊 ∗ 𝑷𝒊 + 𝑵𝑳𝑯𝑪𝒊 식 (1) 

연료용 유연탄 국내 무연탄 LNG 등유 경유 

5,920 4,730 13,060 8,770 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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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용의 경우 발전기 단위가 아닌 연료를 도입하는 발전사 단위의 값을 

사용하였다. 발전5사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월별연료도입단가를 확보하였고, 

민자발전사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은 월별연료도입단가를 사용하였다.  

기동비용(Start Up Cost: SUC)의 경우 발전기가 기동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전력거래소(2019b)에 따르면 기동비용은 기동연료비, 소내소비 

전력비, 용수비로 구성된다. 기동비용은 기동종류(재가동, 열간기동, 온간기동, 

냉간기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열간기동비용만 

고려하였다. 이는 현재 정산규칙에 따르면, 모든 기동비용은 열간기동비용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모형에서는 원자력, 양수발전기의 기동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가격결정 발전계획 수립 시 위 발전기에 기동비용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2019b) 

발전기는 발전기의 운영방식, 설계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제약을 갖는다. 이를 

발전기의 기술특성정보라고 하는데 본 모형은 보다 현실성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표 6]에 명시된 기술특성정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표 6] 발전기 기술특성정보 정의 및 모형 반영 여부 

기술특성정보 정의 모형 반영 여부 

기동소요시간 
급전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발전기가 기동하여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까지 소요되는 시간 
모형 반영 

최대발전용량 
주변압기 고압측을 기준으로 발전기에서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용량 

자료 접근이 어려워 

정격용량으로 대체하여 

반영 

최소발전용량 
주변압기 고압측을 기준으로 발전기가 안정한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해야 할 최소용량 
모형 반영 

최소운전시간 
발전기가 계통연결 이후 계통분리 될 수  

있기까지의 최소 시간간격 
모형 반영 

최소정지시간 
발전기가 계통분리 이후 계통연결 될 수  

있기까지의 최소 시간간격 
모형 반영 

출력증가율 발전기가 분당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 모형 반영 

출력감소율 발전기가 분당 출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 모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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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력시장운영규칙(한국전력거래소, 2019a), 전력거래 용어해설집(한국전력거래소, 2003) 

기동소요시간의 경우 발전기가 기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기동 종류에 따라 그 

값이 상이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계산상, 자료접근 문제로 인해 열간기동시간만을 

고려하였다.  

최대발전용량의 경우 발전기가 최대로 발전했을 때에서 소내소비전력을 제한 

값이지만, 본 모형은 자료 접근의 문제로 정격용량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정격용량의 경우 발전기 제조업체가 보장하는 출력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발전기는 

정격용량보다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최대발전용량은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연료 연소시에 공기의 밀도가 출력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공기의 밀도가 높은 겨울철에 발전기의 최대출력용량이 높아지게 된다. 

최소발전용량의 경우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해야하는 특정 수준의 

출력으로 본 모형에서는 운영 중인 발전기의 출력 하한 값을 최소발전용량으로 설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최소운전 및 정지시간의 경우 기동이 된 발전기가 최소로 운영되어야 하는 최소 

시간과 정지된 발전기가 최소로 정지되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동비용을 모형에 

반영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최소운전시간 제약이 해소되지만 본 모형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급전을 위해 모형에 반영해주었다.  

출력 증감발율의 경우 발전기가 출력을 높이거나 낮출 때 발생하는 물리적 제약으로 

일반적으로 복합화력의 출력 증감발율이 기력발전기의 출력 증감발율보다 크다. 즉, 

복합화력이 출력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유연한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발전기의 증감발율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 증감이 제한되는 제약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내소비율의 경우 발전전력 대비 발전기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의 비율로 본 모형에서는 발전전력에서 소내소비율을 차감한 비율만큼의 발전 

전력량을 최종발전량으로 산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소내소비율 
발전기의 총 발전량 중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전력의 비율 
모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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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기 기술특성자료의 경우 한국전력거래소(2013)에 수록된 각 양수발전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 7]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7개 양수발전기의 

정보를 나타낸다. 신규 양수발전기인 영동, 포천, 홍천의 경우 현재 계획된 정격용량을 

사용하였으며, 종합효율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85%의 종합효율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표 7] 양수발전기의 기술특성정보 

출처: 계통신뢰도를 고려한 양수발전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거래소, 2013) 

발전기는 발전기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을 갖는데 

이를 예방정비계획이라 명칭 한다.(한국전력거래소, 2019) 일반적으로 예방정비계획 

일자는 발전원별로 상이한 값을 갖고, 같은 발전원 안에서는 발전기의 정격용량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정격용량이 더 큰 발전기의 경우 작은 발전기에 비해 더 긴 

예방정비일자를 갖는다. 본 모형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온라인으로 

제공(한국전력거래소, 2019년 12월 2일)하는 2018년 예방정비계획을 모형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2031년 발전원별 예방정비계획은 201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원전의 

경우 2018년에 너무 많은 발전기가 예방정비에 있었기에 조성진, 박광수(2018)의 

연구에 명시된 일자를 사용하여 2031년 원전의 예방정비일정을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발전기가 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발전기별로 

예방정비계획이 최소한으로 겹치도록 조절해주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주변 환경이나 기후에 따라 발전량에 변동이 생기는 

발전원이다. 이러한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률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기술특성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준공연도 1980 1985 1995 2001 2006 2006 2011 

정격용량 0.4GW 0.6GW 0.6GW 0.7GW 1.0GW 0.6GW 0.8GW 

종합효율 72.3% 76.3% 76.5% 78.7% 80.0% 81.6% 82.6% 

발전기동시간 5분 2분 5분 4분 3분 3분 3분 

양수기동시간 6분 10분 15분 7분 7분 7분 7분 

발전가능시간 6.5시간 6.0시간 6.9시간 7.0시간 8.3시간 9.5시간 8.3시간 

양수가능시간 8.8시간 7.0시간 9.4시간 10.1시간 10.3시간 10.9시간 9.0시간 

최대 보관 

전력량 
2.6GWh 3.6GWh 4.1GWh 4.9GWh 8.3GWh 5.7GWh 6.6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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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은 실제 발전량을 정격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즉, 100MW 태양광 

설비가 한 시간 동안 50MWh를 발전했다면 이용률은 50%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본 모형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본 연구는 최근 3개년의 

신재생에너지별 이용률 평균을 계산하여 모형에 반영해 주었다. 아래의 [표 8]은 

특정일(7월 27일)의 시간대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나타낸다. 

[표 8] 7월 27일 시간대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시간 태양광 풍력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부생가스 IGCC 

1 0.0005 0.1448 0.5733 0.1872 0.4203 0.3622 0.3354 0.3684 

2 0.0001 0.1425 0.5382 0.1848 0.4127 0.3589 0.3476 0.3675 

3 0.0001 0.151 0.5378 0.1815 0.4139 0.3581 0.3593 0.3697 

4 0.0001 0.1491 0.5389 0.1727 0.4305 0.3580 0.3596 0.3730 

5 0 0.1386 0.547 0.0701 0.4370 0.3572 0.3570 0.3754 

6 0 0.1397 0.5548 0 0.4355 0.3666 0.3519 0.3723 

7 0.0003 0.1416 0.5591 0.1909 0.4393 0.3712 0.3403 0.3716 

8 0.0209 0.1368 0.5627 0.2940 0.4566 0.3586 0.3262 0.3731 

9 0.1003 0.1238 0.5583 0.3248 0.4620 0.3558 0.3195 0.3157 

10 0.2228 0.0987 0.5603 0.3029 0.4616 0.3590 0.3149 0.2930 

11 0.3511 0.0796 0.5451 0.3505 0.4715 0.3474 0.3196 0.2884 

12 0.4451 0.0626 0.5367 0.2333 0.4743 0.3323 0.3143 0.2333 

13 0.4995 0.0617 0.5100 0.1656 0.4800 0.3319 0.3184 0.2715 

14 0.4885 0.0642 0.4744 0.0500 0.4828 0.3432 0.3262 0.2649 

15 0.4664 0.0913 0.4104 0.0897 0.4837 0.3495 0.3243 0.2656 

16 0.4271 0.0893 0.4453 0.0814 0.4831 0.3597 0.3257 0.2986 

17 0.3566 0.0808 0.4938 0.0369 0.4871 0.3502 0.3204 0.3160 

18 0.2699 0.0691 0.5209 0 0.4867 0.3387 0.3122 0.3173 

19 0.1586 0.0622 0.5561 0.0155 0.4912 0.3563 0.3172 0.3131 

20 0.0559 0.0613 0.5639 0.2142 0.4914 0.3611 0.3228 0.2888 

21 0.0052 0.0938 0.5714 0.2651 0.4940 0.3618 0.3174 0.0131 

22 0.002 0.1164 0.5756 0.2596 0.4980 0.3699 0.3113 0 

23 0.0017 0.1334 0.5736 0.2369 0.4904 0.3766 0.3096 0 

24 0.0009 0.1437 0.5698 0.2959 0.4849 0.3831 0.3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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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자료를 저자 재구성 

다음의 표는 발전원별 자료의 평균값으로 발전기별 자료가 너무 많아 발전원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9] 발전원별 기술특성자료 평균값 (2018 모형 입력자료 요약) 

기술특성자료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평균 

정격용량 

(MW) 

950 580 443 217 294 

평균 효율 

(%) 
34.61 37.70 47.46 36.17 78.50 

열량단가 

(원/Gcal) 
2,346 24,331 73,491 52,377 - 

평균 

열간기동비용 

(백만원) 

- 43.28 4.91 10.09 - 

평균 

온실가스 

배출계수 

(tonCO2eq/

MWh) 

- 0.8793 - 0.6271 - 

평균 

황산화물 

배출계수 

(kg/MWh) 

- 0.2561 - 0.2444 - 

평균 

질산화물 

배출계수 

(kg/MWh) 

- 0.2500 0.2557 1.671 - 

평균 

미세먼지 
- 0.0013 - 0.0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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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발전사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재가공 

  

배출계수 

(kg/MWh) 

최소운전시간 

(hr) 
- 7.6 4 5.4 - 

최소정지시간 

(hr) 
- 12.9 3.3 4.2 - 

열간기동시간 

(hr) 
- 3.4 1.8 2.2 - 

최소출력용량 

(MW) 
769 318 232 96 - 

출력증발률 

(MW/hr) 
- 406 433 199 294 

출력감발률 

(MW/hr) 
- 415 433 199 294 

소내소비율 

(%) 
4.75 5.68 2.05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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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주요 가정 

 

본 모형은 한 시간 단위의 개별 발전기의 기동 및 출력 수준을 정해 최소의 

비용으로 전력수요를 만족하는 급전결정을 하는 모형으로 정확하게는 212개의 발전기의 

시간 단위 최적의 급전계획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8760시간 전체기간,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급전 최적화는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거나 최적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모형의 의사결정변수를 최소화하여 계산상의 부담을 줄였다. 

우선, 본 모형은 1년 단위의 전체 기간 최적화가 아닌 24시간 단위의 최적해를 

365번 구하는 것으로 연 단위의 결과를 확보한다. 이는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를 찾는 계산과 최적해의 후보 집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계산에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하루 전 시장에서 입찰과 

낙찰을 통해 익일 급전지시를 계획함으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하루 단위 최적해의 합으로 구성된 모형 결과가 전체기간의 

최적해에 비해 열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발전기의 종류를 급전여부에 따라 나누었다. 석탄, LNG, 유류, 양수발전기의 

경우 급전여부를 모형에서 계산하지만, 원전의 경우 예방정비일이 아닌 경우 항상 

최대출력으로 가동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시간대별 발전량은 

시간대별 용량에 이용률을 곱하여 계산하여 전력수요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변수를 줄일 수 

있었다.  

복합화력의 경우 가스터빈(Gas Turbine: GT)와 스팀터빈(Steam Turbine)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기동시간과 기동비용이 각 터빈별로 따로 산정된다. 본 

모형에서는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각각의 운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발전기로 운전한다고 가정하였다. 기동비용의 경우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합으로, 

기동소요시간의 경우 기동시간이 더 긴 스팀터빈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모형의 계산상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GT의 

운전을 완벽하게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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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수발전의 경우 계획에 의한 양수발전의 양수량 및 발전량만 모형에 

반영되었다. 양수발전의 경우 하루 전 시장에서 입찰과 낙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양수 

및 발전 계획량과 수요예측 실패, 발전기의 고장 등의 이유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초과 양수량 및 발전량을 지시를 하는 경우로 그 운전 형태를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양수발전의 경제적 이점 활용에 후자의 경우는 계통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발전 형태라고 고려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전력계통운영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모델링할 수 없어, 전자의 경우만 모형에 반영하였고, 양수발전이 계통에 기여하는 

부분은 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2019c) 따르면 하루 전 시장에서 낙찰 받은 발전량에 대해선 

가중평균 시장가격(Marginal Price: MP)로 정산 받지만,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한 

발전량은 당일 최고 시장가격으로 정산된다. 이와 같은 정산규칙에서 양수 운영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하루 전 시장에서 양수발전을 입찰할 유인이 적다. 즉, 2018년 

양수발전량의 대부분은 입찰과 낙찰에 의한 계획 양수 발전량이 아닌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발전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추후에 모형의 결과로 

제시되는 양수 발전량, 양수수익은 과소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 현재 모형에선 양수발전의 양수량과 발전량 정산에 시장가격이 아닌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이 사용된다. 한국전력거래소(2019c)에 

시장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장가격의 경우 계통한계가격에 

송전손실계수(Transmission Loss Factor: TLF)를 반영한 개념으로 전력 생산지와 전력 

수요지 간의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전력구입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같은 전력이라도 수도권 근처에서 발전된 전력과 강원도에서 발전된 전력에 차이를 

부과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 경우 강원도에서 발전된 전력의 시장가격이 수도권 근처 

발전 전력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 단위의 송전손실계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SMP를 이용해 양수량과 발전량을 정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모형에는 ESS 중 배터리자원은 모델에 반영되진 않았다. 배터리 자원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배터리의 효율, 충방전에 따른 효율 감소, 향후 

설비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워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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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환경비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용만을 한정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비롯하여 SOx, NOx, TSP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본 연구에서 위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조성진, 

박광수 (2018)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의 환경비용은 석탄(30.8원/kWh), 

LNG(9.9원/kWh)로 연료원별로 상이한 값을 가지나 이를 소비세 등으로 반영할지, 

급전결정시 페널티로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자료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활용되는 약품비용 및 

폐수처리비용 역시 환경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제 발전기의 기동종류는 기동 이전에 가동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따라 

재기동(Re-Start) 열간기동(Hot Start), 온간기동(Warm Start), 냉간기동(Cold 

Start)으로 구분되지만, 본 모형에서는 자료 접근성 문제와 계산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간기동만을 고려하였다. 한국전력거래소(2019b)에 따르면 발전기의 기동비용 

정산의 경우 열간기동비용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발전비용 계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동시간의 차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발전 행태가 나올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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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모형 설계 

 

본 모형은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MIP)를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전력수요를 만족하는 급전을 결정한다. 혼합정수계획법이란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LP)에서 일부 의사결정변수가 정수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제약이 추가로 들어간 형태이다. 본 모형에서는 급전지시의 핵심인 발전기의 

가동유무(0/1)와 같은 의사결정변수가 정수적 성질을 띄기 때문에 혼합정수계획법을 

최적화에 사용하였다. 본 모형은 최적화에 자주 이용되는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Cplex가 제공하는 최적화 패키지 중 MIP 

solver를 활용하여 최적해를 찾는다. 다음의 [표 10]는 모형에 사용된 집합과 매개변수 

그리고 의사결정변수 목록과 그 설명이다.  

[표 10] 모형 집합 및 원소 

집합 설명 

Technology, t 발전기 집합 

Nuclear, n 원전 발전기 집합 (Nuclear ⊂ t) 

Coal, c 석탄 발전기 집합 (Coal ⊂ t) 

LNG, l LNG 발전기 집합 (LNG ⊂ t) 

Oil, o 유류 발전기 집합 (Oil ⊂ t) 

Pump, p 펌프 발전기 집합 (Pump ⊂ t) 

Renewable, re 신재생 발전기 집합 (Renewable ⊂ t) 

Dispatch, dt 급전 발전기 (dt ⊂ Coal or LNG or Oil) 

Year 일년 8760시간, Year ∈ {1, 2, 3, … 8760} 

Day, d 일년 365일, Day ∈ {1, 2, 3, … 365} 

h, hh 하루 24시간, h ∈ {1, 2, 3, … 24 } 

Mode, m 발전기의 출력 상태, m ∈ {low, medium, high} 

Emission, em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em ∈ {CO2, SOx, NOx, TSP} 

Specification, spec, s 
발전기별 기술특성집합 

s ∈ {최소운전 및 최소정지시간, 증감발율, 기동시간, 최소출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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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표 11] 모형 매개변수 

PumpSpec, ps 
양수발전기 기술특성집합 

ps ∈ {효율, 최대발전가능시간, 충전소요시간} 

매개변수 설명 

Demand(h) 시간대별 전력수요 (GWh) 

Capacity(t) 발전기 t의 정격용량 (GW) 

ModeCap(dt, m) 급전 발전기 dt의 각 mode에서의 출력 (GW) 

RampUp(dt) 급전 발전기 dt의 증발율 (GW/hr) 

RampDown(dt) 급전 발전기 dt의 감발율 (GW/hr) 

MinOper(dt) 급전 발전기 dt의 최소운전시간 (hr) 

 MinStop(dt) 급전 발전기 dt의 최소정지시간 (hr) 

MinGeneration(dt) 급전 발전기 dt의 최소출력용량 (GW) 

StartUp(dt) 급전 발전기 dt의 기동소요시간 (hr) 

HeatRatio(dt, m) 급전 발전기 dt의 모드 m에서의 효율 (%) 

EmissionCoef(dt, em) 급전 발전기 dt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계수 (ton/GWh) 

StartUpCost(dt) 급전 발전기 dt의 기동비용 (원) 

FuelCost(dt) 급전 발전기 dt의 연료비용 (원/GWh) 

Consumption(t) 발전기 t의 소내소비율 (%) 

Loss 송배전손실율 (%) 

PLimit(p) 양수발전기 p의 최대보관전력량 (GWh) 

Eff(p) 양수발전기 p의 종합효율 (%) 

Duration(p) 양수발전기 p의 최대발전가능시간 (hr) 

Charging(p) 양수발전기 p의 최대전력저장량까지의 충전소요시간 (hr) 

PO(h, t) 시각 h에서의 발전기 t의 예방정비계획 여부 (0 or 1) 

EmissionTax(em)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em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원/ton) 

RenewableCF(re, d, h) 날짜 d에서의 시간대별 신재생에너지별 이용률 (%) 

RGen(h) 시간 h에서의 신재생설비의 발전량 (GWh) 

NGen(h) 시간 h에서의 원전의 발전량 (GWh) 

SMP(h) 시간 h에서의 계통한계가격 (원/kWh) 

StopRemained(dt) 급전 발전기 dt의 익일 제약정지시간 (hr) 

OperRemained(dt) 급전 발전기 dt의 익일 제약운전시간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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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표 12] 모형 의사결정 변수 

출처: 저자 작성 

모형 목적 함수는 총 발전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기의 전력생산에 따른 연료비용 

및 환경비용과 발전기 기동에 따른 기동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모형 목적함수 

 

총 연료비용 계산식 

 

총 환경비용 계산식 

 

LUse(dt) 급전 발전기 dt의 전일 마지막 시간 운전 여부 (0 or 1) 

TC 총 발전비용 (원) 

FC 총 연료비용 (원) 

EC 총 환경비용 (원) 

SC 총 기동비용 (원) 

변수 설명 

GUse(h, dt, m) 시각 h에서 급전 발전기 dt의 모드 m 운전 여부 (이진변수) 

GenTechHour(h, dt) 시각 h에서 급전 발전기 dt의 발전량 (GWh) 

GenerationHour(h) 시각 h에서 급전 발전기의 발전량 총합 (GWh) 

PCurrent(h, p) 시각 h에서 양수발전기 p의 저장 전력량 (GWh) 

PDischarge(h, p) 시각 h에서 양수발전기 p의 발전량 (GWh) 

PCharge(h, p) 시각 h에서 양수발전기 p의 양수량 (GWh) 

Turnon(h, dt) 시각 h에서 급전 발전기 dt의 기동여부 (이진변수) 

Turnoff(h, dt) 시각 h에서 급전 발전기 dt의 정지여부 (이진변수) 

𝑴𝒊𝒏𝒊𝒎𝒊𝒛𝒆 𝑻𝑪 = 𝑭𝑪 + 𝑬𝑪 + 𝑺𝑪 식 (2a) 

𝑭𝑪 =  ∑ ∑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 𝑴𝒐𝒅𝒆𝑪𝒂𝒑(𝒅𝒕, 𝒎) ∗ 𝑯𝒆𝒂𝒕𝑹𝒂𝒕𝒊𝒐(𝒅𝒕, 𝒎) ∗ 𝑭𝒖𝒆𝒍𝑪𝒐𝒔𝒕(𝒅𝒕)

𝒎𝒅𝒕𝒉

 식 (2b) 

𝑬𝑪 =  ∑ ∑ ∑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𝒅𝒕) ∗ 𝑬𝒎𝒊𝒔𝒔𝒊𝒐𝒏

𝒆𝒎𝒅𝒕

𝑪𝒐𝒆𝒇(𝒅𝒕, 𝒆𝒎) ∗ 𝑬𝒎𝒊𝒔𝒔𝒊𝒐𝒏𝑻𝒂𝒙(𝒆𝒎)

𝒉

 식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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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동비용 계산식 

 

급전 발전기 가동 유무 제약식 

 

급전 발전기 모드 제약식 

 

급전 발전기 예방정비 제약식 

 

급전 발전기 시간당 발전량 제약식 

 

원전 및 신재생 시간당 발전량 계산식 

 

전력 수요 제약식 

𝑺𝑪 =  ∑((∑ 𝑻𝒖𝒓𝒏𝒐𝒏(𝒉, 𝒅𝒕)) − 𝑳𝑼𝒔𝒆(𝒅𝒕)) ∗ 𝑺𝒕𝒂𝒓𝒕𝑼𝒑𝑪𝒐𝒔𝒕(𝒅𝒕)

𝒉𝒅𝒕

 식 (2d)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𝒅𝒕) =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 𝑴𝒐𝒅𝒆𝑪𝒂𝒑(𝒅𝒕, 𝒎)

𝒎

    ∀𝒉, ∀𝒅𝒕 식 (3)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𝒎

≤ 𝟏    ∀𝒉, ∀𝒅𝒕 식 (4)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 𝟎

𝒎

    ∀(𝒉, 𝒅𝒕) ∈ 𝑷𝑶(𝒉, 𝒅𝒕) 식 (5) 

𝑮𝒆𝒏𝒆𝒓𝒂𝒕𝒊𝒐𝒏𝑯𝒐𝒖𝒓(𝒉) =  ∑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𝒅𝒕) ∗ (𝟏 − 𝒄𝒐𝒏𝒔𝒖𝒎𝒑𝒕𝒊𝒐𝒏(𝒅𝒕)

𝒅𝒕

    ∀𝒉 식 (6) 

𝑵𝑮𝒆𝒏(𝒉) =  ∑ 𝑪𝒂𝒑𝒂𝒄𝒊𝒕𝒚(𝒕) ∗ (𝟏 − 𝑷𝑶(𝒉, 𝒕)) ∗ (𝟏 − 𝒄𝒐𝒏𝒔𝒖𝒎𝒑𝒕𝒊𝒐𝒏(𝒕))
𝒕 ∈ 𝒏

    ∀𝒉 식 (7a) 

𝑹𝑮𝒆𝒏(𝒉) =  ∑ 𝑪𝒂𝒑𝒂𝒄𝒊𝒕𝒚(𝒕) ∗ 𝑹𝒆𝒏𝒆𝒘𝒂𝒃𝒍𝒆𝑪𝑭(𝒓𝒆, 𝒉) ∗ (𝟏 − 𝒄𝒐𝒏𝒔𝒖𝒎𝒑𝒕𝒊𝒐𝒏(𝒕))     

𝒕 ∈ 𝒓𝒆

∀𝒉 식 (7b) 

𝑫𝒆𝒎𝒂𝒏𝒅(𝒉) ∗ (𝟏 + 𝒍𝒐𝒔𝒔) + ∑ 𝑷𝑪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𝟏 − 𝒍𝒐𝒔𝒔)𝒑   

≤ 𝑮𝒆𝒏𝒆𝒓𝒂𝒕𝒊𝒐𝒏𝑯𝒐𝒖𝒓(𝒉) + ∑ 𝑷𝑫𝒊𝒔𝒄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𝑬𝒇𝒇(𝒑)

𝒑

+ 𝑵𝑮𝒆𝒏(𝒉) + 𝑹𝑮𝒆𝒏(𝒉)    ∀𝒉 
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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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최대저장량 제약식 

 

양수 관계 제약식 

 

양수 최대발전량 제약식 

 

양수 최대양수량 제약식 

 

양수 및 발전 상한제약식 

 

발전기 기동 관계 제약식 

 

발전기 기동 제약식 

 

최소운전시간 제약식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𝒑) ≤  𝑷𝑳𝒊𝒎𝒊𝒕(𝒑)    ∀𝒉, ∀𝒑 식 (9a) 

𝑷𝑪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𝑷𝑫𝒊𝒔𝒄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𝒑) −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 𝟏, 𝒑)    ∀𝒉, ∀𝒑 식 (9b)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𝒑) −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 𝟏, 𝒑) ≤ 𝑪𝒂𝒑𝒂𝒄𝒊𝒕𝒚(𝒑) ∗ (𝟏 − 𝑷𝑶(𝒉, 𝒑))    ∀𝒉, ∀𝒑 식 (9c)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 𝟏, 𝒑) − 𝑷𝑪𝒖𝒓𝒓𝒆𝒏𝒕(𝒉, 𝒑) ≤ 𝑪𝒂𝒑𝒂𝒄𝒊𝒕𝒚(𝒑) ∗ (𝟏 − 𝑷𝑶(𝒉, 𝒑))    ∀𝒉, ∀𝒑 식 (9d) 

𝑷𝑪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𝑷𝑫𝒊𝒔𝒄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𝑪𝒂𝒑𝒂𝒄𝒊𝒕𝒚(𝒑) ∗ (𝟏 − 𝑷𝑶(𝒉, 𝒑))    ∀𝒉, ∀𝒑 식 (10d) 

𝑻𝒖𝒓𝒏𝑶𝒏(𝒉, 𝒅𝒕) − 𝑻𝒖𝒓𝒏𝑶𝒇𝒇(𝒉, 𝒅𝒕)

=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𝒎

− ∑ 𝑮𝑼𝒔𝒆(𝒉 − 𝟏, 𝒅𝒕, 𝒎)

𝒎

    ∀𝒉, ∀𝒅𝒕 
식 (11a) 

𝑻𝒖𝒓𝒏𝑶𝒏(𝒉, 𝒅𝒕) + 𝑻𝒖𝒓𝒏𝑶𝒇𝒇(𝒉, 𝒅𝒕) ≤ 𝟏     ∀𝒉, ∀𝒅𝒕 식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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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정지시간 제약식 

 

발전기 증발 제약식 

 

발전기 감발 제약식 

 

익일 가동 및 정지 제약식 

 

단위 비용 계산식 

 

∑ ∑ 𝑮𝑼𝒔𝒆(𝒉𝒉, 𝒅𝒕, 𝒎)

𝒎

𝒉+𝑴𝒊𝒏𝑶𝒑𝒆𝒓(𝒅𝒕)

𝒉𝒉=𝒉+𝟏
 

≥  [∑ 𝑮𝑼𝒔𝒆(𝒉 + 𝟏, 𝒅𝒕, 𝒎) −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𝒎𝒎 ] ∗ 𝐦𝐢𝐧(𝑴𝒊𝒏𝑶𝒑𝒆𝒓(𝒅𝒕), 𝟐𝟒 − 𝒐𝒓𝒅𝒆𝒓(𝒉)) 

∀𝒉, ∀𝒅𝒕 

식 (12) 

∑ (𝟏 − ∑ 𝑮𝑼𝒔𝒆(𝒉𝒉, 𝒅𝒕, 𝒎)

𝒎

)
𝒉+𝑴𝒊𝒏𝑺𝒕𝒐𝒑(𝒅𝒕)+𝑺𝒕𝒂𝒓𝒕𝑼𝒑(𝒅𝒕)

𝒉𝒉=𝒉+𝟏
 

≥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𝒎

− ∑ 𝑮𝑼𝒔𝒆(𝒉 + 𝟏, 𝒅𝒕, 𝒎)

𝒎

] 

∗ 𝐦𝐢𝐧(𝑴𝒊𝒏𝑺𝒕𝒐𝒑(𝒅𝒕) + 𝑺𝒕𝒂𝒓𝒕𝑼𝒑(𝒅𝒕), 𝟐𝟒 − 𝒐𝒓𝒅𝒆𝒓(𝒉))    ∀𝒉, ∀𝒅𝒕  

식 (13)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𝒅𝒕) −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 𝟏, 𝒅𝒕) ≤ 𝑹𝒂𝒎𝒑𝑼𝒑(𝒅𝒕)    ∀𝒉, ∀𝒅𝒕 식 (14)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 𝟏, 𝒅𝒕) − 𝑮𝒆𝒏𝑻𝒆𝒄𝒉𝑯𝒐𝒖𝒓(𝒉, 𝒅𝒕) ≤ 𝑹𝒂𝒎𝒑𝑫𝒐𝒘𝒏(𝒅𝒕)     ∀𝒉, ∀𝒅𝒕 식 (15) 

∑ 𝑮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 𝟏 

𝒎

, 

∀𝒉 ∈ {𝟏, 𝟐, … 𝑶𝒑𝒆𝒓𝑹𝒆𝒎𝒂𝒊𝒏𝒆𝒅(𝒅𝒕)}     ∀𝒅𝒕 ∈ 𝑶𝒑𝒆𝒓𝑹𝒆𝒎𝒂𝒊𝒏𝒆𝒅(𝒅𝒕), (𝒉, 𝒅𝒕) ∉ 𝑷𝑶(𝒉, 𝒅𝒕) 

식 (16a) 

∑ 𝑮𝒆𝒏𝑼𝒔𝒆(𝒉, 𝒅𝒕, 𝒎) = 𝟎

𝒎

,     

∀𝒉 ∈ {𝟏, 𝟐, … 𝑺𝒕𝒐𝒑𝑹𝒆𝒎𝒂𝒊𝒏𝒆𝒅(𝒅𝒕)}, ∀𝒅𝒕 ∈ 𝑺𝒕𝒐𝒑𝑹𝒆𝒎𝒂𝒊𝒏𝒆𝒅(𝒅𝒕) 

식 (16b) 

𝑼𝒏𝒊𝒕𝑭𝒖𝒆𝒍(𝒉, 𝒅𝒕) =  𝑯𝒆𝒂𝒕𝑹𝒂𝒕𝒊𝒐(𝒅𝒕, "High") ∗ 𝑭𝒖𝒆𝒍𝑪𝒐𝒔𝒕(𝒅𝒕) 식 (17a) 

𝑼𝒏𝒊𝒕𝑬𝒏𝒗(𝒉, 𝒅𝒕) =  𝑬𝒎𝒊𝒔𝒔𝒊𝒐𝒏𝑪𝒐𝒆𝒇(𝒅𝒕, "CO2")*EmissionTax("CO2") 식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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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한계가격 계산식 

 

양수발전 일일 수익 계산식 

 

  

𝐒𝐌𝐏(𝐡) = 𝒎𝒂𝒙𝒉(𝑼𝒏𝒊𝒕𝑭𝒖𝒆𝒍(𝒉, 𝒅𝒕)) 

 
식 (18a) 

𝐒𝐌𝐏_𝐚𝐥𝐥(𝐡) = 𝒎𝒂𝒙𝒉(𝑼𝒏𝒊𝒕𝑭𝒖𝒆𝒍(𝒉, 𝒅𝒕) + 𝑼𝒏𝒊𝒕𝑬𝒏𝒗(𝒉, 𝒅𝒕)) 

 
식 (18b) 

∑ ∑ 𝑷𝑫𝒊𝒔𝒄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𝑬𝒇𝒇(𝒑) ∗ 𝑺𝑴𝑷(𝒉) − 𝑷𝑪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𝑺𝑴𝑷(𝒉)

𝒉𝒑

 식 (19a) 

∑ ∑ 𝑷𝑫𝒊𝒔𝒄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𝑬𝒇𝒇(𝒑) ∗ 𝒎𝒂𝒙𝒉(𝑺𝑴𝑷(𝒉)) − 𝑷𝑪𝒉𝒂𝒓𝒈𝒆(𝒉, 𝒑) ∗ (𝑺𝑴𝑷(𝒉))

𝒉𝒐𝒖𝒓𝑷𝒖𝒎𝒑

 식 (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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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모형 검증 

 

본 장에서는 모형 구동 결과와 2018년 한국전력거래소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다양한 전력시장 지표를 비교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기선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과 양수발전의 운영 패턴에 대해 

검증한다. 

다음의 [표 13]의 ‘2018 전력거래소’ 행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자료로 여기서 사용된 발전량은 송전단 기준이다. ‘2018 모형’ 행의 

경우 모형의 구동 결과이다.  

[표 13] 실적 및 모형 결과 비교 (발전량 비중)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및 저자 작성 

LNG를 이용한 복합화력은 실적값과 모형값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LNG의 경우 다른 발전원에서의 발전하지 못한 양을 LNG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모형 결과를 확인하면, 원전과 석탄화력은 모두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은 정격용량을 넘어 최대발전용량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정격용량을 입력자료로 활용한 모형의 값이 실제값에 비해 조금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류발전의 경우 경제성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떨어져 모형에선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기력으로 활용되거나 실제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2018 

전력거래소 
23.68% 42.74% 26.85% 1.23% 0.73% 4.77% 

2018 모형 22.88% 42.14% 29.77% 0.01% 0.24% 4.95% 

차이 0.80%p 0.60%p -2.92%p 1.22%p 0.49%p -0.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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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의 경우 모형의 값에 비해 한국전력거래소 발전량 실적이 약 3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력계통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 발전기의 고장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특성이 우수한 양수발전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양수를 활용한 발전량이 

모형값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결과로 제시할 각 시나리오별 양수 

발전량, 양수 수익 모두 전력계통 운영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과소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수발전기의 발전 패턴을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3]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확보한 시간대별 양수발전량 합과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제공한 시간대별 양수발전량 합은 계획발전뿐만 아니라 

지시에 의한 발전 역시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그저 모형과 

양수발전의 경향성 정도는 확인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3]를 보면 위의 [표 1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반적인 양수 발전량의 차이가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9시에서 

12시, 14시에서 21시 사이에 양수발전이 가동되는 경향을 모형과 한국전력거래소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시간대별 양수발전량 합 비교 

(단위: GWh)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및 저자 작성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양수발전량 합

모형 전력거래소



37 

 

제５절 신규 양수발전기 비용 분석 

 

신규 발전기의 비용 추정의 경우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균등화발전비용이란 발전기의 

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평균적인 발전단가를 의미한다. (한국전력거래소, 2018a) 하지만 

양수발전기에 균등화발전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LCOE 계산의 

핵심인 미래 발전기의 기대 이용률과 변동비 계산이 양수발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양수발전기의 비용 추정을 위해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 항목을 사용하였다. 양수발전기의 변동비의 경우 양수전력 구매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추후 양수발전기의 수익을 분석할 때 양수구매비가 자동으로 정산과정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비용계산에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양수발전기의 초기 건설비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성진, 박광수 (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a)에 

활용된 발전원별 비용 가정이 제공되어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양수발전의 건설비는 

1.022백만 원/kW이며, 이를 MW로 바꿔줄 경우 1.022십 억원/MW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2029년부터 2031년까지 3기, 총 1,950 MW 수준의 양수발전기 

건설할 계획이므로 발생하는 총 공사비는 1.022십억 원/MW*1,950 MW로 약 1조 

9,9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양수발전의 고정비(fixed O&M cost)의 경우 국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해외 

자료를 활용하였다. U.S EIA(2013)에 따르면 양수발전기의 연간 고정비용은 

$18.0/kW-yr 수준이다. 이를 1,150원/$로 계산해주면 20,700원/kW-yr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MW-yr 단위로 환산해줄 경우 20,700,000/MW-yr가 된다.   

조성진, 박광수 (2018), 안재균(2017)에 따르면 양수발전의 수명은 55년 수준이며, 

조성진, 박광수 (2018)에서는 할인율을 4.5%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양수발전의 비용항목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양수발전 비용 평가 항목 및 값 

항목 건설공사비 고정비 수명 이자율 

단위 백만 원/MW 백만 원/MW-yr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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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022 20.7 55 4.5 

출처: U.S. EIA(2013), 안재균(2017), 조성진, 박광수 (2018) 

위를 종합하여 신규 양수 3기(규모 1,950MW)의 연간등가비용은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𝑬𝑨𝑪 = 𝑵𝑷𝑽 ∗
𝒓

𝟏 − (𝟏 + 𝒓)−𝒏
 식 (20) 

(여기서 EAC는 연간등가비용, NPV는 순현재가치, r은 이자율, n은 수명을 의미) 

위의 식을 통해 계산된 1950MW 급 양수발전기의 건설비 연간등가비용은 약 

980억 원 수준이며, 고정비의 경우 404억원 수준이다. 즉, 1,950MW 급 양수발전기의 

1년 총 비용은 1,384억 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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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시나리오 구성 

 

제１절 BAU 시나리오 

 

시나리오 분석에 앞서 2031년 BAU(Business-As-Usual)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가정했으며 요약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BAU 시나리오 요약 

출처: 저자 작성 

급전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전설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명시되어 

있는 2031년 발전설비 진입 및 퇴출 계획을 활용하였다. 2018년 발전설비 현황에서 

시작하여 2019~2030년까지의 발전설비들의 진입 및 퇴출을 고려하여 2031년 

발전설비를 구축하였다.  

신재생 설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2017a) 2031년 총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하는 목표와 태양광과 풍력이 1:1의 발전량 비중을 가진다는 

것을 BAU로 설정하였다.  

발전용 연료 가격의 경우 2018년 발전사들의 월별 연료도입단가(원/ton)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표 5]를 

활용하여 열량단가로 환산해 주었다.   

발전용 연료 세금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편된 2019.04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2019.04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의 

경우 발전용 연료의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변경되었다. 

항목 BAU 시나리오 

발전설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진입 및 퇴출 반영 

신재생 설비 2031년 발전량 비중 20% 달성 및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동일 

연료가격 2018년 발전용 연료별 평균 열량도입단가가 203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연료 세제 2019.04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 반영 

탄소배출권 가격 20,000원/ton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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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연료 세제의 경우 각 연료의 환경 영향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는 내용으로 

2031년 세제가 현재와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개편된 세제를 

2031년 BAU로 설정하였다. 

[표 16] 발전용 연료 세제개편 전후 비교 

출처: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탄소배출권 가격 역시 20,000원/tonCO2eq로 설정했는데, 이는 실제 한국거래소 

2018년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평균인 21,885원/tonCO2eq(한국거래소, 2019년 11월 

20일)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시나리오의 비교 편의성을 위해 

20,000원/tonCO2eq로 설정하였다. 

  

세금 항목 유연탄 LNG 

 세제개편 전 세제개편 후 세제개편 전 세제개편 후 

개별소비세 36원/kg 46원/kg(𝚫10원) 60원/kg 
12원/kg  

(𝚫-48원/kg) 

수입부과금 - - 24.2원/kg 
3.8원/kg  

(𝚫-20.4원/kg) 

관세 - - 7.2원/kg 7.2원/kg 

합계 36원/kg 
46원/kg 

(𝚫10원/kg) 
91.4원/kg 

23원/kg 

(𝚫-68.4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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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의 경우 신재생 발전설비가 추가로 계통에 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력시장의 변화와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시나리오다. 정확하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20% 달성을 넘어 신재생에너지가 최대 40%의 발전비중을 차지할 경우를 

알아보고자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9)에 제시된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30% 이상이며 최대 35%를 그 한계치로 잡고 있다. 이 

한계치는 35% 이상의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올 경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계통에 부담 및 백업설비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변화와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17]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 구성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각 시나리오의 조건을 만족하는 태양광 및 풍력의 정격용량은 다음과 식을 이용해 

구하였다.  

전체수요(𝐆𝐖𝐡) ∗ 발전비중(%) =  연단위 발전량(𝐆𝐖𝐡) = 정격용량(𝐆𝐖) ∗ 평균이용률 ∗ 𝟖𝟕𝟔𝟎(𝐡) 

위 식을 정격용량(GW)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정격용량(𝐆𝐖) = 전체수요(𝐆𝐖𝐡) ∗발전비중(%)/평균이용률/𝟖𝟕𝟔𝟎(𝐡) 

다음의 [표 18]은 각 시나리오별 신재생설비별 정격용량을 나타낸다.  

시나리오 BAU(R20) R25 R30 R35 R40 

태양광 비중 6.75% 9.25% 11.75% 14.25% 16.75% 

풍력 비중 6.75% 9.25% 11.75% 14.25% 16.75% 

기타 신재생 6.5% 6.5% 6.5% 6.5% 6.5% 

총합 20.0% 25.0% 30.0% 35.0% 40.0% 



42 

 

[표 18]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신재생 설비 

(단위: GW) 

출처: 저자 작성  

  

시나리오 BAU R25 R30 R35 R40 

태양광 29.80 GW 40.84 GW 51.88 GW 62.92 GW 73.95 GW 

풍력 22.90 GW 31.38 GW 39.86 GW 48.34 GW 56.82 GW 

수력 1.17 GW 1.17 GW 1.17 GW 1.17 GW 1.17 GW 

해양 0.26 GW 0.26 GW 0.26 GW 0.26 GW 0.26 GW 

바이오 3.39 GW 3.39 GW 3.39 GW 3.39 GW 3.39 GW 

폐기물 0.84 GW 0.84 GW 0.84 GW 0.84 GW 0.84 GW 

부생 2.81 GW 2.81 GW 2.81 GW 2.81 GW 2.81 GW 

IGCC 5.80 GW 5.80 GW 5.80 GW 5.80 GW 5.80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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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는 미래 탄소배출권 가격 변화에 따른 전력시장 및 

신규 양수발전 경제성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급전결정 메커니즘인 변동비 기반의 경제급전에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환경급전으로 급전결정 메커니즘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에 배출권거래제 가격 

등이 급전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석탄의 경우 LNG에 비해 높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갖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가격으로 인해 석탄과 LNG의 급전 우선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의 경우 중앙일보(2019년 12월 5일)에 따르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공단(2019년 12월 24일)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는 제2기로 97%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제3기로 무상할당 비율이 90%로 감소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배출권거래제 가격의 경우 정책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2031년의 정확한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예상할 순 없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BAU를 배출권거래제 가격 2만 원으로 설정하고 만 원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상승을 소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탄소배출권 가격 변화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및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19]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소 

시나리오 구성을 나타낸다.  

[표 19]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 구성 

단위:원/tonCO2eq 

출처: 저자 작성 

  

BAU ETS 3 ETS 4 ETS 5 ETS 6 ETS 7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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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 

 

신재생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는 203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진입비중 변화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와 

신규 양수발전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따르면 2031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전망은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2031년 신재생에너지별 발전량 전망 및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GWh, %) 

출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a) 

위의 [표 20]을 확인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중이 약 1:1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2019)에는 태양광 및 풍력의 우선공급잠재량 값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태양광은 113~119GW 수준, 풍력은 42GW 수준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31년에 태양광과 풍력이 1:1의 발전 비중을 가질 수도 또 서로 

상이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REC 가중치 부여 수준 역시 진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지만 그 

발전 패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일조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높은 이용률을 가지는 반면, 태양광이 없는 밤에는 

발전하지 못한다. 즉, 간헐성이 큰 자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풍력의 경우 

 발전량 전망(GWh) 발전량 비중 전망(%) 

태양광 42,514 6.749% 

풍력 42,566 6.757% 

수력 4,021 0.638% 

해양 496 0.079% 

바이오 15,896 2.523% 

폐기물 2,267 0.360% 

부생가스 7,757 1.231% 

연료전지 5,404 0.858% 

IGCC 5,067 0.804% 

합계 125,98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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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이용률 값을 가진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안에서도 

바람의 세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분 단위의 변동성은 풍력이 일반적으로 

태양광에 비해 크다. 즉, 태양광은 풍력보다 더 큰 간헐성을 갖고 있지만,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시나리오에선 다음과 

같은 소 시나리오를 구성해 신재생에너지의 진입비중이 달라짐에 따른 계통운영 변화와 

양수발전의 이용 형태 및 수익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모든 시나리오가 2031년 

신재생 발전량 목표인 20%의 발전비중을 만족하지만 소 시나리오별로 그 구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표 21]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 구성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위의 시나리오 중 BAU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명시된 발전 비중을 

사용했으며, SS(Strengthened Solar)의 경우 태양광 발전 비중 강화 시나리오, 

ES(Extreme Solar)의 경우 극단적인 태양광 발전 비중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SW(Strengthened Wind)의 경우 풍력 발전 비중 강화 시나리오, ES(Extreme Wind)의 

경우 극단적인 풍력 발전 비중 시나리오로 SS, ES 시나리오와 반대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BAU SS ES SW EW 

태양광 발전 비중 6.75% 9.75% 12.75% 3.75% 0.75% 

풍력 발전 비중 6.75% 3.75% 0.75% 9.75% 12.75% 

기타 신재생 발전 비중 6.5% 6.5% 6.5% 6.5% 6.5% 

총합 20.0% 20.0% 20.0% 20.0% 20.0% 



46 

 

제５절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LNG 연료단가 변화에 따른 전력시장 및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따르면 2030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 발전량 비중은 18.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동특성이 석탄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복합화력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발전부문 탄소감축을 위해선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아래의 최근 3개년의 월별 LNG 연료단가 변화 추이 [그림 4]을 보면 다른 

발전용 연료에 비해 그 변동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약 600,000 원/톤 

이던 LNG 연료단가는 2019년 4월 900,000 원/톤으로 약 50% 이상의 가격이 

상승했었다. 또한 2019 4월에서 2019 6월까지 LNG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는 국제 

LNG 가격 하락과 더불어 2019년 4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이 연료단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발전용 연료 최근 3개년 월별 연료단가 변화 추이 

(단위: 원/톤, 원/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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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전력시장 – 연료비용 – 연료단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LNG 가격 변화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및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소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각 시나리오는 2018년 평균 LNG 

가격이 2031년에 각 시나리오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오른 것을 가정한다.  

[표 22]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 구성 

출처: 저자 작성 

  

시나리오 BAU L80 L90 L110 L120 

2018년 대비 

LNG 가격 
유지 80% 수준 90% 수준 110% 수준 1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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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절 양수발전 효율 개선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기존 양수발전기의 효율 개선에 따른 미래 전력시장 변화 및 신규 

양수발전의 경제성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설계된 시나리오다. 실제 양수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3월 양수발전소 중·장기 현대화방안을 수립을 

시작으로, 노후양수 성능개선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에 2018년 9월 

삼랑진양수발전소의 현대화사업이 시작되었고, 약 2년간의 기간동안 1,348억원을 

투자해 터빈 4.1%, 펌프 3.5%의 효율증대를 기대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 2019년 

11월 18일) 삼랑진 발전소의 경우 1985년 준공으로 2018년 기준 33년동안 

운영되었으며, 대한민국 첫 양수발전시설로 1980년에 건설된 청평양수발전소의 경우 

역시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본 시나리오를 통해 노후 양수발전기의 효율 개선 

사업이 전력시장과 신규 양수발전소 3기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일 최근인 2011년에 지어진 예천양수발전소 역시 2031년 기준 20년동안 운영된 

것이므로 예천양수발전소 역시 효율 개선 시나리오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시나리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표 23] 양수발전 효율 개선 시나리오 구성 

출처: 저자 작성 

  

시나리오 BAU EFF82 EFF83 EFF84 EFF85 

효율변화 정도 현효율 유지 
종합효율 

82% 달성 

종합효율 

83% 달성 

종합효율 

84% 달성 

종합효율 

85% 달성 

현대화 사업 

대상 발전기 

해당 발전기 

없음 

신규 3기 

제외 모든 

양수발전기 

신규 3기 

제외 모든 

양수발전기 

신규 3기 

제외 모든 

양수발전기 

신규 3기 

제외 모든 

양수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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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모형 결과 

 

제１절 BAU 결과 

 

본 절에서는 2031년 BAU 모형 구동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시나리오에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비교 및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24]는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 명시된 2030년 목표 시나리오 발전량 전망으로 본 모형의 

2031년 구동결과와 발전량 비중을 비교한다. 산업통상자원부(2017a)에는 2031년 

발전량 전망이 제공되지 않아 2030년 자료를 사용했으며, 2030년과 2031년 

전원구성에 차이가 미미(신재생에너지 0.1GW 및 양수 0.6GW 수준)하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24]에서 각 발전원별 발전비중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보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BAU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BAU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과 2031년 모형 발전량 비중 비교 

(단위: %, %p) 

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a) 및 저자 작성 

다음의 [표 25]는 BAU에서의 각종 발전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표이다. 총 발전량의 경우 약 27조 2천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81.7%가 연료비용, 18.2%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환경비용, 약 0.1%가 기동비용으로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2030 발전량 

비중 전망  
23.9% 36.1% 18.8% 0.3% 0.8% 20.0% 

2031 모형 

발전량 비중 
23.58% 35.89% 20.13% 0.00% 0.76% 19.64% 

차이 0.32%p 0.21%p -1.33%p 0.3%p 0.04%p 0.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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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약 2억 4,700만 톤으로 

관계부처 합동(2018)이 제시한 192.7백만 톤 목표보다 54.6 백만 톤이 더 배출된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BAU에서의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십억 원, 백만 톤) 

자료: 저자 작성 

양수발전의 수익성 결과 제시에 앞서 양수발전 수익성을 계산하는 방법들과 그 

차이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발전의 

수익을 계산하였다. 계산식의 경우 모형 설명의 [식 19a, 19b]를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정산 방식을 나누는 것은 현재에도 양수발전의 양수량 및 발전량의 정산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제3장 제2절에서도 소개했듯이, 하루 전 시장에서 낙찰된 양수량 

및 발전량은 시간대별 시장가격(MP)로 정산되지만, 당일 시장에서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인해 발전한 발전량의 경우 당일 최고 MP로 정산 받는다. 전력거래소의 당일 지시여도 

양수량은 시간대별 MP로 정산 된다.(전력거래소, 2019c) 이에 본 연구는 다음 [표 

26]과 같이 정산 방식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표 26] 양수발전 정산 방식 분류 및 설명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의 [표 27]은 위의 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2031년 BAU 양수발전의 수익이다. 

하루 전 시장에서 입찰과 낙찰을 통해 계획 발전 및 양수를 할 경우 약 106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며, 당일 시장에서 양수 및 발전을 할 경우 약 970억 정도의 수익이 

 단위 BAU 

총 발전비용 (십억 원) 27219.7 

연료비용 (십억 원) 22228.5 (81.70%) 

환경비용 (십억 원) 4948.2 (18.20%) 

기동비용 (십억 원) 42.4 (0.10%)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톤) 247.4 

계산 방식 설명 

계획 정산 양수 및 발전량은 각 시간대별 SMP로 정산 

지시 정산 양수량은 각 시간대별 SMP, 발전량은 당일 최고 SMP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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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산 방식에 따라 큰 폭의 수익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BAU에서의 양수발전 수익 결과 

(단위: 십억 원)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의 [표 28]는 신규양수 3기에 한해서 수익을 계산한 것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정산을 달리해서 계산하였다. 위 [표 27]과 마찬가지로 정산 

방식에 따라 신규양수 3기의 수익에 큰 변화가 관찰된다. 지시 정산 결과 약 562억 

원의 수익을 3개의 신규 양수발전기가 얻을 수 있었지만 건설비와 고정비를 고려한 

연간 비용(1,394억 원)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U 시나리오에서 

신규양수 3기의 B/C 분석 결과 0.406으로 경제성이 크게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BAU에서의 신규 양수 3기의 수익 및 B/C 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정산 방식 단위 BAU 수익 연간 비용 B/C 

계획 정산 (십억 원) 5.6 
138.4 

0.040 

지시 정산 (십억 원) 56.2 0.406 

자료: 저자 작성 

  

정산 방식 단위 BAU 수익 

계획 정산 (십억 원) 10.6 

지시 정산 (십억 원)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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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 결과 

 

본 절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발전량 비중 

변화를 확인하면, 신재생 설비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 원전, 석탄, LNG 모두 발전 비중이 

감소한다. 원전은 모형 설계상 영향이 적은 반면, 석탄과 LNG의 감소율이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LNG의 발전 비중 감소보다 석탄의 발전 비중 

감소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석탄의 기동특성이 LNG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신재생의 변동성과 간헐성에 상대적으로 석탄이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LNG의 발전비중에 비해 더 큰 발전비중이 감소폭이 나타나는 

것이다. 양수발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발전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신재생 설비 추가 진입에 따른 낮 시간대의 양수량의 증가를 통해 저녁 

시간대에 양수발전이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9]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 결과 

(단위: %, %p) 

시나리오 BAU R25 R30 R35 R40 

원전 23.58% 23.53% 23.41% 22.96% 22.30% 

석탄 35.88% 33.62% 30.75% 28.15% 25.69% 

LNG 20.13% 17.58% 15.85% 14.75% 14.30% 

유류 0.00% 0.00% 0.00% 0.00% 0.00% 

양수 0.76% 0.89% 1.00% 1.05% 1.06% 

신재생 19.65% 24.37% 28.99% 33.08% 36.65%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BAU 대비 발전 비중 변화 

원전 - -0.05%p -0.17%p -0.62%p -1.28%p 

석탄 - -2.26%p -5.13%p -7.73%p -10.19%p 

LNG - -2.55%p -4.28%p -5.38%p -5.83%p 

유류 - 0.00%p 0.00%p 0.00%p 0.00%p 

양수 - 0.13%p 0.24%p 0.29%p 0.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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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아래의 [그림 5], [그림 6]는 시간대별 석탄 및 LNG의 발전량 평균을 나타내는데, 

[그림 5],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증가할수록 

10~17시 사이에 두 발전원 모두 발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석탄 발전량의 감소분은 발전기 가동 정지분과 출력 감소분으로 나눌 수 있는다. 예를 

들어, R40 시나리오의 경우 새벽 시간대는 약 22.2GWh 수준을 유지하다가 18시 이후 

약 20.7GWh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약 1.5Wh 수준의 석탄발전기가 오전까지만 

가동하다 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석탄 발전의 평균 최소정지시간이 

12.9시간임을 고려한 결과이다. 반면에 19GWh 수준에서 9.2GWh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석탄 발전기가 출력을 낮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LNG의 경우 오전 시간대와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량을 보여주다 16시 

이후 급격하게 발전량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끝나는 16시에 맞춰 많은 LNG 발전기가 출력을 높이거나 새롭게 기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동소요시간이 짧고, 

기동비용이 저렴한 발전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석탄이 LNG보다 급전우선순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하지 못한 기동특성 때문에 오전 시간대 이후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LNG의 경우 

급전우선순위는 낮지만 기동특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16시 이후에 

재기동되거나 출력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시간대별 평균 양수 보관전력량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양수발전기가 낮 시간대에 많은 전력량을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관전력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 시간대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력을 양수에 저장했다가 17시 이후에 

발전하는 양수운영 행태를 관찰할 수 있다. 즉, 예비력 제공과 피크전력 감축이라는 

현재 양수발전의 역할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평준화하는 용도로 양수발전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발전량 

(단위: GWh) 

신재생 - 4.72%p 9.34%p 13.44%p 17.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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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LNG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양수 보관전력량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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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아래의 [표 30]은 신재생 발전량이 상승 시나리오별 발전에 사용되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다. 신재생 발전량이 많아질수록 발전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모형은 급전만 결정하는 모형으로 이미 건설된 발전기의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기동비용의 경우 

신재생 발전비중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R40 시나리오는 

BAU 대비 약 247% 높은 기동비용을 갖는다. 즉, 신재생 발전비중 상승에 따라 

발전기의 기동 및 정지 횟수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신재생 발전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R40 시나리오에서 BAU 대비 

24.8%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확인된다.  

[표 30]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십억 원,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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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 R25 R30 R35 R40 

총발전비용 

(십억 원) 
27219.7 24831.4 22725.8 21384.0 20636.7 

연료비용 

(십억 원) 
22228.9 20197.2 18299.3 16548.7 14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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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31]은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양수발전의 이용률과 정산 

결과를 나타낸다. 정산의 경우 계획과 지시로 나뉘어 제시하는데, 현 정산 규칙에서는 

양수발전 사업자가 하루 전 시장에서 양수량 및 발전량을 입찰을 할 유인이 적어 지시 

정산 값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B/C 분석의 경우 지시 정산값을 사용하여 

계산해주었다. 신재생 발전비중이 증가할수록 계획 및 지시 정산의 값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R40 시나리오의 경우 BAU 대비 계획 정산은 약 18배, 지시 

정산은 약 5배 정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 상승의 배경에는 [표 

29]에서 나타나는 양수발전량의 상승과 더불어 신재생 설비의 출력변동에 따른 

계통한계가격이 크게 변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의 

발전으로 인해 SMP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태양광 발전을 양수전력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LNG 복합화력이 기동되면서 

SMP는 상승하게 된다. 대부분의 양수가 이때 발전하기 때문에 전력이 저렴할 때 

양수할 수 있으며, 전력이 비쌀 때 팔 수 있어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비용 

(십억 원) 
4948.4 4575.0 4187.1 3915.6 3720.5 

기동비용 

(십억 원) 
42.4 52.2 87.2 110.3 147.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톤) 
247.4 228.8 209.4 195.8 186.0 

BAU 대비 변화율 

총발전비용 - -8.77% -16.51% -21.44% -24.18% 

연료비용 - -9.14% -17.68% -25.55% -32.64% 

환경비용 - -7.55% -15.39% -20.87% -24.81% 

기동비용 - 23.01% 105.60% 160.17% 247.27% 

온실가스 배출량 - -7.54% -15.38% -20.87%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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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양수발전 이용률 정산 결과 

(단위: 십억 원, %, %p) 

출처: 저자 작성 

[표 32]은 신규 양수 3기에 한해 수익과 B/C를 분석한 결과로 위 [표 31]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30%를 넘는 R30 시나리오부터 

B/C 값이 1을 넘어 양수발전의 기술적 계통기여분을 제외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 수준인 R40 시나리오에선 1.824의 

B/C 값을 보여주며 높은 경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별 신규 양수 3기의 수익 및 B/C 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정산방법 BAU R25 R30 R35 R40 

계획 정산 5.6 11.9 16.0 25.1 73.8 

지시 정산 56.2 77.7 159.5 166.1 252.4 

연간 비용 138.4 

B/C 0.406 0.562 1.153 1.200 1.824 

출처: 저자 작성  

정산방법 BAU R25 R30 R35 R40 

이용률 7.9% 9.3% 10.5% 11.2% 11.6% 

계획 정산 10.6 29.5 44.6 68.5 203.1 

지시 정산 97.0 152.7 339.2 363.1 564.1 

BAU 대비 변화율 

이용률 - 1.4% 2.6% 3.3% 3.7% 

계획 정산 - 178.13% 320.50% 546.11% 1815.87% 

지시 정산 - 57.43% 249.65% 274.30% 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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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 결과 

 

본 절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우선, 다음의 

[표 33]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별 각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나타낸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석탄의 발전비중 감소와 더불어 LNG의 

발전비중 증가가 나타난다. 특히 ETS4(탄소배출권 4만원) 시나리오에선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 차이가 0.60%p 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어 석탄과 LNG의 

급전우선순위 차이가 미미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ETS5 시나리오에선 

LNG가 석탄의 발전비중을 역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급전우선순위에서 LNG가 오히려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양수발전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하면서 발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ETS7 시나리오에서 살짝 반등한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석탄과 LNG의 급전우선순위의 차이가 좁혀지다 ETS7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LNG가 

석탄에 비해 급전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양수발전의 경제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즉, 

ETS6 이하의 시나리오에선 석탄과 LNG의 비용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력이 

저렴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비쌀 때 발전한다는 양수발전의 기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ETS7 시나리오부터 양수발전의 발전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탄소배출권 가격이 7만원 부근에 형성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LNG 발전 전력)을 충전해 비싼 전력(석탄 발전 전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 결과 

(단위: %, %p) 

시나리오 BAU ETS3 ETS4 ETS5 ETS6 ETS7 

원전 23.58% 23.62% 23.66% 23.69% 23.70% 23.68% 

석탄 35.89% 32.86% 28.37% 22.13% 16.94% 13.07% 

LNG 20.13% 23.21% 27.77% 34.06% 39.25% 43.10% 

유류 0.00% 0.00%   0.00%  

양수 0.76% 0.64% 0.48% 0.37% 0.37%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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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아래의 [그림 8~10]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LNG 

발전량과 양수보관전력량을 보여준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석탄의 경우 

발전량이 크게 감소하고 이를 LNG로 대체하는 것이 확인된다. 

양수발전의 경우 [그림 10]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보관하는 

양수량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동특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LNG가 

많이 가동되고 있을 때는 LNG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8]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발전량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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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가격상승시나리오별시간대별평균석탄발전량

BAU ETS3 ETS4 ETS5 ETS6 ETS7

신재생 19.64% 19.68% 19.71% 19.74% 19.74% 19.73%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AU 대비 발전 비중 변화 

원전 - 0.04%p 0.08%p 0.11%p 0.12%p 0.10%p 

석탄 - -3.02%p -7.51%p -13.75%p -18.94%p -22.81%p 

LNG - 3.08%p 7.64%p 13.93%p 19.12%p 22.97%p 

유류 - 0.00%p 0.00%p 0.00%p 0.00%p 0.00%p 

양수 - -0.12%p -0.28%p -0.39%p -0.39%p -0.34%p 

신재생 - 0.03%p 0.06%p 0.09%p 0.09%p 0.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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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9]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LNG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0]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양수 보관전력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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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4]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발전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발전비용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LNG 발전량 상승에 따른 LNG 연료 

구입비용 증가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환경비용 증가로 나눌 수 있다. LNG 

연료 구입비용 증가의 경우 연료비용으로 반영되어 ETS7 시나리오에선 BAU 대비 

16.45%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비용은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으로 

산정되는데, ETS7 시나리오에서는 BAU 대비 147.89% 상승하여 12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높은 석탄 발전이 LNG 

발전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5~6만원 

사이일 경우 2031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4.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표 34]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십억 원, 백만 톤) 

시나리오 BAU ETS3 ETS4 ETS5 ETS6 ETS7 

총발전비용 

(십억 원) 
27219.7 29694.6 32082.7 34313.2 36343.1 38202.7 

연료비용 

(십억 원) 
22228.9 22526.2 23149.2 24166.6 25117.3 25884.4 

환경비용 

(십억 원) 
4948.4 7122.2 8885.7 10100.3 11178.2 12266.8 

기동비용 

(십억 원) 
42.4 46.2 47.7 46.2 47.6 51.4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톤) 
247.4 237.4 222.1 202.0 186.3 175.2 

BAU 대비 변화율 

총발전비용 - 9.09% 17.87% 26.06% 33.52% 40.35% 

연료비용 - 1.34% 4.14% 8.72% 12.99% 16.45% 



62 

 

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35]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전체 양수발전의 이용률과 

수익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용률의 경우 [표 33]과 [그림 10]에서 확인했듯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양수발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가 ETS7 시나리오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지시 정산의 

경우 약 BAU에서 970억 원이었지만 ETS6 시나리오에서 최저값인 370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양수발전의 수익률이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양수발전 이용률 및 정산 결과 

(단위: 십억 원, %, %p) 

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36]은 신규 양수 3기에 대해서만 수익과 B/C를 분석한 것으로 신규 

양수 3기의 경제성을 나타낸다. 신규 양수 3기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산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BAU 시나리오에선 56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탄소배출권 7만원일 경우 273억 원으로 수익이 급감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C 값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환경비용 - 43.93% 79.57% 104.11% 125.89% 147.89% 

기동비용 - 8.82% 12.56% 9.02% 12.26% 21.27% 

온실가스 배출량 - -4.05% -10.22% -18.35% -24.70% -29.17% 

정산방법 BAU ETS3 ETS4 ETS5 ETS6 ETS7 

이용률 7.93% 6.63% 5.02% 3.89% 3.83% 4.36% 

계획 정산 10.6 11.69 7.37 1.93 10.99 28.38 

지시 정산 97.0 75.90 55.37 38.30 36.92 38.14 

BAU 대비 변화율 

이용률 - -1.31%p -2.91%p -4.04%p -4.11%p -3.57%p 

계획 정산 - 10.39% -30.41% -81.78% 3.78% 168.05% 

지시 정산 - -21.72% -42.89% -60.50% -61.92%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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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은 신규 양수 3기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6]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별 신규 양수 3기의 수익 및 B/C 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정산방법 BAU ETS3 ETS4 ETS5 ETS6 ETS7 

계획 정산 5.6 5.5 4.3 1.3 8.2 19.9 

지시 정산 56.2 45.3 38.4 29.5 28.2 27.3 

연간 비용 138.4 

B/C 0.406 0.327 0.277 0.213 0.204 0.197 

출처: 저자 작성 

  



64 

 

제４절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결과 

 

본 절에서는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에 따른 결과를 제공한다. 다음 [표 37]을 

살펴보면, 발전량 비중의 변화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BAU 에서 ES 시나리오가 될 때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1.56%p 감소하고, 이를 LNG 를 이용해 대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S 시나리오의 태양광 비중이 풍력보다 많이 크기 때문인데, 

풍력보다 간헐성이 더 큰 태양광이 발전자원으로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출력 감소율, 

최소발전용량, 최소정지시간 등의 기동특성이 좋은 LNG 를 통해 유연한 발전을 할 

유인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수발전의 경우 태양광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고, 풍력 발전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질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간헐성이 큰 태양광 발전비중이 상승할 경우 낮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는 것이 낮 시간대의 발전기의 출력 감소, 정지 및 재기동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낮에 태양광을 양수에 저장하지 않고 수요를 

충당하는데 바로 사용할 경우 수요와 생산을 맞추기 위해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효율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37]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 결과 

(단위: %, %p) 

시나리오 BAU SS ES SW EW 

원전 23.58% 23.52% 23.42% 23.62% 23.64% 

석탄 35.88% 35.38% 34.32% 36.08% 35.95% 

LNG 20.13% 20.56% 21.62% 20.01% 20.17% 

유류 0.00% - 0.00% 0.00% 0.00% 

양수 0.76% 0.94% 1.13% 0.61% 0.54% 

신재생 19.65% 19.60% 19.51% 19.68% 19.70%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BAU 대비 발전 비중 변화 

원전 - -0.06%p -0.16%p 0.04%p 0.06%p 

석탄 - -0.50%p -1.56%p 0.20%p 0.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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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그림 11], [그림 12]은 시나리오 변화에 따른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및 

LNG의 발전량을 나타낸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태양광의 진입비중이 풍력보다 

높아지는 SS, ES 시나리오에서 낮 시간대의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의 진입비중이 가장 높은 ES 시나리오의 경우 약 9 GW 수준의 석탄 발전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줄어든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이 끝나는 17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한다. 풍력의 진입비중이 가장 높은 EW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발전량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간헐성이 적은 풍력 발전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도 낮 시간대의 LNG 발전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태양광의 진입비중이 높은 ES 시나리오 기준 약 7 GW 수준의 출력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태양광의 높은 발전량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출력을 감소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풍력의 진입비중이 높은 SW, EW 시나리오 

모두에서 낮 시간대의 높은 부하를 LNG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패턴 역시 관찰 가능하다. 

이는 전력부하가 높은 낮 시간대의 전력을 LNG를 통해 생산한다는 것으로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3]는 소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양수 보관전력량을 제시하는데 

태양광의 비중이 높은 ES, SS 시나리오에서 낮 시간대의 많은 전력을 보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17시부터 보관된 양수를 통해 발전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수발전이 피크전력 감소의 역할보단 태양광의 간헐성에 계통안정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풍력의 

발전비중이 높은 EW 시나리오에선 부하가 낮은 새벽 시간대에 생산된 전력을 

보관했다가 부하가 높아지는 아침 및 오후 시간대에 발전에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풍력은 시간대별로 이용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결과로 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발전한 풍력 전력량을 평활화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LNG - 0.43%p 1.49%p -0.12%p 0.04%p 

유류 - 0.00%p 0.00%p 0.00%p 0.00%p 

양수 - 0.18%p 0.37%p -0.15%p -0.22%p 

신재생 - -0.05%p -0.14%p 0.03%p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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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2] 신재생 설비 진입부징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LNG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3]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양수 보관전력량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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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8]은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발전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를 보여준다. 위의 [표 37]에서도 확인했듯이 태양광 비중이 높아지는 SS, 

ES 시나리오에서 석탄 발전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이를 LNG로 대체하는데 이에 따라 

SS, ES 시나리오에서는 연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비중이 

높아질 경우 기동비용이 최대 95%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태양광이 

주로 발전하는 오전, 낮 시간대에 정지했던 발전기가 태양광 발전이 멈추는 17시 이후 

시간대에 재기동하는 것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석탄이 상대적으로 기동특성이 우수한 LNG로 대체되기 때문에 연료비용이 

높아지고, 태양광의 간헐성으로 인해 기동비용이 증가해 총발전비용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석탄이 LNG로 대체되면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ES 기준 1.31%)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십억 원,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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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평균양수보관전력량

BAU SS ES SW EW

시나리오 BAU SS ES SW EW 

총발전비용 

(십억 원) 
27219.7 27360.3463 27703.6 27156.4 27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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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39]는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양수발전의 이용률과 

최종 정산 결과를 보여주는데. 태양광의 상대적인 진입비중이 증가하는 SS, ES 

시나리오에서는 이용률과 함께 정산 금액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 

시나리오에선 BAU 대비 이용률은 4.0%p 증가하며, 지시 정산 기준 237% 상승한 

3,277억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양광이 낮에 발전하면서 낮 시간대의 

계통한계가격을 떨어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수전력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발생한 결과이다. 또한, 태양광이 발전을 마치는 저녁 시간대의 LNG의 기동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 상승을 통해 양수 판매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풍력의 상대 

비중이 높아지는 SW, EW 시나리오에서는 양수 이용률 하락이 확인되는데, 정산의 경우 

계획 정산은 크게 감소하지만 지시 정산에는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SW, EW 

시나리오에서의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용 

(십억 원) 
22228.9 22381.29848 22737.6 22165.2 22194.5 

환경비용 

(십억 원) 
4948.4 4925.831887 4883.36 4952.23 4940.25 

기동비용 

(십억 원) 
42.4 53.21593668 82.6052 39.0163 43.672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톤) 
247.4 246.2915943 244.168 247.612 247.013 

BAU 대비 변화율 

총발전비용 - 0.52% 1.78% -0.23% -0.15% 

연료비용 - 0.69% 2.29% -0.29% -0.15% 

환경비용 - -0.46% -1.31% 0.08% -0.16% 

기동비용 - 25.51% 94.82% -7.98% 3.00% 

온실가스 배출량 - -0.45% -1.31% 0.0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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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양수발전 이용률 및 정산 결과 

(단위: 십억 원, %) 

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40]은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신규 양수의 수익과 B/C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태양광의 상대 비중이 높아질 경우 신규 양수 

3기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태양광 상대 비중이 가장 높은 ES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성이 1을 넘는 것을 확인하여, 양수발전이 계통에 기여하는 다른 

기술적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의 시나리오에선 신규 

양수 3기의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40]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별 신규 양수 3기의 수익 및 B/C 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정산방법 BAU SS ES SW EW 

계획 정산 5.6 11.6 23.6 -0.9 -14.0 

지시 정산 56.2 61.7 141.8 41.1 93.5 

연간 비용 138.4 

B/C 0.406 0.446 1.025 0.297 0.676 

출처: 저자 작성 

  

정산방법 BAU SS ES SW EW 

이용률 7.9% 9.8% 11.9% 6.3% 5.7% 

계획 정산 10.6 28.4 70.6 0.9 -19.7 

지시 정산 97.0 128.1 327.7 65.2 135.2 

BAU 대비 변화율 

이용률 - 1.9%p 4.0%p -1.6%p -2.2%p 

계획 정산 - 168.5% 567.0% -91.7% -286.3% 

지시 정산 - 32.1% 237.0% -32.8% 39.4% 



70 

 

제５절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LNG 가격 변화에 따른 전력시장의 변화 양상과 양수발전기의 

수익성에 대한 모형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의 [표 41]은 LNG 가격변화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나타내는데, 2031 년 LNG 의 가격이 2018 년의 80% 수준인 

경우를 가정한 L80 시나리오에선 LNG 가 석탄보다 높은 급전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다. L80 의 경우 석탄의 발전량이 17.48%p 감소하였고, 감소분의 대부분이 

LNG 로 대체되었다. 또한 LNG 가격이 증가할수록 석탄의 발전비중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급전우선순위가 높았던 연료 직도입 LNG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고, 효율이 

좋지 않은 석탄이 가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수의 경우 LNG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비중이 감소하고, LNG 가격이 증가할 경우 

발전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양수발전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당연할 결과라고 생각된다. LNG 가격이 20% 수준 하락해 L80 시나리오가 될 경우 

LNG 가 석탄보다 급전우선순위가 높아 우선 발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LNG 의 

기동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의 발전비중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LNG 

가격하락으로 인해 석탄과 LNG 사이의 발전단가 차이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가 사라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구입해 비싼 전력을 대체한다는 

양수발전의 기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LNG 가격이 상승하는 L110, 

L120 시나리오의 경우 석탄과 LNG 사이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석탄의 상대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이로 인해 석탄을 이용해 발전한 전력을 양수에 저장했다가 LNG 를 

대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급전이 되고, 결과적으로 양수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해 

발전비중이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 결과 

(단위: %, %p) 

시나리오 BAU L80 L90 L110 L120 

원전 23.58% 23.67% 23.61% 23.54% 23.51% 

석탄 35.88% 18.39% 30.79% 38.39% 39.26% 

LNG 20.13% 37.76% 25.28% 17.57% 16.66% 

유류 0.00% -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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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그림 14], [그림 15]는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과 

LNG 발전량을 보여준다. 위 [표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L80 시나리오에선 

석탄의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고, 줄어든 발전량을 LNG로 대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NG 가격이 비싸지는 L110, L120 시나리오에서 낮 시간대 석탄의 발전량 감소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낮 시간대의 석탄의 출력 감소를 하기보단 석탄의 잉여 

발전량을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대의 LNG를 대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NG 가격이 저렴해진 L80 시나리오에서도 석탄의 출력 감소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이미 계통에 많이 병입된 LNG가 유연한 운전을 통해 석탄에게 최소한의 

출력 감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LNG의 경우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에 출력이 크게 감소했다가 태양광의 발전이 끝나는 16~17시를 기준으로 

발전량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의 경우 [표 4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L110, L120에서 양수발전의 

보관전력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태양광의 

간헐성과 더불어 석탄의 출력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낮 시간대에 양수를 보관해 저녁 

시간대의 LNG 발전량을 삭감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LNG의 연료가격이 낮아지는 L80, L90 시나리오에선 LNG의 급전우선순위가 

높아져 계통에 많이 병입된다. 석탄에 비해 유연한 운전이 가능한 LNG를 활용하여 

양수발전의 보관전력량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양수 0.76% 0.45% 0.64% 0.89% 0.99% 

신재생 19.65% 19.72% 19.67% 19.61% 19.59%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BAU 대비 발전 비중 변화 

원전 - 0.09%p 0.03%p -0.04%p -0.07%p 

석탄 - -17.49%p -5.09%p 2.51%p 3.38%p 

LNG - 17.63%p 5.15%p -2.56%p -3.47%p 

유류 - 0.00%p 0.00%p 0.00%p 0.00%p 

양수 - -0.31%p -0.12%p 0.13%p 0.23%p 

신재생 - 0.07%p 0.02%p -0.04%p -0.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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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5]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LNG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6]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양수 보관전력량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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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LNG 가격 변화에 따른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표 42]에 요약되어 제시되는데, 

L80 시나리오의 총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LNG가 석탄을 

대체해서 LNG의 사용량이 많아졌지만, LNG의 가격이 20%가량 저렴해져 연료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LNG 사용량이 많아지는 L80, L90의 경우 

LNG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L80 

시나리오에선 BAU 대비 22.35%의 온실가스 저감이 되며, L90의 경우 6.61%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LNG의 가격이 증가하는 L110, 

L120 시나리오의 경우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료비용이 증가하고, 석탄이 좀 더 

발전에 사용됨으로써 환경비용 역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석탄이 조금 더 발전에 이용되면서 BAU 대비 최대 4.54%(L120 시나리오)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2]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십억 원,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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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U L80 L90 L110 L120 

총발전비용 

(십억 원) 
27219.1 25027.9 26282.3 28017.9 28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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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43]는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양수발전의 이용률과 정산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이용률의 경우 LNG 가격이 낮을수록 낮아지고, LNG 가격이 올라가면 

이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익의 경우 계획 정산과 지시 정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꽤 발생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대에는 LNG가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데, 전력수요가 높은 특정 시간대에는 유류가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한다. L80의 경우 평소시간대의 계통한계가격은 LNG 가격하락으로 인해 

낮아지지만 유류가 설정한 당일 최고 계통한계가격으로 인해 지시 정산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로 인해 정산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양수발전 이용률 및 정산 결과 

(단위: 십억 원, %) 

연료비용 

(십억 원) 
22229.0 21155.5 21616.1 22865.6 23559.0 

환경비용 

(십억 원) 
4947.5 3832.0 4620.6 5110.6 5172.2 

기동비용 

(십억 원) 
42.5 40.4 45.6 41.7 43.0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톤) 
247.4 191.6 231.0 255.5 258.6 

BAU 대비 변화율 

총발전비용 - -8.05% -3.44% 2.93% 5.71% 

연료비용 - -4.83% -2.76% 2.86% 5.98% 

환경비용 - -22.55% -6.61% 3.30% 4.54% 

기동비용 - -5.05% 7.22% -1.87% 1.13% 

온실가스 배출량 - -22.55% -6.61% 3.30%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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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44]은 LNG 가격 변화에 따른 신규 양수 3기의 수익과 B/C 수익성 

결과 분석을 제시한다. 이 역시 위의 [표 43]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변화에 따른 

일관성이 크게 관찰되지는 않으며, 이는 계통한계가격의 변화 양상이 시나리오별로 달라 

발생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LNG 가격 변화 시나리오별 신규 양수 3기 수익 및 결과 분석 

(단위: 십억 원) 

정산방법 BAU L80 L90 L110 L120 

계획 정산 5.6 17.7 24.3 8.9 7.4 

지시 정산 56.2 95.7 58.5 51.7 72.6 

연간 비용 138.4 

B/C 0.406 0.691 0.422 0.374 0.524 

출처: 저자 작성 

  

정산방법 BAU L80 L90 L110 L120 

이용률 7.9% 4.7% 6.7% 9.3% 10.4% 

계획 정산 10.6 27.0 40.8 23.2 23.4 

지시 정산 97.0 137.9 95.0 99.3 153.0 

BAU 대비 변화율 

이용률 - -3.2% -1.2% 1.4% 2.5% 

계획 정산 - 154.96% 284.51% 118.41% 120.39% 

지시 정산 - 42.13% -2.09% 2.37% 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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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절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전력시장의 변화와 양수발전의 

수익성 변화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표 45]에는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양수발전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에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수발전의 효율이 개선됨에 따라 LNG의 발전량이 

0.09%p 소폭 하락하는데 이는 석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양수에 저장했다가 LNG를 

대체할 유인이 조금 더 생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수발전의 경우 효율 개선에 따라 

발전비중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양수발전의 효율 증가는 양수 

사용량 증가에 유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5]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발전량 비중 결과 

(단위: %, %p) 

출처: 저자 작성 

시나리오 BAU EFF82 EFF83 EFF84 EFF85 

원전 23.58% 23.56% 23.54% 23.53% 23.51% 

석탄 35.88% 35.90% 35.88% 35.88% 35.85% 

LNG 20.13% 20.08% 20.07% 20.05% 20.04% 

유류 0.00% 0.00% 0.00% 0.00% 0.00% 

양수 0.76% 0.84% 0.89% 0.95% 1.00% 

신재생 19.65% 19.63% 19.61% 19.60% 19.59%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BAU 대비 발전 비중 변화 

원전 - -0.02%p -0.04%p -0.05%p -0.07%p 

석탄 - 0.02%p 0.00%p 0.00%p -0.03%p 

LNG - -0.05%p -0.06%p -0.08%p -0.09%p 

유류 - 0.00%p 0.00%p 0.00%p 0.00%p 

양수 - 0.08%p 0.13%p 0.19%p 0.24%p 

신재생 - -0.02%p -0.04%p -0.05%p -0.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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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7], [그림 18]은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제시한다. 우선, 양수발전기의 효율 개선에 따른 석탄과 LNG의 

발전량 패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낮 시간대의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석탄의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양수발전기의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전량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수발전기의 효율이 

개선됨에 따라 석탄 발전의 출력을 줄이는 것보다 낮 시간대에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대의 LNG를 대체하기 위한 유인이 조금 더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9]은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에 따른 양수 보관전력량을 나타내는데, 기존 

양수발전기의 효율이 좋아짐에 따라 양수에 보관할 유인이 상승하여, 양수발전기에 양수 

및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로 역시 낮 시간대의 태양광의 

발전량으로 인해 양수가 많이 이뤄짐과 태양광의 발전이 끝나는 저녁 시간대의 발전이 

많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효율 개선 정도에 따라 약 4GWh 정도의 

양수가 추가로 보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석탄 발전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8]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LNG 발전량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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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그림 19]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평균 양수 보관전력량 

(단위: GWh) 

 

출처: 저자 작성 

다음의 [표 46]는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는데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지만 양수발전기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동비용이 최대 3.2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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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전력을 양수발전에 저장할 유인이 높아져 새로 LNG 발전기를 기동하지 않고 

양수발전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발전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표 46]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십억 원, 백만 톤, %) 

출처: 저자 작성 

다음은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양수발전의 이용률과 정산 결과로, 전체 

양수발전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률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양수발전의 메커니즘을 

 BAU EFF82 EFF83 EFF84 EFF85 

총발전비용 

(십억 원) 
27219.7 27216.7 27214.4 27213.7 27210.5 

연료비용 

(십억 원) 
22228.9 22223.1 22221.3 22218.7 22216.3 

환경비용 

(십억 원) 
4948.4 4951.4 4952.0 4953.3 4953.2 

기동비용 

(십억 원) 
42.4 42.2 41.1 41.7 41.0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톤) 
247.4 247.6 247.6 247.7 247.7 

BAU 대비 변화율 

총발전비용 - -0.01% -0.02% -0.02% -0.03% 

연료비용 - -0.03% -0.03% -0.05% -0.06% 

환경비용 - 0.06% 0.07% 0.10% 0.10% 

기동비용 - -0.63% -3.04% -1.74% -3.32% 

온실가스 배출량 - 0.06% 0.07% 0.1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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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시정산의 경우 최대 14%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양수발전 이용률 및 정산 결과 

(단위: 십억 원, %) 

출처: 저자 작성 

다음 [표 48]은 양수발전 효율 개선에 따른 신규 양수 3기의 수익 및 B/C 

분석결과로 다른 발전기의 효율이 개선될수록 신규 양수 3기가 기존의 양수발전기에 

비해 가지고 있던 상대적 이점이 사라져 정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 양수발전기에 비해 신규 양수의 경쟁력이 사라져 정산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양수발전기 효율 개선 시나리오별 신규 양수 3기의 수익 및 B/C 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정산방법 BAU EFF82 EFF83 EFF84 EFF85 

계획 정산 5.6  5.9  2.6  3.1  2.8  

지시 정산 56.2  50.9  51.6  46.6  44.5  

연간 비용 138.4 

B/C 0.406 0.368 0.373 0.337 0.322 

출처: 저자 작성 

  

정산방법 BAU EFF82 EFF83 EFF84 EFF85 

이용률 8.85% 9.77% 10.41% 11.03% 11.67% 

계획 정산 10.59 16.53 9.10 14.56 14.97 

지시 정산 96.96 103.06 107.70 106.47 110.51 

BAU 대비 변화율 

이용률 - 0.92%p 1.55%p 2.18%p 2.82%p 

계획 정산 - 56.11% -14.05% 37.56% 41.46% 

지시 정산 - 6.29% 11.08% 9.81%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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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시나리오별 결과 종합 

항목 비용 항목 （십억 원） 
환경 항목 

（백만 톤） 
신규 양수 항목 （십억 원， ％） 

시나리오 발전비용 연료비용 환경비용 기동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신규 양수 

계획 정산 

신규 양수 

지시 정산 

신규 양수 

지시 B/C 

신재생 발전량 상승 시나리오 

ＢＡＵ 27219.7 22228.9 4948.4 42.4 247.4 5.6 56.2 0.406 

Ｒ２５ 24831.4 20197.2 4575.0 52.2 228.8 11.9 77.7 0.562 

Ｒ３０ 22725.8 18299.3 4187.1 87.2 209.4 16.0 159.5 1.153 

Ｒ３５ 21384.0 16548.7 3915.6 110.3 195.8 25.1 166.1 1.200 

Ｒ４０ 20636.7 14973.8 3720.5 147.2 186.0 73.8 252.4 1.824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시나리오 

ＢＡＵ 27219.7 22228.9 4948.4 42.4 247.4 5.6 56.2 0.406 

ＥＴＳ３ 29694.6 22526.2 7122.2 46.2 237.4 5.5 45.3 0.327 

ＥＴＳ４ 32082.7 23149.2 8885.7 47.7 222.1 4.3 38.4 0.277 

ＥＴＳ５ 34313.2 24166.6 10100.3 46.2 202.0 1.3 29.5 0.213 

ＥＴＳ６ 36343.1 25117.3 11178.2 47.6 186.3 8.2 28.2 0.204 

ＥＴＳ７ 38202.7 25884.4 12266.8 51.4 175.2 19.9 27.3 0.197 

신재생 설비 진입비중 변화 시나리오 



82 

 

출처: 저자 작성

ＢＡＵ 27219.7 22228.9 4948.4 42.4 247.4 5.6 56.2 0.406 

ＳＳ 27360.3 22381.3 4925.8 53.2 246.3 11.6 61.7 0.446 

ＥＳ 27703.6 22737.6 4883.4 82.6 244.2 23.6 141.8 1.025 

ＳＷ 27156.4 22165.2 4952.2 39.0 247.6 -0.9 41.1 0.297 

ＥＷ 27178.4 22194.5 4940.3 43.7 247.0 -14 93.5 0.676 

ＬＮＧ 가격 변화 시나리오 

ＢＡＵ 27219.7 22228.9 4948.4 42.4 247.4 5.6 56.2 0.406 

Ｌ８０ 25028.8 21158.8 3829.8 40.2 191.5 17.7 95.7 0.691 

Ｌ９０ 26281.8 21617.3 4619.2 45.3 231.0 24.3 58.5 0.422 

Ｌ１１０ 28017.5 22864.6 5110.9 42.0 255.5 8.9 51.7 0.374 

Ｌ１２０ 28774.3 23558.8 5172.4 43.2 258.6 7.4 72.6 0.524 

양수발전 효율 개선 시나리오 

ＢＡＵ 27219.7 22228.9 4948.4 42.4 247.4 5.6 56.2 0.406 

ＥＦＦ８２ 27216.7 22223.1 4951.4 42.2 247.6 6.0 50.9 0.368 

ＥＦＦ８３ 27214.4 22221.3 4952.0 41.1 247.6 2.6 51.6 0.373 

ＥＦＦ８４ 27213.7 22218.7 4953.3 41.7 247.7 3.1 46.6 0.337 

ＥＦＦ８５ 27210.5 22216.3 4953.2 41.0 247.7 2.9 44.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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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１절 연구 결론 

 

본 연구는 발전비용 최소화를 목적식으로 하는 시간단위 발전기별 급전계획 모형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미래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신규 양수발전기의 

이용 패턴 및 경제성을 분석했다. 미래 전력시장 변화 분석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전력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신재생 발전비중 35~40% 또는 

탄소배출권 가격 5~6만원 사이 또는 LNG 가격 20% 가격 하락 시나리오에선 관계부처 

합동(2018)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인 192.7백만 톤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LNG 수입 국가로 LNG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탄소배출권 가격 역시 시장 논리에 의해 정해지는 점들을 감안할 때 이 두가지 방법은 

정책을 통한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에 신재생 발전비중을 35% 이상으로 

올리는 것만이 정책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양수 3기의 경제성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신규 양수발전 3기의 

2031년 B/C 분석값은 1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규 양수발전기의 경제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31년 목표값인 

20%보다 더 상승해 30%를 달성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여도 

태양광의 상대적 발전비중이 풍력보다 크게 높아 질 경우에는 신규 양수발전기의 B/C 

분석값이 1을 넘어 신규 양수발전기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9)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5%로 잡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양수발전의 

수명을 55년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031년의 양수발전의 경제성이 머무르기보단 

시간이 지나 신재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9년부터 

2031년까지 들어오는 신규 양수는 가변속양수(Variable Speed Pumped Hydro)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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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보다 빠른 출력조절을 할 수 있으며 양수 시에도 양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장점이 존재한다. 즉,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분 단위에 큰 변동성을 가져도 

양수 발전으로 계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게획(산업통상자원부, 2017a)에 따르면 2031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의 합은 13.5% 수준이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이 절반인 6.75%씩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에 따르면 태양광은 연도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반대로 풍력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비즈(2019년 

12월 3일)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태양광 설비 목표치인 1.42GW는 2018년 10월에 

달성되었으며, 올해 목표치인 1.63GW는 올 7월에 달성했다. 즉, 계획보다 많은 태양광 

발전이 현재 전력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은 풍력에 비해 더 큰 간헐성을 

갖고 있는 자원으로써 본 모형의 분석결과 태양광의 발전비중 증가는 양수발전의 

수익성을 크게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즉, 본 모형에서의 ES 또는 SS 시나리오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신규 양수 발전기의 수익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양수발전의 양수량과 발전량을 정산하는 규칙에 따라 양수발전기의 경제성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정산규칙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양수발전 사업자가 하루 전 시장에서 발전과 양수를 입찰할 유인이 많이 

떨어진다. 이는 당일 시장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로 인해 발전할 경우 당일 최고 

시장가격으로 정산 받을 뿐 아니라, 하루 전 시장에서 발전량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양수량도 함께 입찰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3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 확대와 그에 따른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경우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에 현재보다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발전 사업자는 현재보다 더 하루 전 시장에서 발전량과 

양수량을 입찰할 유인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전력시장 정산 규칙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전력계통 운영자와 양수발전 사업자 사이의 게임의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피크부하 감축 및 예비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양수발전이 미래에는 

낮 시간대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대에 발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낮 시간대에 높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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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을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대에 발전해 평활화(smoothing)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낮 시간대의 전력수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한 값인 유효수요가 

줄어들어도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감소 및 기동, 정지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 비용 

재기동에 비용 여기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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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 한계 

 

우선, 본 모형에서는 수요예측 실패, 발전기의 고장, 분 단위의 기후적 변동성 등의 

계통운영의 불확실성은 반영되지 않아 양수발전이 계통운영에 기여하는 바를 전부 

고려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즉,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실제 모형 검증에서 모형의 양수발전량은 전력거래소 실제 

양수발전량의 1/3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1년 양수발전의 발전비중 및 

이용률은 모형에서 제시한 값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실제 양수발전기의 정산 

수익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전력계통을 분석하는데 한 시간 단위의 시간적 

해상도를 통해 급전을 결정하는 모형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Deane, Drayton and 

Gallachóir (2014)의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급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 15분 단위의 급전모형을 

개발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는 계산상의 이유로 한 시간 단위의 급전을 

살펴보았지만, 이는 추후 연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모형은 하루 단위의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급전을 찾는 모형으로써 

전체기간 최적해가 아닌 부분적인 최적해의 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본 모형의 

구조상 내일이나 모레에 사용할 양수 전력을 오늘 아낄 유인이 없어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높은 경우 양수를 2~3일 정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양수발전기의 최대보관전력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발전하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나, 부분적인 최적해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기간 

최적해에 비해 해가 열등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양수한 전력을 일주일 뒤에 쓰는 것은 

보관 비용, 금융 비용의 관점에서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최적화하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비용 최소화를 급전결정 모형의 목적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말할 순 없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력시장 정산은 계통한계가격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급전을 할 경제적 유인이 한국전력거래소에 있기 

때문이다. 발전비용 최소화 문제는 계통한계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비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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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정확한 

양수발전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선 계통한계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양수발전의 수익은 양수발전의 운영 메커니즘 상 계통한계가격 

보단 계통한계가격의 시간대별 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본 모형에서 양수발전이 안정적인 계통운영 유지에 기여하는 부분을 경제적, 

정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즉, 안정적인 계통운영 유지를 위한 양수발전의 

기회비용을 적절히 계산하지 못한 연구로써 양수발전이 제공하는 주파수조정 등의 

기여를 경제적으로 반영한다면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모형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중 배터리 자원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배터리자원의 기술적 특성과 미래 설비 규모에 대해 접근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은 양수발전과 그 메커니즘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배터리 

자원과 양수발전의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배터리 보급 계획을 

서둘러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전력시장에는 위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상승,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 

태양광 풍력 간의 진입비중의 변화, LNG 가격의 상승 등 양수발전기의 경제성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복합 시나리오의 경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미래 전력시장의 변화와 정확한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추정한다라고 보기보단 각 

시나리오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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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정책 제언 

 

위 내용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수발전기의 정산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산규칙은 

양수발전사업자가 하루 전 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입찰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급전지시가 초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수발전, 배터리자원, 수요자원과 

같은 예비력 자원 간의 충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예비력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정산규칙 개정을 통해 위에 양수발전사업자가 하루 전 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입찰할 유인을 줘서 위 예비력 자원끼리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필요하다. 

양수발전기가 계통에 기여하는 부분을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산 규칙 신설이 

필요하다. 가스터빈, 수요자원과 같은 예비력 자원은 급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에만 

발전량을 높이거나, 전력수요를 줄여 예비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수발전의 

경우 위의 예비력 역할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보관하여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더불어 발전비용 감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원이다. 즉, 예비력과 함께 전력저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형 구동 

결과 양수발전은 태양광의 발전이 종료되는 저녁 시간대에 부하를 감축하는 용도로 

사용됨과 동시에 낮 시간대의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비력의 역할과 동시에 양수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발전량을 평활화하는 계통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양수발전이 제공함으로써 기저발전기의 출력 감소량, 출력 

감소 횟수, 기동 및 정지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에서의 발전을 

통한 연료비용 절감과 더불어 기동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즉, 양수발전을 가스터빈, 

수요자원과 같은 예비력의 관점에서만 정산하는 것은 양수발전의 잉여전력 저장을 통한 

계통기여분을 경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양수발전 투자 유인을 

떨어트려 시장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변동성 자원 또는 예비력 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전력시장 정산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양수발전의 경제성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성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변동성 자원과 예비력 자원의 계통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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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는 정산과정에서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즉, 현 정산규칙으로는 

발전사업자들이 변동성 자원을 보유 및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급전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메커니즘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선 변동성 자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변동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동시간이 빠르거나, 출력의 증감발율이 높거나, 최소출력용량이 낮은 

발전기에게 높은 급전우선순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급전우선순위는 

발전기별 변동비로만 결정되는데, 이 같은 급전우선순위 결정 모형으로는 충분한 변동성 

자원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예비력 확보 규칙처럼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계통운영 규칙이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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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foster energy-intensive heavy industry and its high population densi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oducing electricity using nuclear and coal which are considered 

relatively low cost sources. However, due to the recent issues on global climate change, fine 

dust, and the potential danger of nuclear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begins its energy 

transition policy aimed at phasing out the portion of nuclear and coal power and replacing with 

renewable energy and LNG. To specific,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an ambitious goal of 

producing 20 percent of its electricity through renewable energy in 2030. However, there is a 

lack of detailed quantitative research on how the intermittency and variability of renewable 

energy will affect the power system.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at it will 

build three pumped-hydro storage (hereafter the PHS) from 2029 to 2031 as a back-up facility 

to prepare for uncertainties that might come from renewable energy. But there are not enough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future PHSs on managing power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various future scenarios on the power system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through hourly unit commitment and economic dispatch model. Also, economic feasibility and 

roles of PHSs are evaluated through the model. In case of power system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 35% shar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r a 20% decrease in LNG price or 

emission trading system price between 50,000 won and 60,000 won are needed to achieve the 

2030 greenhouse gas abatement target. In the case of PHSs’ economic sides, more than 25% of 

renewable generation, the increase of solar power in renewable mix only can guarantee the 

profits. In other cases, we observed that economic aspects of PHSs are insufficient.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PHS is greatly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ettlement rules. Lastly, PHSs which are currently used to reduce peak loads and reserves will 

be used to store the surplus power generated by renewable energy in the daytime and use this 

in the evening. Thus, role of PHSs will be changed from peak load and reserve to renewable 

generation smoothing. This study suggests that power system and economic feasibility of PHSs 

can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future policies. Lastly, to complement the economics of PHSs, 

a new settlement rules for PHSs are proposed as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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