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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past, pumping-storage generator pumped the 
water from the lower part storage to the upper part storage during 
the base load periods. And, it generated during the peak load or 
when other generator was outage. However, pumping-storage 
generator will operate different ways in the competitive power 
markets. It will pump during lower price periods and generate at 
higher price periods. This paper presents economic analysis of 
pumping-storage generator using price (or SMP) duration curve. 

1. 서    론

  우리나라는 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수 계획 수립여건 변동에 따라 
신규 발 설비 건설계획이 수익성 주로 환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직통합체계에서의 수 계획은 사업자의 건설의향이 반 된 수 계획
으로 변화하 다. 
  국내 양수발 은 일반 수력발 기와 달리 에 지원을 얻는데 양수동
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양수발 의 형태는 기 부하 시, 원자력, 
유연탄화력 등 값싼 화력발 기의 공 여력으로 양수하고, 이를 첨두부
하시에 발 하는 형태이다. 이것으로 기 설비의 효율 향상  기동정지 
횟수 경감, 심야 경부하시 양수에 의한 부하창출로 기 설비의 이용률을 
향상시켰으며, 심야의 기동/정지 비용 감을 통하여 발 계통의 운 비
용을 감하기 해서 건설되었다. 한 력 공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 발 기의 고장정지 는 발 지로 인한 력공  부족을 해소하여 
계통운  안 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수력발 기와 같이 부하변동에 
한 응동 속도가 빨라 주 수유지에도 기여를 하 다.
  그러나 경쟁시장에서의 양수발 은 과거의 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
로 운 될 것으로 상된다. 개별 발 사업자가 소유한 양수발 소는 사
업자의 이익극 화 략에 따라 운 될 것이다. 과거의 기  발 기의 
이용율을 높이기 한 운 과는 달리, 싼 가격 시간 에 양수를 하고 비
싼 가격 시간 에 발 하는 형태로 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운 형태를 가정하여 양수발 소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다. 

2. 양수발전 수급계획

  2.1 수직 통합체계에서의 양수발전 수급계획 방법
  
  기존 수직 통합체계에서의 양수발 은 하루  는 일주일 동안 부
하가 낮을 때, 즉 경부하 발생 시에 가동 인 발 기 가운데 기  부하
용 발 기의 발 여력을 이용하여 하부 수지의 물을 상부 수지에 펌
핑한 다음, 필요 시(  부하 시, 첨두부하 시, 는 운  인 발 기의 
고장정지 발생 시, 주 수 조정용 운  시 등)에 발 함으로써 발 계통
의 총운 비용을 감하고 발 계통의 안정  운용을 도모하기 한 발
방식이다. <그림 1>는 우리나라의 부하곡선에 따른 양수발  운용을 

나타낸다.

<그림 1> 부하곡선과 양수발전 운용

  이러한 부하곡선을 이용한 양수 발 은 심야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낮
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수발  황은 <표 1>에  있으
며 이에 따른 이용율 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1>  양수발전기 현황 및 건설계획           [2008년 12월]

구     분
단 용량
(MW)

총용량
(MW)

계용량
(MW)

원 구성비

기존
설비

청평양수#1 200
400 400 4.3% (9,391)

청평양수#2 200

삼랑진양수#1 300
600 1,000 6.2% (16,137)

삼랑진양수#2 300

무주양수#1 300
600 1,600 5.0% (32,184)

무주양수#2 300

산청양수#1 350
700 2,300 4.5% (50,858)

산청양수#2 350

양양양수#1 250
500 2,800

6.1% (63,701)

양양양수#2 250

양양양수#3 250
500 3,300

양양양수#4 250

청송양수#1 300
600 3,900

청송양수#2 300

계
기존설비용량

▶총 14기 3,900 MW
3,900 6.1% (63,701)

신규
설비

양수#1( 천) '11 400
800 4,700 6.5% (72,866)

양수#2( 천) '11 400

계
2020년까지 신규 
건설물량

▶총 2기 800 MW
4,700 5.3% (88,148)

  <표 2> 양수발전기 이용율 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평 균

이용률 15.5% 13.8% 15.5% 11.8% 11.7% 8.6% 12.7%

  이처럼 수직통합체계에서의 양수발 은 발 계통의 총비용(운 비, 건
설비)을 낮추기 하여 기 설비의 이용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양수
발 소를 건설하 다. 그러나 재의 양수발 은 기존 계획과의 연계  
정책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설비계획이 수립되는 실정이지만, 구조개편 
이후 신규 양수설비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쟁시장에서의 발
사업자들은 신규 발 설비의 이용율과 시장가격 등에 따라 설비투자계
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계획 특히 양수발 의 투자에 한 
설비계획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경쟁시장에서의 양수발전 수급계획방법

  경쟁시장에서는 발 소의 건설  운 이 발 사업자의 단에 따르
므로, 체 계통운 비용의 감 측면에서 양수발 소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별 SMP를 통하여 발 사업자가 어떻게 양수동력을 한  
한 력을 구입하고 값비싼 시간 에 입찰을 하여 력을 생산하고 
매하느냐에 따라 양수발 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즉, 투자비회수가 시간
별 SMP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다. SMP의 최 가격와 최고가격간

의 가격차가 클수록 양수발 의 경제성이 있다고 단하며, 투자의 risk
는 시간 별 가격변동으로 정해진다.
  이를 해서는 말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양수발 의 투자를 직 으
로 담당하는 개별 발 업자가 발  이용율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
다. 아래 <그림 2, 3>는 각 분기별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각 분기 시간
별 SMP곡선과 부하곡선의 비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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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8년 분기별 평일/휴일 부하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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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8년 분기별 평일/휴일 SMP 곡선

3. 사례 연구

  3.1 가정
 본 논문에서는 2008년 SMP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화하
다.

  - 비/근무일 간 에 지 수요차를 고려 각 12달을 각각 2가지 비/근무
일 Type으로 분류한다.
  - 각 달 비/근무일 별로 평균치로 용한다.
  - 양수발 의 환 효율(cycle efficiency)을 75%로 한다.
    (청평 양수발 기 효율: 72.1%, 삼랑진양수발 기: 76.3%, 무주양수
발 기: 76.3%)

< 수익성 단 >

    

<그림 4> 양수발전 총이익 flow Chart

      < 2008년 SMP데이터를 이용한 Type별 이익산출 결과>

월 Type 달 평균이익
(원/kWh) 일수 달 총 이익

(원/kWh)

1
근무일 4.35 22 95.68 

비근무일 0.00 9 0.00 

2
근무일 0.00 21 0.00 

비근무일 0.00 8 0.00 

3
근무일 0.00 21 0.00 

비근무일 0.00 10 0.00 

4
근무일 0.00 22 0.00 

비근무일 0.00 8 0.00 

5
근무일 2.60 22 57.12 

비근무일 2.85 9 25.68 

6
근무일 186.72 21 3921.18 

비근무일 174.20 9 1567.78 

7
근무일 222.56 23 5118.93 

비근무일 183.96 8 1471.72 

8
근무일 493.69 21 10367.42 

비근무일 481.58 10 4815.82 

9
근무일 217.91 22 4793.92 

비근무일 143.77 8 1150.18 

10
근무일 37.98 23 873.47 

비근무일 46.80 8 374.37 

11
근무일 6.00 20 120.07 

비근무일 6.32 10 63.18 

12
근무일 0.00 23 0.00 

비근무일 0.00 8 0.00 

합계 366 34,816.52

4. 결    론

   데이터와 같이 양수발 의 수익을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수
발 기를 이용하여 발 을 할 경우에 년도 별 운 비용의 감과 투자
비를 trade-off 하는 시 까지 알아볼 수 있겠다. 이처럼 발 경쟁시장
하에서 각 발 업자들이 더 이상 부하곡선이 아닌 SMP곡선을 이용하여 
각 자의 bidding 략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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