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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SUDP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러시아와 한
국 그리고 일본의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2022년부
터 2025년까지 시뮬레이션해보고, 북상조류량을 이용하여 제약발전 및
비발전 정산금의 증감량을 분석해보고 그를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서    론

현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세워 발전기별 발
전량과 SMP(계통한계가격)를 산출한다. 그러나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경
우 계통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기별 기동정지계획을 세워 급전순위
를 매기므로 계통제약 등을 고려한 운영결정발전계획에서는 가격결정발
전계획에서 기동이 되는 발전기가 정지되는 등 급전순위가 달라진다.
계통제약이 고려되었을 때 급전순위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발전소가 부
족하고 비수도권에는 발전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
기 때문이다. 가격결정발전계획에서는 수도권 발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LNG 복합 발전소들이 높은 변동비로 인해 급전순위 우선도가 뒤처
지므로 수도권 지역의 전력수요를 수도권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전기도 융
통선로를 통해 북상시켜 충족시킨다.[1]
하지만 이 융통선로에는 선로 한계 용량이 존재하므로 일정 발전량
이상으로는 송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계통제약을 고려한 운영결정발
전계획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발전단가가 높은 일부 발전기들이 가동
되고, 동시에 비수도권 일부 발전기들이 정지된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발전소의 손익비용을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제약
발전(Constrained On, CON) 정산금과 제약 비발전(Constrained Off,
COFF) 정산금을 통해 정산해 주고 있다. 하지만 연간 조 단위의 비용
이 소요되고 있어, 특히 발전소가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회비용을
보상해주는 COFF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COFF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예
비력을 제공한 발전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의 시장 마진이 감소해 그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유인이 부
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력공급비용이 상승
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COFF의 지급은 불가피하다.[2]
이런 상황에서 이 정산금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러시아의 잉
여 발전량을 국내의 수도권 지역으로 수입하고 비수도권의 잉여 발전량
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명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논의되고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일본 간의 계통을 연계
하여 SUDP 알고리즘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보고 제약발전 및 비발전 정
산금의 증감을 분석하여 그 효용을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2.1 국내 전력시장 제약 발전/비발전 보상 체계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상대적으로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
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송전제약의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가격결정발
전계획에서는 변동비순위에 근거하여 발전이 예정되어있던 비수도권 발
전기들이 송전제약으로 인해 급전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발전가격이 높은 수도권 발전기들이 채우게 됨으로써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결정발전계획으로부터 도출된 SMP를 기반으로 송전제약에 의해
기동하여 발전량이 증가되는 발전기(CON generators)에는 제약발전비용
을, 정지 또는 발전량이 감소되는 발전기(COFF generators)에는 제약비
발전비용을 보상한다. 제약조건의 고려를 통해 부과되는 Uplift 비용은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실제 계량된 데이터와 가격결정발전계획

으로부터 도출된 가상의 출력간 차이에 대해 부과되며, 지불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CON payment = (입찰 발전단가 - SMP) x (출력증가분)
COFF payment = (SMP – 입찰 발전단가) x (출력감소분)

  즉, 제약 (비)발전량을 갖는 모든 발전기는 제약으로 인한 출력 변동
분에 대해 해당 발전기의 입찰 발전단가와 가격결정발전계획으로부터
도출된 SMP의 차이로 보상받게 된다.[3]

 2.1.1 국내 전력시장 제약 발전/비발전 보상 현황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3년간 정산된 CON/COFF 정산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약비발전 보상비용은 최근 3년 동안 1조원에 달
했다.[4]

 <표 1> 최근 3년 동안의 CON/COFF 정산 비용 현황

제약발전 비용[억원] 제약비발전 비용[억원]

2012 50,596 2,776

2013 51,625 2,792

2014 44,199 3,896   

제약 비발전 비용의 보상은 실제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발전하
지 않은 발전기에 발전비용을 보상해준다는 자체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
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로써 동북아 계통연계를 가정하고, 그 효용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2.2 동북아 슈퍼그리드
슈퍼그리드는 대륙규모의 광역 전력망으로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원을 경제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고도화된 전력망
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다른 계절별 전력부하의 차이와 러시아 극동지역
잉여 전력설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의
계통 연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5]

  2.2.1 러-한-일 계통연계
한국과 러시아의 계통연계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가공선로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와의 계통연계는 송전설비 투자비용이 최소화되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계통연계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발전기에
서 일본으로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3 Market 시뮬레이션

2.3.1 데이터베이스 작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은 다음과 같다.
수요예측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기준수요와 목표수요
증가율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수도권 수요의 비율은 과거 실
적의 평균값을 이용했다.
신규발전소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계획(13~27년)을 기
준으로 했으며 연료비는 World Bank의 장기예측을 사용했다.
예방정비계획은 2013∼2014년 전력시장 적용 예방정비계획을 2년 단
위로 반복 사용했으며 단, 정비일수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시행기준을
적용했다.
송전손실계수는 2014년의 TLF 실적값을 사용하였으며 신규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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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설비의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TLF 값을
적용했다.
러시아와의 계통연계는 수도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수도권에
가상의 발전기를 추가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링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발전기의 연료비는 World Bank 장기예측

의 석탄가격 +  ( : 설비 투자비를 감안한 추가 비용) 로 가정하였
다. 또한 발전기의 출력은 러시아의 전력산업 2030프로젝트에 따른 예상
전력수출량인 시간당 3GW의 전력공급을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전력수출은 비수도권의 발전기에서 일본으
로 수출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수출되는 전력량은 시뮬레이션 상
에서 비수도권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
다. 즉, 시간당 1GW의 전력수요를 비수도권 수요에 추가하는 것으로 모
델링하였다.

2.4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으로 설정하였다. 비
록 발전설비 건설기간과 송변전설비 건설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10
년 이후인 2025년부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데이터
베이스의 신뢰도, 대표적으로 수요량과 연료비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하
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4년간을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약 발전/비발전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북상조류량을 분석하였다.

2.4.1 계통 연계 여부에 따른 북상조류 분석
북상조류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내지는 전력을 뜻한다. 계통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북상조류량은 아
래와 같다. 각 연도의 모든 시간에 대해 조류량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

 <표 2> 연계 미고려시 북상조류량(1) (연 8760시간 분석)

(A)가격발전계획
북상조류량[GWh]

(B)운영발전계획
북상조류량[GWh]

연간 총 북상조류
차이[GWh]
(A-B)

2022 167,976 157,309 10,667

2023 172,203 160,586 11,617

2024 180,029 167,883 12,146

2025 184,945 169,287 15,658

 <표 3> 연계 고려시 북상조류량(1) (연 8760시간 분석)

(A)가격발전계획
북상조류량[GWh]

(B)운영발전계획
북상조류량[GWh]

연간 총 북상조류
차이[GWh]
(A-B)

2022 142,973 135,036 7,937

2023 146,565 138,222 8,343

2024 154,547 146,263 8,254

2025 159,405 149,363 10,042
  

위 표에서 가격발전계획에서의 북상조류량과 운영발전계획에서의 북상
조류량의 차이만큼 수도권의 발전기는 제약 발전했고, 반대로 비수도권
의 발전기는 제약 비발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전량의 연계여부에 따른 연도별 추이는 아래와 같다.

<표 4>연계 여부에 따른 수도권 제약발전량(비수도권 제약비발전량) 추이

연계 미고려시
[GWh]

연계 고려시
[GWh]

제약발전량 차이
[GWh]

2022 10,667 7,937 -2,730

2023 11,617 8,343 -3,274

2024 12,146 8,254 -3,892

2025 15,658 10,042 -5,616

<그림 1> 제약발전/비발전량 추이

위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통을 연계했을 때 제약발전량이 줄
어드는 이유는 명백하게 러시아 발전기가 수도권에 추가되었기 때문이
다. 즉, 계통 연계 시에 제약발전 및 비발전량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 국내 전력시장의 제약 발전 및 비발전 정산금의 현
황과 더불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시행했을 시, 정산금이 어느 정도로
감소되는지 북상조류량을 통해 검토하여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와 일본에 각각 3GWh와 1GWh의
계통을 연계했을 시 제약 발전량과 제약 비발전량이 연평균 3,878GWh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계통을 연결했을 시 제약 발전 및 제약 비발전량이 감량되어 그
정산금의 감소가 기대된다. 따라서 수도권에 계통을 연결했을 시 송전설
비 투자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제약 발전 및 비발전 정산금 비용에
서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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