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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에 지는 사회에서 가장 필수 인 요소이고 우리 기술사회의 요한 근간이다. 새로운 력 인 라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문화 인 고려사항과 공동체 환경의 필수 인 요소처럼 개발하는 방향을 심리 인 

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하다. 새로운 고압송 선로 건설은 사회 인 반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에 

한 갈등주제가 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송 선로가 그들의 건강과 안 에 향을 끼치는 이유로 인

해서 자기들의 생활에 어떤 향을  것인지에 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 과 시각 인 효과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손쉽게 인지하는 것  하나이다. 새로운 경 의 3차원 컴퓨터 모사는 지역사회에 하여 최소

한 상되는 측성을 갖는 력선 경로선택에 맞추어진 실생활의 사진이다. 본 논문은 송 선로 역의 계획, 

조사, 기본  상세경로, 경로구축을 해서 ArcGIS를 사용하 다. 그리고 송 선로 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자연경 , 생활환경, 안 성과 고도에 한 지도를 제시하 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송 역 모델을 

개발하 다. 송 선로 지역에서 최소한의 가시권을 갖도록 컴퓨터로 모사하여 제안된 경 은 지역사회의 반발

을 일 수 있으며, 새로운 력선의 공사를 진할 수 있다.

ABSTRACT

Electrical energy is an essential component in present societies, which is an important basis for our technological 

society. In the design of new power infrastructu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how our 

culture considers and aspects its development a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The 

construction of new high voltage overhead transmission lines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for public policy of 

government due to social opposition. The members of community are concerned about how these power lines may have 

an impact on their lives, basically caused by their effects on health and safety. The landscape and visual impact is one 

of the most impact that can be easily perceived for local community. The computer 3D simulation of new landscape is 

illustrated by a real life use corresponding to the selection of the power line route with least observability for local 

community. This paper used Arc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ol) for planning, survey, basic route and detailed 

route, route for implementation of transmission line corridor. Also, the paper showed the map of 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safety and altitude using database of power line corridor, and transmission siting model was 

developed by this study. The suggested landscape of computer simulation with lowest visibility on a  power line zone 

can contribute to reducing oppositions of local community and accelerating the construction of new power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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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송 선로나 발 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 시설은 정부 

는 한 과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선

호시설은 환경오염, 지가하락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타당

한 근거와 합리 인 보상을 기 으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합의 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최근 갈등사례 에서 입지선정, 시설운  등 

사회  갈등이 약 70%를 차지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단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양송

탑, 완도  HVDC, 당진송 선로 건설 등 규모 국책사업

의 입지 선정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다. 최근 재생에 지발 단지가 조성되면서 송 선

로 구축이 요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산업

단지 조성시 변 소 연계를 한 송 선로 구축은 더욱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이러한 갈등요소가 상존하고 

있다[1-2].

송 선로의 경과지 선정은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야 하

는 환경, 사회, 해시설 등 항 요소를 지도 에 수작업

으로 기재하여 표시하고 항요소의 요성을 정성 으

로 고려해야 한다. 철탑 치를 경험 으로 추출하여 가종

단과 장실사를 통하여 합성여부를 평가하며, 선정된 

경과지의 건설비용과 환경 인 측면의 검토를 수작업으

로 평가하여 최종 경과지를 선정해 왔다. 이러한 설계 방

법은 이해 계가 다른 지역에서 객 인 근거를 요구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응이 어렵고 경과지 역 선정과정

의 투명성과 객 성 제시가 곤란하다. 한 선정과정을 

다른 이해 계자에게 설명이 어렵고 기단계의 검토업

무의 효율성이 매우 하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하여 최신의 IT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용이다. 송 선로 경과지 선정시 이 기술의 

용이 일반화되었고 풍력과 태양 발 , 에 지 장장

치, 디젤발 기가 결합된 독립형 마이크로시스템으로 설

계된 에 지자립섬의 경우 도서지역의 지리정보를 활용

한 풍력발 기 설치 치를 결정하고 경과지를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 다. 이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한 

요한 설계방법이며, 내부 배 선로와 력계통의 안정

인 운 을 한 용량 배정방법에 한 검토도 필수 이

고 그 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경과지 선정시스템은 

항요소 분류기 을 정리하고 항요소를 계량화하는 경

과지 선정기 의 정리가 선행된다. 경과 역 선정시스템

에서는 개황데이터 작성, 민원 향 분석, 경과 역분석, 

철탑후보 치 추천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요한 경과

지 선정시스템은 송 철탑 치 작성, 가종단도 검토, 벌

채범  검토, 기별 경 향 검토, 송 철탑 건설비 산출, 

산복검토, 경과지 3차원 시뮬 이션 등이 진행된다[3-6].

송 선로 건설은 GIS와 다기  의사결정기법을 활용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해석  수직구조를 사용하

거나 트리형태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

제약사항, 운 비,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경과지 역에 

한 최  경로를 자동으로 선정하기 한 방법론이 제시

되었다. 해석  수직구도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

우 애매하고 정성 인 입력데이터를 처리하기 하여 퍼

지를 사용한 퍼지해석 수직구조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오 소

스를 사용한 GIS 사용법이 제안되어 유럽의 HVDC 경과

지 선정에 독일사례와 스웨덴/핀란드 사례 2가지가 실증

을 통하여 검증하 다[7-10].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에 한 수용성이 매우 요

하게 나타나고 실질 인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 송 선로 경과지에 한 자계 노출은 2009년 기  

223개소에 한 조사에서 154kV 송 선로인 경우 5.53μ

T, 크기 순서로 배열할 경우 앙값은 0.41μT로 국제기

인 200μT를 비교하면 최 값은 2.76% 앙값은 0.2%에 

해당하여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변

소 설치지역과 분기지역 사이에 한 성 상과 GIS  

경과지 선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과지를 선정하고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사용한 다기  의사결

정기법을 용한다. 한 경과지에 한 3차원 컴퓨터 모

사를 통하여 경 변경이 상되는 지역을 구체화하여 마

을 단 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수용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자 한다. 

Ⅱ. GIS  입지선정 기법

2.1 GIS

역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도형  비도형 자료를 체

계 으로 수집, 장, 분석 처리하여 국토개발, 지역계획, 

환경정보 리  각종 시설물 리 등의 목 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 트웨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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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간 데이터, 인 자원으로 구성하는 종합정보시스템

이다. GIS 작업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생성  처리, 데이

터 장  리, 질의  분석, 가시화 는 출력 등의 

차를 통해 수행한다.

2.2 GIS의 데이터 구조

GIS 데이터는 실세계를 표 하는 방식에 따라 이미지 

형태를 구성하는 벡터와 정사각형 모양의 픽셀 수백개가 

모여 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래스터로 구분하여 , 선, 

면 등의 기본요소를 표 한다. 

2.3 GIS를 이용한 지분석  입지 선정 차

지선정의 목 , 목표  원칙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

성하기 해서 입지  안평가기  수립데이터를 입력

한다. 경과 역으로 부 당한 장소를 배제하기 하여 배

제구역을 설정하고 선호도에 따른 상지역의 등 화  

계량화하며, 후보경과 역의 선정  평가를 한다. 최종

으로 후보지  최  경과지를 선정한다.

2.4 성 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경과지 선정과 같이 넓은 지역을 상으로 토지이용

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국가기본도 

 지조사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기본도의 경

우 갱신주기가 길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얻기 어려우

며,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지조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성 상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최신의 

토지이용 황을 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0.5m 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수집

하여 지 개황조사, DB구축  경 도 작성에 활용한다.  

2.5 3차원 경 도 작성

수집한 항공사진은 스캐닝을 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하고 수치지도 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고도정보를 입

력하여 수치고도모델을 생성한다. 표  송 철탑의 3차

원 CAD 모델은 형태와 색상이 경 도를 작성할 때 실

감을 갖도록 작성한다. 변 소 인근의 기설치된 철탑의 

경우 실제 규모를 하게 표 하여 실 인 생동감을 

가져야 하며, 3차원 철탑모델을 배치하고 첩하여 송

선로 건설 후의 경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경 도를 

작성한다.

2.6 AHP 모델을 이용한 안평가

안평가는 경과지 선정 목   목표설정, 평가기  

결정, 평가항목 별 세부평가기   등가지수 설정과 

안별 등가 향치 입력자료 작성 등을 수행한다. 그림 1과 

같이 등가 향치 입력자료 작성, 향치 함수 도출, 향

가 치 도출, 우선순  도출, 민감도 분석 등의 차를 

거쳐서 작성한다. 입지선정을 해서 각 경과지의 다양한 

입지여건에 따라 평가항목과 기 을 설정하고 다기  의

사결정기법으로 계층  의사결정방법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사용한다. 

그림 1. 안 평가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alternative evaluation

Ⅲ. 경과 역 조사  DB 구축

3.1 사업 상지역

건설 정 송 선로의 시 과 종 을 직선으로 연결하

고 그 직선의 양단을 1km씩 연장하여 그 연장선을 장축

으로 하는 타원을 그리면 횡축은 장축의 2/3이 되고 해당

되는 지역  읍면 면 의 30% 이상이 포함된 지역은 

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시 과 종 이 포함된 읍면은 30% 

이하가 되어도 반드시 상지역에 포함시킨다. 상지역

에 포함된 곳이라도 자연지형으로 인해 시 에서 송 선

로가 연결될 수 없는 지역 등 법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그림 2와 같이 타원형 지역 인근

에 154kV 하남-장성 송 선로와 타원형에 포함된 154kV 

하남-평동 송 선로가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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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업 상지역
Fig. 2 Project target area 

3.2 자연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녹지자연도 8등  이상 지역내, 야생동식물 특별보호

구역 내, 도시자연공원 내 등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자연환경 데이터베이스 
Fig. 3 Natural environment database

3.3 생활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활환경에는 종교시설 300m 이내, 밤나무단지나 

규모 특용작물 재배지역 같은 규모 시설농가, 농공단

지, 공원 는 집단묘지,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을 지

도에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3.4 안 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성 데이터베이스는 험물 장소 100m 이내, 산

사태 발생지역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채굴 인 산, 

채석장,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 등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3.5 고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사도를 용한 고도데이터베이스는 그림 6과 같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안 성, 고도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

합한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4. 생활환경 데이터베이스
Fig. 4 Living environment database 

Ⅳ. 경과 역 선정

4.1 다기  의사결정

다기  의사결정기법은 14인의 문가그룹을 상으

로 자연환경 시형, 사회생활환경 시형, 안 시형으

로 구분하여 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연환경

시형은 자연환경 50%, 사회생활환경 30%, 안 성 20%

로 가 치를 부여하고 체 원들의 선호도 가 치를 

분석한 이후 자연환경 그룹에 선호도를 보이는 항목을 

상세분석하여 자연환경 시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 사회생활환경 시형은 자연환경 30%, 사회생활환경 

50%, 안 성 20%로 가 치를 부여하고 체 원들의 

선호도 가 치를 분석한 이후 사회생활환경 그룹에 선호

도를 보이는 항목을 상세분석하여 사회생활환경 시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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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 성 데이터베이스
Fig. 5 Safety database 

그림 6. 경사도를 갖는 고도 데이터베이스 
Fig. 6 Altitude database with gradient grade 

안 성 시형은 자연환경 20%, 사회생활환경 30%, 안

성 50%로 가 치를 부여하고 체 원들의 선호도 

가 치를 분석한 이후 안 성 그룹에 선호도를 보이는 

항목을 상세분석하여 안 성 시형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한다. 따라서 자연환경, 사회생활환경, 안 성 시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종합 인 경과지 역은 그림 8과 같

이 나타난다.

그림 7. 종합 데이터베이스
Fig. 7 Comprehensive database 

그림 8. 종합 인 경과지 역
Fig. 8 Comprehensive route band 

4.2 후보경과지 도출

종합 인 경과지 역을 기 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하여 마을과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분기  부분 농경지 

횡단이 불가피하여 호남선 철도 으로 배치하고 시선을 

분산시켜 항성을 최소화한다. 한 황룡강 횡단 부분부

터 왕동 수지 부분까지 산악지역이고 문화재  생태자

연도 1등  지역이기 때문에 횡단하여 배치한다. 이를 기

으로 2개 안을 만들고 17개 마을 조망 을 검토하 다. 

가장 첫 번째 마을인 산동마을 조망  치는 그림 9에 

나타냈고, 마을사진을 기 으로 건설될 철탑을 조망 에 

삽입하고 3D 시뮬 이션 한 결과와 함께 그림 10에 나타

냈다. 나머지 16개 마을의 조망 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

출하여 주민설명회 등 설명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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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후보 경과지
Fig. 9 Candidate route 

 

그림 10. 마을 조망
Fig. 10  View point of village

4.3 최종 경과지 선정

제1안은 선로길이가 약 12.1km에 해당하고 철탑 상 

수량은 33기이다. 문화재는 용진산마애여래좌상, 용진정

사, 양송천묘역, 만취정, 범세동선생묘 등  5개소이고 산

업  시설은 주순환도로 정지 횡단, 호남선 철도 근

, 황룡강 횡단, 평림천 횡단 등 4개 지역이고 경유마을 

수는 9개이다. 제2안은 선로길이가 약 12.6km에 해당하

고 철탑 상 수량은 34기이다. 문화재는 용진산마애여래

좌상, 용진정사, 양송천묘역, 만취정, 범세동선생묘 등  

5개소이고 산업  시설은 주순환도로 정지 횡단, 호

남선 철도 근 , 황룡강 횡단, 평림천 횡단 등 4개 지역이

고 경유마을 수는 10개이다. 결론 으로 제2안이 선로길

이가 길고 철탑도 1개 많으면서 마을 경과지도 많으나 

지역주민과의 선호도 조사에서 그림 11과 같이 최종안으

로 선정하 다.   

그림 11. 최종 경과지
Fig. 11 Final route

Ⅴ. 결론

사회  갈등을 나타내는 송 선로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합한 방법을 논의하 다. 마을 

조망 을 변경 과 변경후로 제시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

거한 3차원 시뮬 이션을 제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설득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 다. 한 다기  의사결정법을 용

하여 다양한 문분야의 의견을 집약하고 용하 기 때

문에 동일한 차와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송 선로 경과

지 선정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 지의 속한 보 에 따라 울산 부유식해상풍

력, 새만 해상풍력, 신안해상풍력 등 새로운 풍력발 단

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추가

인 송 선로 건설이 불가피하고 주민과의 이해 계가 충

돌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해서는 

송·변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지원에 한 법률에 의

한 보상뿐만 아니라 근본 으로 사업자의 보상은 필수

이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송 선로 경과지 선정 

방법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수집 가능한 모든 

기술 인 보완자료를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도

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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