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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정부는 기사업법 제25조( 력수 기본계획의 수
립)에 근거하여 력정책 방향, 력수요 망, 송변   발 설
비계획 등을 포함한 향후 15년간(2008～2022)의 력수 반
에 한 내용과 련하여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을 2008월 12
월 29일에 공고하 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에 한 에서 
장기 송변 설비계획을 수립하 는데, 이에 한 내용을 알아보
기로 한다.  

1. 서    론
  한 에서는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력수 기본계획의 력수요 
망  발 설비계획을 바탕으로 송변 설비 건설여건 변동  투자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향후 15년간의 송변 설비 확충계획을 수립
하 으며 이와 련하여 계획수립 차, 수립기   결과 등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계획수립 절차 및 기준
   2.1.1 계획수립 절차
   한 은 기사업법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정부에서 수립․공고한 
제4차 력수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7호,
 2008.12.29)을 바탕으로 력계통신뢰도  기품질유지기  등의 
련규정과 송변 사업 추진여건 변동 등을 반 하여 국 력수요를 고
려한 지역별 력수요를 측하고 발 소 건설계획에 따른 송 망 속 
 보강, 상정고장을 반 한 송변 설비 확충계획을 문 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 으며 개략 인 수립 차는 아래와 같다. 
  
     <표 1>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절차

   2.1.2 계획수립 기준
   번 장기 송변  설비계획은“송변  설비계획 기  수립에 한 연
구”용역 결과  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합리  계획을 수립하
으며, 장기 인 설비이용률 향상을 주요목표로 설정하 고, 단기 으로
는 공 능력 과설비에 한해서 제한 인 보강계획을 수립하 다. 아울
러, 국가의 원자력발  확 정책에 따라 안정 인 력융통망을 구축하
고, 력계통의 압안정도 향상 등을 하여 신기술 설비를 용하
다.
  송변 설비 확충기 은 정부의 력계통 신뢰도 련기 을 반 하
여, 기본 으로 단일고장(송 선로 1회선, 변압기 1Bank)만을 고려하되, 
주요간선의 경우에는 2회선 고장시에도 력계통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 소 연계 송 선로는 2회선 이상으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고, 설비용량이 1,000㎿를 과하는 경우는 345㎸ 이상 송 선로로 연결
하며, 그 이하는 사업자와 의를 통해서 송 압을 결정하고 있다.
  2.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주요내용
   2.2.1 발전설비 건설계획   

 발 설비는 공 신뢰도, 환경성, 경제성을 기 으로 산모형을 통해 
최 해를 도출하 으며 지역별 공 신뢰도( 국권, 수도권, 제주권)는 
LOLP 0.5일/년, 탄소배출량은 0.11㎏-C/㎾h, 탄소배출비용은 32,000원
/CO2, 설비 비율은 단기 6~10%, 장기 12~24% 수 으로 망하여 수
립하 으며 수립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년도별,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설비용량(㎿)/구성비(%)〕

 

구 분 원자력 석 탄 LNG 석 유 신재생
양수/
집단 합 계

2007
(기설)

17,716 20,465 17,436 5,334 1,673 4,621 67,245

26.3 30.5 25.9 7.9 2.5 6.9 100

2010
18,716 24,205 19,899 5,383 2,365 5,568 76,136

24.6 31.8 26.1 7.1 3.1 7.3 100

2015
25,916 29,420 23,062 4,291 3,384 7,495 93,568

27.7 31.4 24.6 4.6 3.6 8.0 100

2020
31,516 29,420 23,062 4,291 4,060 7,832 100,191

31.5 29.4 23.0 4.3 4.1 7.8 100

2022
32,916 29,420 23,062 3,591 4,060 7,842 100,891

32.6 29.2 22.9 3.6 4.0 7.8 100

   2.2.2 전력수급전망
  한국의 장기 최 력수요는 2008년 62,794㎿에서 2022년에는 81,805
㎿로 망되고, 발 설비용량은 2008년 하계기  69,207㎿에서 2022년 
100,891㎿로 향후 지속 인 송변 설비 확충이 요구되어진다.
  설비 비율은 2010년 5.9%에서 2022년 23.3%로 증가되어, 단기 으로
는 비율이 부족하고, 장기 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 사업
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당해년도 도달시는 정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단되며. 수 망은 아래와 같다.

  
<표 3> 전국 전력수급전망                 [단  : ㎿, %]

연   도 최 수요 설비용량 설비 비율

2008(실 ) 62,794 69,207 10.2

2010 69,455 73,552 5.9

2012 72,958 81,500 11.7

2014 75,942 85,400 12.5

2016 78,398 93,812 19.7

2017 79,442 95,682 20.4

2022 81,805 100,891 23.3

 
 <표 4> 수도권 및 제주권 전력수급전망      [단  : ㎿, %]

연 도

수  도  권 제  주  권

최 
수 요

발 
용 량

총 설비
용량

비
율

최 
수 요

발 
용 량

총 설비
용량

비
율

2008
(실 ) 25,543 15,638 28,738 12.5 553 648 798 44.3

2010 27,545 17,014 30,414 10.4 631 707 857 35.9

2012 29,152 19,743 34,773 19.3 682 628 1,028 50.8

2014 30,528 21,921 37,171 21.8 731 628 1,028 40.7

2016 31,707 23,057 39,647 25.0 776 628 1,028 32.5

2017 32,206 23,489 40,359 25.3 799 628 1,028 28.7

2022 33,497 22,789 39,699 18.5 897 628 1,028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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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08~2022) 주요내용
   2.3.1 송전설비   
  송변  설비계획 수립결과 송 선로는 2022년 37,465C-km로 2007년 
비 1.29배 증가하 고, 지 선로의 유비는 8.6%에서 12.5%로 증가

될 망이며, 연도별 송 선로 확충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5> 송전선로 확충계획                       [단  : C-㎞]

 

구   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증가율

765kV     755    1,016   1,024   1,544 2.04배

345kV   8,284   9,596 10,100 10,174 1.23배

154kV 19,917 23,378 24,923 25,747 1.29배

합   계 28,956 33,990 36,047 37,465 1.29배

 

   2.3.2 변전설비
   □ 변전설비 용량
   변 설비 용량은 2022년 318,008MVA로 2007년 비 1.40배 증가하
고, 고압 변 설비 유비는 발 력 수송량 등의 증가로 55%로 
증가될 망이며, 연도별 변 설비 용량은 아래와 같다

 <표 6> 변전설비 용량                            [단위 : MVA]

 

구   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증가율

765kV   23,114   31,114   39,114   45,114 1.95배

345kV  95,279 117,284 126,786 130,786 1.37배

154kV 109,268 130,428 139,588 142,108 1.30배

합   계 227,661 278,826 305,488 318,008 1.40배

 

   □ 변전소 수
   발 소 스 치야드를 포함한 변 소수는 2007년 657개소에서 2022년 
902개소로 약 1.37배 증가될 망이며, 연도별 변 소 황은 아래와 같
다.
 <표 7> 변전소 수                                 [단위 : 개소]

 

   압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증가율

765kV 5 7 9 10 2.0배

345kV 81 100 109 111 1.37배

154kV 571 698 760 781 1.37배

합   계 657 805 878 902 1.37배

 

   2.3.3 투자비
   송변 설비 투자비는 단기 으로 매년 1.5 ~ 1.9조 수 을 유지하고, 
2013년 이후 력수요 증가율 둔화에 따라 매년 7,000억 수 으로 감소
하다가, 2018년 이후에는 매년 3,000~4,000억 정도로 감소될 망이며, 
연도별 투자비는 다음과 같다.

<표 8> 투자비                                     [단  : 억원]

   2.3.4 주요사업
765kV 주요사업으로는 2009년 신안성~신가평, 2010년 신고리~북경남, 
신울진원  발 력 융통을 한 신울진~신평창~동두천 송 선로가 2019
년에 계획되었고, 신고리 원자력발 소의 후속기 증설에 비하여 북경
남~신충북~신안성 송 선로가 2023년 이후로 계획되었으며, 주요사업
황은 아래와 같다.

<표 9> 765㎸ 주요사업 계획

연  도 변  소
송  선 로

선로명 장(㎞)

2009 신고리 SW 신안성~신가평 79

2010 북경남 신고리~북경남 91

2014 신울진 SW 신울진 인출 4

2016 신평창 신평창분기 4

2019 동두천 신울진~신평창~동두천 260

2023이후 신충북 북경남~신충북~신안성 230

  한 765㎸ 계통연계 에 따른 배후계통 구성  지역간 력융통을 
한 345㎸ 계통구성 조정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정이고, 제주지역의 
풍력발  증가 등에 따른 공 신뢰도 개선을 한 추가연계선(200㎿×2)
이 2011년 12월 건설될 망이며, 장기 송변 설비계획 개략도는 아래
와 같다

     <그림 1>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개략도(345㎸ 이상)

3. 결    론

장기 송변  설비계획은 발 사업자의 송 망 속을 한 입지신호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등 용량 고객의 투자계획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본 계획은 한국 력계통의 신뢰도 기   원자력 등 형발
단지의 송 망 속계획을 포함한 장기 송 망 건설계획 뿐만 아니라, 
압안정도 등 력공 을 한 기술  특성 유지를 한 제반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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