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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전력산업 정책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전력은 현재로써는 대규모 저장이 어렵고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하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일반적

으로 우리가 접하는 상품과는 생산 및 공급측면에서 산업적으로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대규모 저장설비가 없는 전력산업에서는 발생되는 전력수요를 실시

간으로 맞추기 위해 반드시 수요보다 더 많은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

어야 한다. 즉 전력생산 설비는 연간 최대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이 구축되어야만 하며,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공급설비가 

구축됐다면 발전연료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최대수요가 

아닌 다른 날에는 전력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대수요를 기록하는 시간대에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연중 모든 시간대에서 전력을 생산할 여력이 있음에도 수급균형 

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설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휴설비들은 수요가 존재하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연간 전력생산량이 전력 생산가능량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생산능력 대비 적게 생산된 상품(전력량)

으로 고정비 등의 비용을 회수하고 일정수준의 이윤을 확보해야 하므로 

실제 생산된 상품(전력)의 판매가격은 생산가능량을 모두 생산했을 때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력의 비저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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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분의 비효율성 및 요금상승 압력은 대규모 저장이 불가능한 현

재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까지 전력산업에서는 설비예비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휴설비를 

최대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적정예비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산하고, 국내 전력설비예비율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력

설비예비율을 추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을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으로 구분한 후 실효용량을 기반으

로 한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국별 변동성 전원에 대한 실효용량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국가별 연도별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산해보았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각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해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

할 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과 국내 전력설비예비율 수

준을 비교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각 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가 상이하고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큰 차이가 있어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과 국내 전력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 수준과 국내 정책 상의 전력

설비예비율 수준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해외 주요국 전력설비예

비율의 변화 추이와 국내 전력설비예비율의 변화 흐름에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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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뒷

받침 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 중 국내 전력산업 및 경제 환경과 유사한 

국가들을 선별한 후 선별한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추산하고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미래 전력설

비예비율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로 OECD 국가들 중 최대부하의 크기가 국내와 유사하거나 

또는 보다 큰 규모를 가진 국가들을 선별하고 각국별로 전력설비예비

율을 추산하여 비교하였다. 전력산업의 규모 자체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최대부하의 크기가 유사할 경우 해당 부하에 맞추어 전

력설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최대부하가 유사하거나 큰 경우 전력산업의 

규모가 유사하거나 크다고 가정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전력시스템 규모가 유사하거나 큰 국가의 

전력설비예비율의 최소 평균 최대치를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국가별로 상이한 기후 및 경제 환경 영향으로 인해 평균 및 최대 최소 

설비예비율 수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22~36%의 범위 내에 있으며, 

최소 및 최대치의 다양성은 각국 전력설비예비율이 기후 및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동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최대부하의 최고

수치 대비 평균수치 비율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선진

국의 최대부하 움직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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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와 전력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최대부하 

및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다.

(단위: %, GW)

전력설비 예비율 (%) 최대부하(GW)

최소 평균 최대 평균
(A)

최고
(B)

비율
(B/A-1)

미국 -10.7 22.3 38.3 738.6 789.6 6.9

일본 14.2 27.9 46.2 169 182.4 7.9

프랑스 5.2 21.3 44.5 87 102.1 17.3

독일 32.9 36.8 42.4 80.4 84 4.5

영국 13.0 25.6 38.7 58.3 61.7 5.8

한국 19~22 94 101.1 7.5

주: 한국은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망치를 이용해 계산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부터 <표3-9> 수치를 적용

자료: Electricity Information(2018, IEA)

<표 1> 대규모 전력설비 소유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

두 번째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작은규모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으

나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유사한 계통형태의 보유 여부에 

따라 비교국가를 선정 후 전력설비예비율을 비교 추정해 보았다. 이들 

국가들은 전력시스템 규모가 큰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약 15~19% 내외)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급격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최대부하와 전력설비예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정체기에 접어들 때 비로소 안정적인 

전력설비예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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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주와 대만은 독립계통 국가로 우리나라 전력계통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력설비예비율은 우니나라 또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하나 최근 들어 두 국가(호주 대만) 

모두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점을 감안할 때 독립계통의 전력설비예

비율은 계통연계가 된 경우보다 보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위: %, GW)

전력설비예비율(%) 최대부하(GW)

최소 평균 최대
평균
(A)

최고
(B)

비율
B/A-1

멕시코 4.6 19.2 38.8 35.4 45.3 28.1

터키 4.2 16.1 31.9 29.0 44.7 54

호주 4.1 15.5 26.3 38.7 43.2 11.6

대만 8.3 15.5 25.8 33.6 35.9 7

한국 19~22 94 101.1 7.5

자료: Electricity Information(2018, IEA); 대만에너지통계연보 

<표 2> 특징별 유사 국가 전력설비 예비율 비교

정확한 적정 설비예비율의 산출은 어려우나 국가별 비교 추정에서 

나타난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설비예비율이 형성된다고 가정하

면, 우리나라의 전력설비예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수준이라 볼 수는 없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적정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2%의 전력설비예비율은 

대규모 전력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군 내에서는 적정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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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실효

용량, 즉 최대부하가 발생하는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추

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증설, 운영 예비력의 증가(예비력 시장의 역할 

증대) 등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간헐성 발전설비의 계절별 시간대별 발전량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3차 에너

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변동성 전

원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제안하였다.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에서는 분산전원의 제어관리 기능의 강화와 함께 재생

에너지 발전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설비예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하게 늘

어나고 있지만 평균 25% 수준에서 전력설비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평균 36%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달성하여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기 확보한 주

요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력시스템 안정성

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경우 변동성 전원의 증가에 따른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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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과 호주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 전력시스템의 운영예비

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라 판단된다. 운영예비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공급예비력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전력설비예비율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적정한 전력설비예비율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현재 정부가 설정한 22% 수준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2030년 20%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22% 수준의 전력

설비예비율이 적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향후 204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30~35%까지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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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Securing reliability in the supply of electricity is probably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power industry policy.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store large amounts of electricity, and the need to 

match supply and demand in real time is a characteristic that sets the 

power industry apart from other industries in terms of production and 

supply. In an industry without large-scale storage facilities, a production 

capacity that is greater than demand is necessary to satisfy that demand 

on a constant basis. Therefore, there must be enough power production 

facilities to enable response to annual peak demand. Since power supply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to meet peak demand, there should be 

no problem in supplying power on non-peak days, given stability in 

supply of generation fuel. However, this is where inefficiency (supply-side) 

occurs in the power industry.

There are no power supply problems when demand is not at its peak. 

But from another perspective, this means there are facilities that cannot 

produce electricity even if they want to due to the fact that it cannot 

be stored in large amounts. These facilities are operated only for a 

certain period in which demand exists, which is why their annual 

production is lower than their capacity. The facilities must cover their 

fixed costs and other expenses, and a certain part of their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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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eriods when production is less than at full capacity. This 

inevitably causes the retail price of electricity to rise. Inefficiency in 

supply and pressure to raise the price derives from the inability to store 

power, and these are not issues that can be resolved in a short time. 

Regardless, efforts are needed to minimize inefficiency. In this aspect, 

the power industry has worked to reduce idleness by maintaining an 

adequate level of installed reserve, and discussions have been ongoing 

on the optimum installed reserve rat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e feature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the installed reserve rates of OECD member 

states, and bring forth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m with 

Korea’s domestic installed reserve rate. In the estimation of installed 

reserve rate - which incorporates the feature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 Korea’s Basic Plan of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first categorize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to rated capacity and effective capacity, 

and then calculates the installed reserve rate based on the latter. This 

study calculated the effective capacity for variable generation resources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Basic Plan, and used the calculated 

capacity to estimate the installed reserve rate by country and year. In 

addition, reflecting today’s rapidly increasing power generation from 

renewable energy, we estimated the installed reserve rate of each 

country and conducted a comparison.

Assuming there is no single optimum installed reserve rate, it will be 

equally important to compare Korea’s installed reserve rate to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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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untries. It is not possible to compare the domestic power 

industry to its counterparts in major countries as if they are on the 

same level, and significant gaps will exist across the industry given the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s such, simply and directly 

comparing industries while disregarding the different conditions in each 

country will hold little significance. However, if the gap is significant 

between the trends in major countries in installed reserve rate and 

Korea’s policy goals, this may indicate the need for a revision of those 

policy goals. On the other hand, if the opposite is true (no significant 

gap), this study may be utilized as basic information to support the 

feasibility of existing policy on the domestic installed reserve rate.

2. Summary 

This study selected OECD member states with similar power 

industries and economic environments to that of Korea, calculated their 

installed reserve rates between 2000 and 2016, and compared them 

with the future installed reserve rate established in the Basic Plan.

To begin, OECD countries with similar or larger maximum loads 

than Korea’s were selected, and the installed reserve rates of each 

country calculated and compared.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simply 

compare the power industries by size, if the maximum load is similar, 

countries must have power facilities producing that load. This is why 

we assumed that if the maximum load was similar or greater to Korea, 

the size of their power industries would also be similar or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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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maximum, and minimum installed reserve rates of 

countries with a power system similar or greater in size to Korea’s, as 

of 2016, have been organized in Table 1. These estimates may vary 

due to differences in climate and economic environments.

Installed Reserve Rates (%) Maximum Load (GW)

Minimum Average Maximum
Average

(A)
Maximum

(B)
Rate

(B/A-1)

U.S. -10.7 22.3 38.3 738.6 789.6 6.9

Japan 14.2 27.9 46.2 169 182.4 7.9

France 5.2 21.3 44.5 87 102.1 17.3

Germany 32.9 36.8 42.4 80.4 84 4.5

UK 13.0 25.6 38.7 58.3 61.7 5.8

Korea 19~22 94 101.1 7.5

Note: Estimates for Korea were calculated with projections from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from 2012, those 
for Japan were applied using figures in Table 3-9.

Source: Electricity Information (2018, IEA)

<Table 1> A Comparison of Installed Reserve Rates of Countries with 
Large-scale Power Facilities

This environment and economic variability shows up in the average 

installed reserve rates of major countries they are all within a range 

of 22-36% of each other. Upon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average and maximum load estimates, it is expected that Korea’s 

maximum load will gradually move in a similar direction. In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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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n the past the maximum load and power consumption increased 

rapidly, recent trends show that their rates of increase are gradually 

slowing down.

Secondly, this study selected comparative countries with a smaller 

power system than Korea’s but with similar economic growth rates and 

electrical systems, and estimated and compared their installed reserve 

rates with Korea’s. These nations were found to have a relatively lower 

average for installed reserve rates (around 15-19%)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with larger power systems.

We anticipate that developing countries with rapidly increasing 

economic growth rates will see a continued rise in maximum load and 

installed reserve rates, the latter of which are expected to become more 

reliable only when economic growth reaches a certain level and begins 

to stagnate.

Australia and Taiwan have independent systems and are similar in 

structure to Korea’s power system. Their installed reserve rates are 

considerably lower than is the cas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Given 

the recent large-scale blackouts in those two countries, the installed 

reserve rates of independent systems require a relatively more conservative 

management than more common power systems.



vi

Installed Reserve Rates (%) Maximum Load (GW)

Minimum Average Minimum
Average

(A)
Maximum

(B)
Rate

(B/A-1)

Mexico 4.6 19.2 38.8 35.4 45.3 28.1

Turkey 4.2 16.1 31.9 29.0 44.7 54

Australia 4.1 15.5 26.3 38.7 43.2 11.6

Taiwan 8.3 15.5 25.8 33.6 35.9 7

South Korea 19~22 94 101.1 7.5

Sources: Electricity Information (2018, I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al 
Annual Reports of Taiwan

<Table 2> A Comparison of Installed Reserve Rates of Countries with 
Similar Features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calculate the optimum installed reserve 

rate, but assuming the actual rate occurs within a certain range in the 

comparison and estimation by country, we cannot say that Korea’s is 

excessive or below major countries. In a broader sense, this may 

mean that Korea has already achieved its optimum installed reserve 

rate. Furthermore, the installed reserve rate of 22% established in the 

8th Basic Plan seems to be adequate for countries with large-scale 

pow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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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licy Suggestions

There are two implications that have been discovered while undertaking 

this study.

First, the greater the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more important accuracy becomes in estimating the effective 

capacity of each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ource - in other words, 

the amount that can be generated during maximum loads. There may 

be many ways to improve the intermittency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uch as increasing the installation of energy storage devices 

or increasing operating reserve (increased role of reserve markets), but 

the most important part is to estimate, as accurately as possible, the 

amount of energy generated by intermittent generation facilities by 

season and time. The government has already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 the 3rd Energy Master Plan, it proposes to re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variable generation sources through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renewable 

energy”.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renewable energy will 

enhance the accuracy of estimates not only through stronger control 

and management of distributed resources but also by monitor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nstruction of such a monitoring system 

is need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there needs to be a somewhat conservative approach to 

determining the adequate installed reserve rate.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recording a rapid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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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 an average installed reserve rate of 25%. Germany’s rate 

stands at an average of 36%, and the reason may be interpreted as 

Germany has already achieved the optimum installed reserve rate and 

secured reliability in their power system, and can therefore adopt active 

policies in expanding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Such policie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with greater confidence and efficiency can 

be pursued since their power system has become reliable and has the 

capacity to absorb any instability caused by an increase in variable 

generation resources. As for the recent blackouts in Taiwan and 

Australia, those two nations will need to increase their power system 

operating reserves, regardless of whether the blackout was connected to 

an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upply reserve must be 

high to increase operating reserve, but this is only possible when the 

installed reserve rate is high enough.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adequate installed reserve rate,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with 

the level currently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22%). Rather, 

a more conservative approach may be required based on the 

government’s plans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30-35% 

of all power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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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전력산업 정책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다. 전력은 대규모 저장이 어렵고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품과는 생산 및 공급측면에서 산업적으로 이질적

( )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계절과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와 저장설비의 최적조합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가 구성된다. 

생산설비와 저장설비의 이용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상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짧은 기간 내에 설비투자비용의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높은 수준의 이윤 달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수

요는 공급용량에 비해 때로는 높을 수도, 때로는 낮을 수도 있으므로 

적정생산설비와 저장설비의 조합을 찾아 수요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제품생산자에게 있어 최적의(optimal) 전략이다. 실

제로 대부분의 제품생산자들은 수요 공급 간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

하고 일련의 저장설비를 통해 수요예측 오차를 해결하고 있으나, 전력

은 앞서 설명한 물리적 특성(대규모 저장 및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점)

으로 인해 제품생산자의 일반적인 전략이 통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저장설비가 부재한 전력산업에서는 전력수요를 실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초과생산설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력생산 

설비는 연간 최대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최대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항

상 최대수요 전망치를 일정수준 초과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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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수요예측의 오차, 특히 예측보다 

높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일반적인 상품처럼 저장설비

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자체를 추가적으로 구축해야만 하

는 것이다. 이렇듯 전력산업이 저장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의 여유분으

로 수요예측 오차에 대응하는 정도를 “설비예비율”이라는 개념으로 구

체화할 수 있다.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공급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최대수요가 발

생하지 않을 경우 발전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설비의 존재로부터 전

력산업의 비효율성(공급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대수요를 기록

하지 않는 날에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달리 보면 대규모 저

장이 되지 않는 전력의 특성상 전력을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하지 못하

는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설비들은 수요

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생산능력 

대비 연간 전력생산량이 매우 저조할 것이다.

전력의 비저장성이 야기하는 공급부분의 비효율성 및 요금상승 압력

은 전력의 대규모 저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력산업에서는 적정 수준의 설비

예비력을 유지하여 유휴설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1)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설비예비율의 적

정수준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인 간헐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즉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전통전원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자연환

1) 적정 설비예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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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및 설치가 확대되더라도 정작 필요한 시간대에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설비용량을 전력설비예비율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전력설비예비율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간헐성을 반영한 전력설비예비율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재생에너지 발

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산하고, 국내 전력설비예비율과 비교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으로 구분한 후 “실효용량을 

기반으로”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국별 변동성 전원에 대한 실효용량을 추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연도별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산하였다. 아

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

정한 각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

제한다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과 비교하여 국내 전력

설비예비율 수준을 가늠하여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해외 주

요국과 국내 전력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 국가의 전력산업 구조가 상이한 만큼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큰 차

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별로 상이한 여건을 무시하고 단순·직

접 비교를 하는 것에 큰 의미는 없겠으나,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 

추세와 국내 정책 목표치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할 경우 현재의 

전력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설

비예비율 변화 추세와 국내 정책방향에 따른 설비예비율 변동 흐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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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전력설비예비율 관련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력설비예비율과 

설비용량의 추산 방법을 정립하는 한편, 주요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전력

설비예비율을 추정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전력산업 구조 및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군을 설정한 후 이들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

을 분석해보려 한다. 주요국들과 최대부하와 전력설비예비율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보고 변동성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전력설비예비율 추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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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정리

1. 전력설비예비율 및 설비용량 추산 방법

가. 예비율의 정의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정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설비예비율을 “미래특정시점의 최

대전력수요 대비 필요한 예비전력설비의 비율” 로 정의한다. 즉 전력

설비예비율은 전력설비예비력을 연간 최대전력수요로 나눈 값을 의미

하며, 여기서 전력설비예비력이란 연간 최대전력수요를 초과해서 보유

하고 있는 설비용량과 최대전력수요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력

설비예비율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설비용량은 연중 시장

에 진입·퇴출되는 설비를 감안하여, 연말(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

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전력설비용량 통계를 사용하는 것

이 보다 일반적이라 판단된다.

전력설비예비율  연간최대수요
설비용량연간최대수요 

×

[수식 2-1] 전력설비예비율 추정 공식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적정 설비예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공급측면

에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켜준다. 설비예비율이 매우 높을 경우 정전

(전력 수요와 공급 불일치에서 발생)과 같은 사태는 쉽게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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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정전예방을 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설비예비율이 과도하게 낮으면 전력산업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줄일 수 있겠으나 전력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며, 장기 정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평상시 전력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  배에 

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정 설비예비율을 산정하여 설비를 확충

(또는 퇴출)시키는 것이 비용효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다

만 적정 설비예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는 점은 딜레마로 남아있는 상태다.

나. 설비예비율 추산을 위한 기초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해외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추산하기 위해 사용한 기

초자료는 OECD 산하 기구인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이하 IEA)

에서 매년 발행하고 Electricity Information의 2018년판을 사용하였다.2) 

다만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IEA의 Electricity Information에서 제공하

고 있는 발전원별 용량규모에3) 대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추산 및 

자료확보의 편이성을 위해 일부 자료를 재가공하였다. IEA(2018)의 자료 

활용과정에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2) 자료 확보의 용이성을 위해서 2018년 기준 Electricity information의 자료는 IE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였음.  
https://www.oecd-ilibrary.org/energy/data/iea-electricity-information-statistics_elect-d
ata-en(검색일 : 2019.1.15)

3) IEA에서는 제공하는 발전설비용량은 매년 말일(12월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설비용량을 의미한다(Net maximum electricity generating capacity on 31 
December).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정리  7

첫째, IEA(2018)에서는 연소되는 연료(석탄, LNG, 석유, 바이오 폐

기물)와 운전형태를4) 기준으로 화력발전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분류기준에 의거, 연료연소를5) 기반

으로 하는 발전설비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설비용량을 모두 통합하여 

화력발전으로 간주하였다. 일부 바이오 폐기물의 설비용량이 포함되는 

점은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 화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

와 통합된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변동성 전원 

확대가 전력설비예비율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목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6) 

둘째, 수력발전의 용량에 관련된 부분이다. IEA(2018)에서 제시하는 

수력발전의 용량에는 양수발전 용량이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을 활용

하는 수력발전은 변동성 전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양수발전은 오히

려 변동성 전원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자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력

발전의 용량과 양수발전의 용량을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셋째,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에 관련된 특이사항

이다. IEA(2018)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태양광(Solar PV), 태양열(Solar 

Themal), 풍력(Wind), 해양(Tide, Wave, Ocean), 지열(Geothemal), 그리고 

기타로7)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산 및 자료수집의 편이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태양, 풍력, 그리고 기타 발전설비로 분류하였다. 

태양열은 현재 설치된 설비용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태양광과 태양열

을 합쳐 태양광으로 간주하였으며 조력, 지열 발전도 태양열 발전과 

4) Single-fired(단독운전), Multi-fired(복합운전)
5) Combustible fuels (가연성 연료)
6) 국가별로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존

재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7) 기타에는 연료전지 발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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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설치된 설비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기타 발전설비로 간

주하였다.  

넷째,  IEA(2018)에서는 총 발전용량을 집계함에 있어 자가발전설비

용량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력

시장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설비예비율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에서 자가발전설비용량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로 연도별 최대부하는 IEA(2018)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기본값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자료가 

없는 관계로 ENTSO-E의8)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변동성 전원 확대와 설비예비율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산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용량 자료에 전제된 기

본적인 가정은 최대전력부하 발생 시간에 설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9) 전력생산 시 전통연료(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등)를 사용

하는 전통전원은 설비운영자가 전력생산설비의 가동 또는 중단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전력설비예비율을 산정할 때 설

비용량의 대부분을 “전력생산 가능설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전력생산량이 설비운영자가 아닌 자연환경에 의해 급격히 변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비특성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처럼 자연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변동하는 발전설비를 “변동성 전원” 또는 “간헐성 

8) ENTO-E Statistical Factsheet 2013~2016, ENTSO-E Memo 2009~2012
9) 단기적 관점에서 전력설비의 고장 및 수리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전

력공급 가능설비를 계산하는 개념으로는 공급예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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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즉 태양광 풍력과 같은 변동성 전

원은 대규모 설비용량을 갖추더라도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되는 시간대에 발전을 할 수 있으므로 전체 설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변동성 전원의 정격설비용량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전력설비예비율을 산정하면 전력설비예비율이 과다하게 측

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실제로는 전력설비예비율이 충분하

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라도 수치적으로 전력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것처

럼 보이게 만들어 착시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

성 확보”라는 전력산업의 최대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전원의 특성을 반영, 

전체 설비용량 중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시간에 발전에 기여하는 

설비의 비중을 추산할 필요성이 있다.10)

이하에서는 정격용량과 설비예비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국

의 2016년 설비예비율을 정격용량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각국의 설비예비율을 추정하려면 전체 발전설비의 용량을 결정해

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가용을 제외한 전력사업자의 발전용량을 기

준으로 설비예비율을 추산하였다. <표 2-1>은 2016년 해외 주요국의 

정격용량 기준 전력설비예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국내 

전력산업 규모(최대부하 기준, 약 80GW)과 유사하거나 더 큰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10)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생산설비를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의 개념으로 구분
하여 적용하고 있다. 정격용량은 발전설비의 용량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실효용량은 
최대전력수요에 기여하는 전력설비 용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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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W,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원자력 99.6 41.5
(0) 10.8 63.1 9.5

화력 735.7 174.4 85.4 19.1 48.8

양수발전 31.4 27.6 6.7 7.1 2.7

수력 70.9 22.0 4.5 18.2 1.5

태양 21.6 5.7 40.7 3.5 2.4

풍력 81.2 2.9 49.6 10.8 12.8

기타 2.5 0.5 0.0 0.2 0.0

총 설비용량 1042.9 274.5 197.8 122.1 77.8

기저전원
비중

80% 79%
(75%) 49% 67% 75%

최대전력 768.5 159.1 81.9 88.6 52.9

설비예비율 36% 73%
(46%) 141% 38% 47%

주: 기저전원은 원자력 + 화력을 의미, 일본의 괄호 내 수치는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을 
제외한 수치, 독일의 최대부하는 Eurostat에서 참조

자료: IEA(2018)

<표 2-1> 해외 주요국의 2016년 전력설비예비율 (정격용량 기준)

먼저 해외 주요국의 최근 전력설비예비율(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36%에서 141%까지 굉장히 넓은 구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미국은 2016년 기준 약 36%의 설비예비율을 기록하였으며, 프랑스

와 영국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38%, 47%의 설비예비율을 각각 기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은 미국 프랑스 영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

은 수준인 73%(일본), 141%(독일)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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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의 전력설비예비율이 서로 상이한 수치를 보이는 이유

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

진으로 대부분의 원전이 가동중지 상태인 탓에 요금상승 수요관리 등

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최대부하 자체가 감소한 상황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 중단의 영향을 반영한다면(원전 

설비용량 0 가정) 일본의 실제 전력설비예비율은 46%로 감소하여 영

국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처럼 특별한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의 높은 전력설비예비율은 상당히 독특한 측면이 있다. 수치상으

로만 보면 너무 과다한 전력설비를 보유하다 못해 오히려 낭비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 수준으로 비교국들과 

차이를 보인다. 즉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기저전원(원자력+석탄) 

설비비중이 67%~80%인 점을 감안할 때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정격용량 기준으로 산

출된 독일의 전력설비예비율 추정치에 일정수준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하며, 실제 설비예비율은 141%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변동성 전원,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의 합은 최

대부하가 독일 대비 약 5배 가량 큰 미국의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용량

의 합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11) 즉 독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가 전체 발전설비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

한 상황에 따라 독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설비예비율을 기록하고 

11) 미국의 최대부하는 1,042GW로 독일의 198GW에 비해 약 5.3배 크다. 그러나 
미국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00GW, 독일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
비용량은 90GW로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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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는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최대부하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발전하지 않고 수력발전은 약 

25% 정도만 발전된다고 가정한 후 해외 주요국들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한 결과다.

(단위: GW,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원자력 99.6 41.5
(0) 10.8 63.1 9.5

화력 735.7 174.4 85.4 19.1 48.8

양수발전 31.4 27.6 6.7 7.1 2.7

수력 17.7 5.5 1.1 4.5 0.4

기타 2.5 0.5 0.0 0.2 0.0

총 설비용량 886.9 249.5
(208.0) 104.1 94.1 61.5

기저전원
비중

94% 87%
(84%) 92% 87% 95%

최대전력 768.5 159.1 81.9 88.6 52.9

설비예비율 15% 57%
(31%) 27% 6% 16%

주: 기저전원은 원자력 + 화력을 의미, 일본의 괄호 내 수치는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을 제외한 수치, 독일의 최대부하는 Eurostat에서 참조

자료: IEA(2018)

<표 2-2> 변동성 전원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의 2016년 전력설비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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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 전원 발전량에 대한 제약

을 다소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동성전원이 최대부하시간에 발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

우 해외 주요국의 전체 발전설비 대비 기저설비 비중은 80%에서 95% 

사이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표 2-1>에

서 약 4배 차이가 있던 미국과 독일의 전력설비예비율은 2배 수준으로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

일의 전력설비예비율은 141%였던 반면, 환경제약을 고려한 <표 2-2>

의 방식에 따르면 상당히 현실적 수준인 27%로 산출되었다.

과거에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전력산업 정책 수립 시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고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비교해본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변동성 전원의 정격설비용량을 근거로 전력설비예비율을 

산정할 경우 그 추정값이 과다 계상되며, 종국에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전력공급이 전

력수요를 맞추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변동성 전원의 실효용량 추산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생산설비를 정격용량과 실효

용량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으로 

대표되는 변동성 전원은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실효용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변동성 전원의 실효용량을 정확히 추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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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과거실적을 기반으로 일정수준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각 국가별 실효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서 사용한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아

래 <표 2-3>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기준 발전설비의 정

격용량 및 실효용량(피크기여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에 따르면 발전원별로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전원 중 원자력발전과 양수발전 그리고 LNG 복합화력

은 정격용량 그대로 실효용량에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12) 그러나 석

탄화력 발전과 석유발전은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율이 각각 

97%, 9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 

발전기에 대해 피크기여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에서 밝히고 있다.13)

정리해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중앙급전 발전기에 대해 정격

용량과 실효용량이 100% 일치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비중앙급전 발전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처럼 실효용량을 계산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제외, 중앙급전을 받는 전통전원은 정격

용량과 실효용량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정격용량 대비 약 15% 정도만 

실효용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12) LNG 복합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는 99.99%
1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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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W)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정격용량
(A) 20,400 39,921 47,460 58,461 1,391 6,100 

실효용량
(B) 20,400 38,862 47,457 8,772 1,253 6,100 

B/A 100% 97% 100% 15% 90% 100%

주: 비중앙급전 발전기에 대해 피크기여도를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

<표 2-3> 2030년 발전원별 정격용량 및 실효용량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발전 

이외에도 연료기반의 발전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료”란 목

재, 부생가스, 수소 등을 지칭하며 연료기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

을 이용하는 발전원보다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같은 신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발전원별로 정격용량 대

비 실효용량의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실효용량 적용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2017년, 2030년). 자연환경을 활

용해서 발전하는 변동성 전원(태양광, 풍력 및 수력·해양)의 실효용량

은 정격용량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태양광은 정격용량 대비 

약 16%, 풍력은 약 2% 수준의 용량을 실효용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정격용량의 약 28% 정도를 실효용량으로 인정하고 있으

며, 연료연소기반의 바이오 폐기물 부생가스 연료전지 IGCC(석탄가스

화발전)의 경우에도 정격용량 대비 약 25%에서 76%까지 다양하게 실

효용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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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W)

발전
설비

2017년 2030년

정격
용량

실효
용량

비중
정격
용량

실효
용량

비중

태양광 5,030 785 15.6% 33,530 5,231 15.6%

풍력 1,174 22 1.9% 17,674 336 1.9%

수력 1,795 504 28.1% 2,105 591 28.1%

해양 255 3 1.2% 255 3 1.2%

바이오 725 212 29.2% 1,705 498 29.2%

폐기물 323 78 24.1% 323 78 24.1%

부생가스 1,377 1,040 75.5% 1,377 1,040 75.5%

연료전지 291 214 73.5% 746 548 73.5%

IGCC 346 208 60.1% 746 448 60.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

<표 2-4>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정격용량 및 실효용량 

한편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정격용량 대비 설비

용량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본적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 

비중을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정격용량에 적용하여 실

효용량을 추정하였다.

 해외 주요국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

량 비중을 각각 추산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각국별로 

상이한 “발전설비 이용률”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

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중은 최대부하시간대에 각 발전원별 시간대

별 발전실적에 근거하여 추정되었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

너지 발전원별 피크기여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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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설비 이용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보다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 태양광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 비중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용량 비중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설비 이용률을 반영하여 발전원별 정격용

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중을 추산하였다. [수식 2-2]는 국내 신재생에너

지 발전원별 실효용량 비중에 해외 주요국의 설비이용률을14) 반영함

으로써 해당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실효용량 비중을 산출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해외 비교대상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국내 설비이용률에 비해 높은 경우 그 비율만큼 국내 실효용량 비중에 

곱하여 해당국가의 실효용량 비중을 추정하였다.

실효용량비 우리나라 실효용량비×우리나라 이용률
외국 이용률 

[수식 2-2] 해외 주요국의 실효용량 비중 추산 방식 

<표 2-5>는 주요국의 변동성 전원별 실효용량을 추산한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국내 태양광 풍력 수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의 이용률은 IEA(2018)의 2016년 설비이용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

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설비이용률을 반영하면 미국의 태양광 발

전 실효용량비는 20.3%로 우리나라(13.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대

로 설비이용률이 낮은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

효용량비가 산출된다.

14) IEA(2018)에서 원별 발전량과 설비용량을 반영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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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정격용량 21.63 2.36 5.65 40.71 3.52

이용률 18.7% 9.9% 13.2% 10.7% 13.5%

실효용량 4.62 0.27 0.85 4.95 0.54

실효용량비 21.4% 11.4% 15.0% 12.2% 15.3%

자료출처 : IEA(2018)

<표 2-5> 2016년 주요국 태양광 정격용량 및 실효용량

(단위 : GW)

2. 선행 연구 및 주요국 전력설비예비율 추정

가. 선행연구 정리

전력설비예비율은 자연환경, 기온, 산업 여건 등에 따라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관계로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수치의 단순 비교를 통해 각 국

가가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 수준이 상이하여, 과

거처럼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할 경우 국가별 전

력설비예비율에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는 이런 측면에서 일정수준 교정적인 시각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문제점은 6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

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국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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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책처(2015)는 ‘OECD 주요국의 설비예비율 현황’에서 6차 전력수

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설비소위원회에서 제시한 국가 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자료를 소개하며, 국가 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소개한 설비소위원회의 OECD 국가별 전력설비 예비율 비교자료를 살

펴보면, 스페인(130.7%), 독일(82.6%), 이탈리아(77.8%)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그 수

치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5)

최근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6~8차)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특히 변동성전원에 대해서는 실효용량 개념을 적용하여 전력설비예비

율을 추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설비예비율 추

정에서는 정격용량을 통해 추정된 예비율 수치가 지닌 문제점이 이미 

해소되었다. 실효용량 비중에 대해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매

우 적절한 방식으로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적정 설비예비율 수준을 도출하는 것

은 불가능하므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국내 수치가 유

사한지 또는 큰 격차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전력설비예비율의 적정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실효용량을 반영하지 않은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에 문제의식을 지닌 국회예산정책처(2015)와 동일한 시각을 견지

하고 있다.

15) 국회예산정책처(2015)에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간헐성전원의 실효
용량을 적용하고 있음을 적시하였다(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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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설비용량 최대

전력
설비
예비율원자력 석탄화력 수력 신재생 계

미국 10,117 76,443 10,066 4,239 100,865 76,795 31.3%

일본 4,896 13,507 4,334 60 22,797 17,775 28.3%

프랑스 6,313 2,318 2,496 594 11,721 9,671 21.2%

독일 2,047 6,879 1,098 4,566 14,590 7,990 82.6%

영국 1,087 6,642 420 423 8,572 6,087 40.8%

이탈리아 - 6,880 2,135 1,018 10,033 5,643 77.8%

스페인 742 5,046 1,854 2,536 10,178 4,412 130.7%

호주 - 4,509 954 186 5,649 4,160 35.8%

한국 1,772 5,108 543 186 7,609 7,131 6.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소위원회 회의자료”

<표 2-6>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OECD 주요국 설비예비율 현황 

나. 미국 권역별 설비예비율 분석

1) 기본가정

본 절에서는 미국 NERC의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 전력산업을 크게 

4개의 권역(동부권, 서부권, 퀘백권, 텍사스권)으로 나누어 설비예비율

을 살펴보려 한다.

미국 NERC에서는 발전연료별 정격설비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비

예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먼저 “Anticipated Resource”는 기 운영 중인 

확정설비와 기 계획되어 운영이 확실시되는 건설 중인 설비를 포함한 

개념이다. “Prospective Resource”는 Anticipated Resource에 최대부하 

수급에 기여할 수 있으나 송전이 불안정한 설비와 건설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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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수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설비들을 추가한 개념이다. 즉, 

Anticipated Resource는 보수적으로 측정한 “확정적 설비용량”에 해당

하며, Prospective Resource는 설비예비율 산정 대상요건을 비교적 완

화하여 측정한 “가용( )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NERC의 가정에 따라 설비예비율도 “Anticipated Resource 

Margin”과 “Prospective Reserve Margin”으로 각각 추정 가능하며,  

Anticipated Reserve Margin과 Prospective Reserve Margin은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산출된다.

 
 

   

 
 

   

자료: NERC(2014)의 Preface 내용 정리
주: Net Internal Demand는 최대부하 시간에 조절 가능한 수요 반응량을 제외한 

전력수요를 의미함.

[수식 2-3] 설비예비율(Anticipated & Prospective) 산정식

미국은 “Reference Margin”을 각 지역별 “기준(적정) 설비예비율”로 

지정하고 기준치 준수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Anticipated Reserve 

Margin이 Reference Margin보다 크면 현재의 설비예비율이 적정 수준

(Adequate)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Anticipated Reserve Margin이 

Reference Margin을 기준으로 근소하게 크거나 작은 경우는 경계 수준

(Marginal)으로 평가한다. 그 외 Anticipated Reserve Margin이 Reference 

Margin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부적정 수준(Inadequate)으로 판단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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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설비예비율 전망

NERC(2018)에서는 2019~2028년 기간 동안의 미국 내 지역별 권역별 

설비예비율(Anticipated Reserve Margin, Prospective Reserve Margin)을 

산출, 각 년도 “기준 설비예비율(Reference Margin) 전망치” 대비 “추정

된 설비예비율”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전망기간 내 “평균 기준 설비예비율”은 각각 

15.39%, 13.70%로 추정되며, “Anticipated Reserve Margin > Reference 

Margin”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다.16) 그러나 퀘백권은 2023년까지 

적정 수준(Adequate)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는 경계 

수준(Marginal)으로 설비예비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텍

사스권에서는 2023년까지 그나마 경계수준을 유지하던 설비예비율이 

2024년 이후부터는 Anditipated Reserve Margin 기준 부적정 수준(Inadequate) 

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퀘백권과 텍사스권의 이와 같은 

특징은 동부권과 서부권이 설비예비율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상반된 양상으로, 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RC(2018)는 2024년 이후 퀘백권의 Anticipated Reserve Margin이 

Reference Margin보다 근소하게 낮은 원인으로 전력수입(import)에 대한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 퀘백권의 Anticipated Reserve Margin 산출 시 퀘백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안정적 전력수입을 가정하지 않아 Anticipated Resource

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2024~ 

2026년 사이의 Prospective Reserve Margin이 Reference Margin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Prospective Resource 산정 시 약 1,100MW 

가량의 설비용량 수입(import)을 가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퀘백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준 설비예비율 13.75%를 준수하기 

16) 설비예비율이 적정 수준(Adequate)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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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단기 설비 구매(short-term capacity purchases)”를 진행 중이다.

한편 NERC(2018)은 2024년 이후 예상되는 “텍사스권 설비예비율 수

준 부적정 평가”의 원인으로 2017~2018년 사이 발생한 약 4,000MW 

규모의 석탄 및 천연가스 설비의 퇴출과 기 계획되어 있던 발전설비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지연을 들고 있다. 현재 텍사스 지역은 전력계통

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일시적 수요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인센티브 제

도를 입안하여 시행 중이다. 아울러 텍사스 외 인근지역에 “긴급 전력

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부하자원 용량 해제” 등을 추진하여 기준 설

비예비율 13.75%를 맞추고자 노력 중이다(<표 2-7> 참조).

설비예비율 추정 시 실효용량의 반영 필요성에 대해 NERC(2018)은 

미국 내 정격 설비용량이 30GW를 초과하는 2023년부터 실효용량을 

반영해야 보다 정확한 설비예비율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권에서는 Anticipated Reserve Margin과 Prospective Reserve 

Margin 간 격차가 큰 만큼, 2024년 이후부터 실효용량을 반영한 설비

예비율 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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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동부권

Anticipated Reserve Margin 32.04% 32.70% 32.87% 34.03% 33.61% 33.56% 35.49% 34.90% 34.50% 33.64%

Prospective Reserve Margin 33.52% 34.79% 35.26% 38.15% 38.47% 38.06% 40.13% 38.69% 38.56% 37.69%

Reference Margin 15.25% 15.25% 15.18% 15.21% 15.28% 15.45% 15.53% 15.74% 15.55% 15.45%

Adequacy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서부권

Anticipated Reserve Margin 29.85% 29.12% 26.76% 25.10% 24.02% 22.19% 21.02% 20.23% 19.39% 17.61%

Prospective Reserve Margin 32.37% 32.24% 30.80% 29.38% 28.36% 26.53% 26.59% 25.79% 24.91% 23.08%

Reference Margin 14.14% 14.09% 13.92% 13.84% 13.73% 13.65% 13.53% 13.45% 13.37% 13.28%

Adequacy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퀘백권

Anticipated Reserve Margin 16.35% 14.48% 13.60% 15.04% 12.86% 12.10% 11.35% 10.35% 9.44% 8.57%

Prospective Reserve Margin 19.37% 17.48% 16.58% 18.00% 15.79% 15.02% 14.25% 13.23% 12.30% 11.41%

Reference Margin 12.61% 12.61% 12.61% 12.61% 12.61% 12.61% 12.61% 12.61% 12.61% 12.61%

Adequacy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Adequate Marginal Marginal Marginal Marginal Marginal

텍사스권

Anticipated Reserve Margin 11.17% 12.66% 11.82% 10.60% 8.62% 6.91% 5.35% 3.64% 1.98% 0.37%

Prospective Reserve Margin 19.06% 38.14% 45.45% 44.90% 41.83% 39.66% 37.63% 35.40% 33.23% 31.12%

Reference Margin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Adequacy Marginal Marginal Marginal Marginal Marginal Inadequate Inadequate Inadequate Inadequate Inadequate

자료: NERC(2018), pp.11~12; pp.97~101; pp.122~126; pp.51~56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표 2-7> 미국 설비예비율 전망(20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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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 분석

1. 유사 특징별 국가 분류 및 비교국가 선정

가. 해외 주요국의 최대부하 추세

전력설비예비율은 최대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발전설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최적의 적정설비예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해외 주

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비교하면서 과대 또는 과소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그나마 설비예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최대부하 현황 및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유사한 국가들을 선별한 후 유사국가의 전력설비예비율과 국내 

전력설비예비율을 비교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표 3-1>은 OECD 국가별 최근 최대부하 현황 및 추세를 정리한 것

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최대부하 규모에 있어 OECD 국가 중 

4번째로 큰 국가며, 약 85.2GW의 최대부하를 기록하였다. 이는 프랑

스(88.6GW), 독일(81.9GW)의 최대부하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위 5개 

국가를 제외하면 최대부하 규모는 50GW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부하는 이탈리아와 영국보다는 각각 약 59%, 

61%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모는 국제적으로도 상

당히 큰 수준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최대부하 증가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급격

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00년 대비 2016년 우리나라 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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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약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6년 만에 전력산업 규모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력시스템 규모(최대부하)가 큰 

해외 주요국과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최대부하 규

모로 상위 4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2016년 최대부하 크기는 

2000년 대비 약 10~20% 수준으로 증가했을 뿐이고, 동일본 대지진이

라는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던 일본은 2010년의 최대부하가 2000년 최

대부하 수준과 거의 유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최대부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최대부하의 급격한 증가는 주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위주

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시스템의 규모가 특별히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의 최대부하 증가추세

를 우리나라 최대부하 증가추세와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

다. 아이슬란드, 칠레,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도 최대부하 

수치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대부하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나

라와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지

닌 국가를 선별하고 전력설비예비율을 비교한다. 첫번째 지표는 “전력

시스템 규모”로 최대부하 규모가 큰 국가들 간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비

교하였다. 대상 국가는 OECD 국가들 중 최대부하 규모 순으로 미국~

영국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 7개국으로 대상 국가 모두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두번째 지표는 “최대부하 증가율”로서 우리나라

처럼 최대부하가 급격히 증가한 국가를 선정 비교하였다. 최대부하의 

급격한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이어서 전력시스템 및 최대부하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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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번째 지표로 분류할 때 일정한 전력

시스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 중 멕시코와 터키를 우리나라와 비

교가 가능한 대상국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 지표로 “전력계통의 유

사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독립계통으로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미국은 주변 국가들과 전력

계통이 서로 연계되어 전력을 서로 융통할 수 있으므로, 타국으로부터

의 전력구입을 통해 전력의 일시적 부족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처럼 독립계통을 가진 국가는 전력 부문에서 타 국가의 도움을 받

을 수 없으며 오로지 자국의 전력시스템 내에서 최대부하에 대응해야

만 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로 OECD 내에서는 호주와 일본

이, 비( ) OECD 그룹에서는 대만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비

( )OECD 국가인 대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8

최대부하(연도별) 최대부하증가율

2000(A) 2010(B) 2016(C) C/A C/B

미국 678.4 767.9 768.5 13% 0%

일본 173.1 177.8 159.1 -8% -11%

프랑스 72.4 96.7 88.6 22% -8%

한국 41.0 71.3 85.2 108% 19%

독일 74.6 83.1 81.9 11.5% -1.4%

이탈리아 55.0 56.4 53.6 -3% -5%

영국 58.5 60.9 52.9 -9% -13%

멕시코 27.4 39.8 45.3 66% 14%

터키 17.3 31.6 44.7 159% 41%

스페인 33.2 44.1 40.1 21% -9%

호주 33.6 42.0 38.7 15% -8%

노르웨이 20.4 24.0 25.2 24% 5%

스웨덴 26.0 26.2 25.2 -3% -4%

폴란드 22.8 25.1 24.2 6% -4%

주: 이탈리아 2000년 수치는 2005년 기준, 독일의 최대부하는 IEA 및 ENTSO-E 
자료 참조

자료: IEA(2018), ENTESO-E Statistical Factsheet(2013~2016)

<표 3-1> OECD 국가별 최대부하 현황 (1)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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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연도별) 최대부하증가율

2000(A) 2010(B) 2016(C) C/A C/B

네덜란드 15.2 17.5 16.6 9% -5%

핀란드 12.4 14.6 15.2 22% 4%

벨기에 12.7 13.6 13.6 8% 0%

이스라엘 7.9 10.5 12.6 60% 21%

체코 10.1 11.2 11.4 13% 2%

칠레 5.5 8.1 10.4 90% 29%

오스트리아 8.6 9.7 10.4 21% 7%

스위스 9.0 10.4 10.4 15% 0%

그리스 8.5 9.9 9.1 6% -8%

포르투갈 6.6 9.4 8.1 24% -13%

헝가리 5.7 6.6 6.8 18% 3%

뉴질랜드 5.6 6.3 6.3 13% 0%

덴마크 6.3 6.3 6.1 -3% -3%

슬로바키아 4.3 4.3 4.8 13% 11%

아일랜드 3.8 5.1 4.8 24% -6%

아이슬랜드 1.1 2.2 2.4 123% 9%

슬로베니아 1.7 1.9 2.0 16% 2%

룩셈부르크 0.6 1.1 1.1 84% -2%

주: 이탈리아 2000년 수치는 2005년 기준, 독일의 최대부하는 IEA 및 ENTSO-E 자료 
참조

자료: IEA(2018), ENTESO-E Statistical Factsheet(2013~2016)

<표 3-2> OECD 국가별 최대부하 현황 (2)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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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전력시스템 보유 국가별 최대부하 및 경제성장률 비교

본 절에서는 대규모 전력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

을 비교·분석한다. <표 3-3>은 OECD 국가 중 2016년 최대부하 상위 

6개국에 대해 “연평균 최대부하 증가율(2000~2016년)”과 “연평균 실

질경제 성장률(2000~2016년)”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증가율(최대부하증가율)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GDP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사용량 역시 증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력소비의 

증가와 최대부하의 증가가 항상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최대부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최대부하 이외 시간대에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최대부하와 전력소비 증가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과 최대부하의 관계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최대부하는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 전력소비는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해

당 연도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할 경우 전력소비 증가와는 다소 상

이한 흐름을 보이는 최대부하증가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대부하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최

대부하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서로 긴밀하고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전력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의 최대부하증가율과 경쟁성장률을 서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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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W, %)

최대부하(GW) 연평균
최대부하 증가율(%)

연평균
실질경제 성장률(%)

기간 2000 2010 2016 00~10 10~16 00~16 00~10 10~16 00~16

미국 678.4 767.9 768.5 1.2 0.0 0.8 1.7 2.1 1.9

일본 173.1 177.8 159.1 0.3 -1.8 -0.5 0.6 1.0 0.8

프랑스 72.4 96.7 88.6 2.9 -1.5 1.3 1.3 1.1 1.2

한국 41.0 71.3 85.2 5.7 3.0 4.7 4.4 3.0 3.9

독일 74.6 83.1 81.9 1.1 -0.2 0.6 0.9 1.8 1.2

영국 58.5 60.9 52.9 0.4 -2.3 -0.6 1.6 2.0 1.8

주: 이탈리아 2000년 수치는 2005년 기준, 독일의 최대부하는 IEA 및 ENTSO-E 
자료 참조

자료: IEA(2018), ENTESO-E Statistical Factsheet(2013~2016)

<표 3-3> 대규모 전력설비 소유 국가별 최대부하 현황

같은 기간(2000~2016년) 해외 주요국들의 최대부하증가율 및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한국 독일은 최대부하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일본과 영국의 경우 서로 반

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부하증가율과 경제성

장률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사용량 간 상관관계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처럼 국가적 재난(동일본 대지진)

으로 인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경우 최대부하를 낮추기 

위해 요금인상 등의 수요관리 정책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

듯 각 국가별로 산업과 소비 등에 있어 상이한 특성이 존재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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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3>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 추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최대부하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증감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이다. 연평균 최대부하증가율(2000~2016년)과 동기간 

실질경제성장률 흐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선

진국들의 최대부하증가율은 -0.6%~1.3%, 실질경제성장률은 0.1%~1.9% 

수준에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1%~2% 내외의 증감세를 기록하고 있

다. 즉 경제적으로 이미 높은 성장을 달성하여 경제성장률 증감세가 

그리 크지 않은 선진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전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

으며, 결과적으로 최대부하 역시 소폭의 증감세만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최대부하 및 경제성장률 증

감세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최대부하 

및 실질경제성장률은 주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각각 4.7%, 

3.9%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최대부하증가율과 실질경

제성장률의 증감세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전

력소비의 약 50%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형태가 

제조업 중심의 전력다소비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

정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규모의 전력산업 규

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개발도상국과 유사하

게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목표는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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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력산업이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전력수

요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향후 주요 선진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들과의 전력설

비예비율 비교는 미래 전력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다. 유사 경제성장률 국가별 최대부하 비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에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달성이 

매우 중요하며 최대부하와 전력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는 터키,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최대부하를 비교한 것

으로, 최대부하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중간규모의 전력시스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용이한 국가는 멕시코 

및 터키 정도로 판단된다.

터키와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비해 최대부하 규모는 절반 수준이나 3

개 국가(터키 멕시코 한국) 모두 최대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3.2%, 6.1%의 연평균 최대부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평균 최대부하증가율 수준(4.7%)

과 상대적으로 비슷하며,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각각 2.0%, 

4.9%로 나타나 우리나라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수준(3.9%)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멕시코는 우리나라 최대부하 및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터키의 최대부하와 경제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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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W, %)

최대부하(GW) 연평균
최대부하 성장률(%)

연평균
실질경제 성장률(%)

기간 2000 2010 2016 00~10 10~16 00~16 00~10 10~16 00~16

멕시코 27.4 39.8 45.3 3.8 2.2 3.2 1.5 2.9 2.0

터키 17.3 31.6 44.7 6.2 5.9 6.1 4.0 6.4 4.9

한국 41.0 71.3 85.2 5.7 3.0 4.7 4.4 3.0 3.9

자료: IEA(2018); OECD 국가 계정 통계, https://stats.oecd.org/index.aspx?

queryid=60702(접속일 : 2019.1.29)

<표 3-4> 유사 경제성장률 국가별 최대부하 현황

라. 유사 계통형태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타 국가와 전력거래를 하지 못하는 “독립계

통” 체계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인접 국가들과의 전력거래를 

통해 각자의 수급상황에 일정수준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독립계통으로 

전력산업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전력설비예비율 측면에서 다소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전력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독립계통으로 전력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별로 최대부하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3-5>에서는 독립계통으로 전력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별로

최대부하, 최대부하증가율,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유사한 전력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

라와 비교대상이 되지만 독립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도 분류가 되

어 전력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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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계통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비교군에 포함시켰다. 다만 대만의 경우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어 2010년

부터 2016년까지의 최대부하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호주에서는 2010~2010년 최대부하가 연평균 2.3%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최대부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의 최대부하는 

연평균 1.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위: GW, %)

최대부하(GW) 연평균
최대부하 성장률(%)

연평균
실질경제 성장률(%)

기간 2000 2010 2016 00~10 10~16 00~16 00~10 10~16 00~16

일본 173.1 177.8 159.1 0.3 -1.8 -0.5 0.6 1.0 0.8

한국 41.0 71.3 85.2 5.7 3.0 4.7 4.4 3.0 3.9

호주 33.6 42.0 38.7 2.3 -1.4 0.9 3.1 2.7 2.9

대만 - 33.0 36.3 - 1.6 - - 2.4 -

자료: Electricity Information(2018, IEA), OECD 국가 계정 통계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0702(접속일자: 2019.1.29.),
대만 국가통계 홈페이지 "GDP: Preliminary Estimate for 2016Q4 and 
Outlook for 2017", https://eng.stat.gov.tw/ct.asp?xItem=40891&ctNode=3274
(접속일자: 2019.1.29)

<표 3-5> 유사 계통형태 국가별 최대부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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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설비 규모 유사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분류된 유사국가별로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

지의 전력설비예비율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전력설비예비율이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기는 어렵다. 전통전원의 경우 발전설비 착공과 준공의 시기가 길어 

매년 일정수준의 설비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대

부하 역시 매년 기후환경이나 경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

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발전설비와 퇴출되는 폐지 설비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최대부하 역시 일정하지 않으므로 전력설비예비율

이 매년 일정수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술하였던 전력설비예비율 변화추세에 있어서의 특징을 고려

했을 때 연도별로 설비예비율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내에 전력설비예비율의 최대 최소 

범위와 평균을 비교해보려 한다. 물론 전력설비예비율의 평균과 최대

최소 범위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 역시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연도(2016년)의 정보만으로 설비예비율을 비교할 경

우 각 국가별로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기건설 중인 발전설비용량을 고

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과 최대 최소 범위 비교분석법을 

채택했다.

이하에서 소개될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자료는 전체 전력설비에서 

자가용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용량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전통전원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설명과 보고서 정리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하여 작성하였다.17)

17) 보다 자세한 수치는 본 수치의 원자료인 IEA(201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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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의 최근 전력설비예비율은 “1990년부터 2000년 캘리포니아 정

전사태를 거쳐 안정화되는 시기”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매

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3-6>

은 2000년부터 미국의 최대부하, 총 전력설비용량(정격 및 실효), 전력

설비예비율, 그리고 발전원별 정격설비용량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2000년 미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은 -10.7%를 기록하였는데,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음(-)의 전력설비 예비율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인 것으

로 판단된다.

2000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미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 약 17.6%로 최소 전력설비예비율을 기록하였으며 2001년 

약 38.3%로 최대 전력설비예비율을 나타냈다. 2001년의 전력설비예비

율은 음수였던 전년의 전력설비예비율을 고려했을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년 기록되는 전력설비예비율은 

다양한 이유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인다. 

실효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미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은 평균적으로 22.3% 

수준이다. 전력설비예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

터 현재까지 전력설비예비율의 변동이 별로 크지 않으면서도 일정범위

(약 20%~30%)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즉 기후환경이나 기타 

경제여건 등에 의해 소규모의 변동이 있을 뿐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미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하나는 최대부하의 변동성이 적다는 점이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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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대부하가 700GW를 넘어선 후 2006년 789GW로 2000년대에 가

장 높은 최대부하를 기록하였고, 2006년 이후로는 최대부하가 다소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부하의 변동은 2002년 

715GW에서 789GW로 약 10%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2000~2016년 기간 동안 평균 최대부하는 약 739GW이며 동일기간

(2000~2016년) 내 최대부하는 평균 최대부하 수준 대비 약 6.9% 증가

한 789GW이다.

2000~2016년 기간 동안의 발전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원전과 화력발

전, 양수, 수력발전은 설비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2000년 98GW에서 2016년 100GW로 거의 일정한

데, 원전의 가동기간이 40년에서 60년임을 감안하면 분석기간 동안 폐

지되거나 신규로 진입한 원전의 수가 매우 적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은 2001년 617GW에서 2016년 736GW로 약 19% 증가하였

으며, 분석기간 동안 미국의 전력설비예비율 증가는 대부분 화력발전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전원과 달리 변동성 전원이 최근 들

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 기준 0.4GW 수준

이었던 미국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6년 기준 21.63GW를 기록하였다. 풍력발전의 증가세

는 태양광보다 더욱 가파른 양상을 보여 2003년 6GW에서 2016년 

81.2GW로 무려 13.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격용량이 급격히 증가

했더라도 실효용량의 개념으로 본다면 최대부하 대응에 크게 기여하지

는 않는 수준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

았듯 우리나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실효용량은 정격용량 대비 각각 

15%, 2% 수준이며, 미국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이용률은 국내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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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효용량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

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2000~2016년 기간 동안 미국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약 

23%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 16%에서 최대 29% 사이

의 범위에서 전력설비예비율이 변동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678.4 637.4 605.5 95.0 -10.7 98 426 27 81 0.4 2.4

2001 576.3 829.8 797.0 96.0 38.3 98 617 28 81 0.3 3.9

2002 714.6 887.5 853.9 96.2 19.5 99 671 29 82 0.2 4.4

2003 709.4 930.5 895.4 96.2 26.2 99 713 29 81 0.4 6.0

2004 704.5 945.6 910.3 96.3 29.2 100 727 29 81 0.4 6.5

2005 758.9 960.7 923.3 96.1 21.7 100 739 30 80 0.4 8.7

2006 789.5 968.4 928.3 95.9 17.6 100 743 30 81 0.4 11.3

2007 782.2 977.9 932.6 95.4 19.2 100 747 31 81 0.5 16.5

2008 752.5 993.5 940.3 94.6 25.0 101 754 31 81 0.5 24.7

2009 726.0 1008.5 945.5 93.8 30.2 101 758 31 82 0.6 34.3

2010 767.9 1021.0 953.0 93.3 24.1 101 764 31 82 0.9 39.1

2011 782.5 1032.8 958.3 92.8 22.5 101 770 31 81 1.5 45.6

2012 767.8 1043.4 954.5 91.5 24.3 102 764 31 82 3.1 59.0

2013 759.0 1039.5 946.9 91.1 24.8 99 758 31 82 6.4 59.9

2014 777.4 1047.7 947.9 90.5 21.9 99 758 31 83 10.1 64.2

2015 741.1 1031.4 925.2 89.7 24.8 99 742 31 71 13.4 72.5

2016 768.5 1042.9 921.8 88.4 19.9 100 736 31 71 21.6 81.2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6> 미국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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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U.K.)

<표 3-7>은 2000년부터 영국의 최대부하, 총 전력설비용량(정격 및 

실효), 전력설비예비율, 그리고 발전원별 설비의 정격용량을 정리한 내

역이다. 영국의 전력시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58~62GW 범위 

내에서 최대부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여 2016년 52.9GW로 최대부하 수준이 오히려 2000년대 대비 

감소하였다. 기후현상과 기타 경제여건 변화 등 주변 요인들로 인해 

최대부하에 다소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최대부하

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2016년 기간 동안 영국 내 

평균 최대부하는 58.3GW이며 최대부하 중 가장 높은 수치는 61.7GW

로 평균 대비 약 5.8%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최대부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일정수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어 전통전원 설비용량 역시 동기간 동안 일정한 가운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2000년 약 13GW

에서 2016년 10GW 수준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중이다. 화력발전 설

비용량은 최대부하의 변화를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55GW를 기록했던 화력발전설비 용량은 최대부하의 증가와 

원전설비의 감소에 따라 2010년 67GW까지 약 11.2GW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화력발전 설비 역시 원자력발전 설비와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화력발전 설

비용량은 약 49GW를 기록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살펴보면 양수와 수력은 큰 변화 없이 일정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보다는 풍력 발전의 설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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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가 더욱 가파른데, 이는 영국의 자연환경이 태양광보다 풍력에 적

합한 환경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최대부하 시간대에 발전되는 태양광 발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효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풍력 발전 중심

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영국은 여전히 전통전원 

중심으로 최대부하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력설비예비율을 살펴보면 최대부하와 전력설비규모의 변동에 따

라 연도별 설비예비율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

인다. 실제로 2000~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25.6% 수준의 전력설비예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에 기록한 13%의 전력

설비예비율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전력설비예비율

은 2013년 38.7%이다.

전력생산설비의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 비중은 2000년 99%에서 

2016년 80.2%로 약 19%p 감소하였다. 최대부하가 감소추세에 있어 

원전과 화력발전의 급격한 증설보다는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중심으

로 발전설비의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율이 현재의 80% 수준에서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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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58.5 72.0 71.3 99.0 22.0 13 55 3 1 0.0 0.0

2001 58.6 73.5 72.7 99.0 24.1 13 57 3 1 0.0 0.0

2002 61.7 70.5 69.7 98.9 13.0 12 54 3 1 0.0 0.0

2003 60.5 71.6 70.8 99.0 17.1 12 56 3 1 0.0 0.0

2004 61.0 73.4 72.6 99.0 19.1 12 57 3 1 0.0 0.0

2005 61.7 74.0 73.3 99.0 18.8 12 58 3 1 0.0 0.0

2006 59.1 75.1 74.3 99.0 25.8 11 60 3 1 0.0 0.0

2007 61.5 77.1 74.6 96.7 21.2 11 60 3 1 0.0 1.9

2008 60.3 78.5 75.3 96.0 25.0 11 61 3 1 0.0 2.4

2009 60.2 79.9 76.0 95.1 26.1 11 62 3 1 0.0 3.2

2010 60.9 86.0 81.0 94.2 33.0 11 67 3 1 0.0 4.3

2011 57.1 84.8 79.0 93.1 38.3 11 65 3 1 0.0 5.2

2012 57.5 86.3 78.1 90.5 35.8 10 65 3 1 0.0 7.6

2013 53.4 83.8 74.1 88.4 38.7 10 61 3 1 0.0 9.2

2014 53.9 83.1 72.0 86.7 33.7 10 58 3 1 0.0 10.5

2015 52.8 79.6 66.1 83.1 25.3 10 53 3 1 1.7 11.5

2016 52.9 77.8 62.4 80.2 17.9 10 49 3 1 2.4 12.8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7> 영국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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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표 3-8>은 2000년부터 일본의 최대부하, 총 전력설비용량(정격 및 

실효), 전력설비예비율, 그리고 발전원별 설비의 정격용량을 정리한 것

이다. 일본의 최대부하는 2000년부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직전까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약 160~180GW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보인다. 2010년까지의 평균 최대부하는 175GW,  최

대부하의 최대수치는 182.4GW로 평균 대비 약 4.3% 정도 높은 수준

이다. 이는 미국 영국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즉 

일본 최대부하의 변화 추이는 기후현상과 기타 경제여건 등 매년 상이

하게 발생하는 주변 여건이 반영되어 미세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이 가동

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최대부하 

역시 급격히 감소하여 약 150~160GW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 3-8>에서는 일본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효과를 반

영하지 않고 전력설비예비율을 추산하였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은 

이미 최대부하에 반영되어 있지만 발전설비, 즉 원전가동 중단의 영향

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전력설비예비율은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력설비예

비율을 추정함에 있어 2012년부터는 원전발전설비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3-9>). 이미 최대부하는 원전발전설비의 가동

중단 영향으로 요금인상 등의 요인에 의해 감소했기 때문에 가동되지 

않는 원전설비를 전력설비예비율 추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6년 일본의 화력발전 설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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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설비 보강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011년 이후 화력발전 설비 증설이 계획되었다면 착공 및 준공 등 건

설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시장에 진입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2000~2016년 분석기간 내 일본의 전력설비예비율은 동일본 대지진

의 영향을 반영할 경우 평균 약 27.9%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다소 특이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평균 

수치 정도만 참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173.1 228.6 220.0 96.3 27.1 45 138 24 10 0.0 0.0

2001 182.4 235.8 225.1 95.5 23.4 46 139 25 13 0.0 0.0

2002 179.5 237.4 226.6 95.5 26.2 46 140 25 13 0.0 0.0

2003 167.3 237.7 226.8 95.4 35.6 46 140 25 13 0.0 0.0

2004 174.3 239.4 228.5 95.5 31.1 47 141 25 13 0.0 0.0

2005 177.7 240.9 230.0 95.5 29.4 50 139 25 13 0.0 0.0

2006 175.0 240.5 229.6 95.4 31.2 50 139 25 13 0.0 0.0

2007 179.3 239.7 228.9 95.5 27.7 50 138 26 13 0.0 0.0

2008 179.0 240.0 229.3 95.5 28.1 48 140 26 13 0.0 0.0

2009 159.1 243.5 232.7 95.6 46.2 49 143 26 13 0.0 0.0

2010 177.8 233.6 223.7 95.8 25.9 49 135 25 12 0.0 0.1

2011 156.6 235.5 225.6 95.8 44.1 49 136 26 12 0.1 0.1

2012 155.9 236.8 227.0 95.8 45.5 46 140 27 12 0.1 0.1

2013 159.1 237.1 227.2 95.8 42.8 44 142 27 12 0.1 0.1

2014 159.1 239.7 229.8 95.9 44.4 44 144 27 12 0.1 0.0

2015 159.1 231.5 223.7 96.7 40.7 42 143 28 9 0.1 0.1

2016 159.1 274.5 257.7 93.9 62.0 41 174 28 11 5.7 2.9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8> 일본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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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12 155.9 190.7 180.8 94.8 15.9 0 140 27 12 0.1 0.1

2013 159.1 192.8 182.9 94.9 15.0 0 142 27 12 0.1 0.1

2014 159.1 195.4 185.5 94.9 16.6 0 144 27 12 0.1 0.0

2015 159.1 189.4 181.7 95.9 14.2 0 143 28 9 0.1 0.1

2016 159.1 233.0 216.2 92.8 35.9 0 174 28 11 5.7 2.9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9>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라. 프랑스

<표 3-10>에서는 2000년부터 프랑스의 최대부하, 총 전력설비용량

(정격 및 실효), 전력설비예비율, 그리고 발전원별 설비 정격용량을 정

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대부하는 2000년 72.4GW에서 꾸준히 증가

하여 2012년 약 102GW로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2016년 최대부하는 약 89GW를 기록하

였다. 최대부하의 증감폭은 앞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편인데, 분석 기간 내(2000~2016년) 평균 최대부하는 87GW, 최

대부하의 최대수치는 102GW로 평균 대비 약 17% 높은 수준을 기록

하였다.

프랑스의 전력설비예비율 변화 추이는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

전원인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비중과 함께 설명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정격용량)은 2000~2016년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63GW를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체 실효설비용량

에서도 원자력발전 설비가 약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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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원전설비 비중은 단기간 내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부하에 대한 유연한 대응 측면에 있어 프랑스는 다른 나라

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전력설비예비율은 2000년에 약 44.5%를 기록하였는데, 앞

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전력설비예비율 수치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

은 수준이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에 최대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은 전력설비예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

으므로 발전설비 증설의 필요성이 매우 낮았으리라 예상되는데, 실제

로 2010년 프랑스 전력발전설비의 실효용량은 2000년 대비 거의 동일

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대부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0년 

10.6% 수준을 기록한 전력설비예비율이 2012년에는 5.2%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특징적이다. 

화력발전 역시 원자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설비용량의 변화가 그리 크

지 않다. 즉 노후 화력설비가 폐지되면 거의 유사한 용량의 신규설비

가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GW 규

모의 화력발전설비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

았고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측컨대 노후 화력발전설

비가 일부 폐지되었으나 최근 들어 최대부하가 다시 감소하고 전력설

비예비율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화력발전설비의 신규건설

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는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데, 특히 풍력 발전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풍력 10.8GW, 태양광 3.5GW로 구성된 변동성 전원 약 14GW가 

전력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수력발전까지 합친 재생에너지 용량은 

화력발전 설비용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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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72.4 114.9 104.6 91.1 44.5 63 21 8 11 0.0 0.0

2001 77.1 115.8 105.5 91.1 36.9 63 22 8 11 0.0 0.1

2002 76.6 116.5 106.1 91.1 38.6 63 22 8 11 0.0 0.1

2003 83.1 116.3 105.9 91.0 27.4 63 22 7 11 0.0 0.2

2004 81.4 116.8 106.2 91.0 30.5 63 23 7 11 0.0 0.3

2005 86.0 114.5 103.6 90.5 20.5 63 20 7 11 0.0 0.7

2006 86.3 114.5 102.9 89.9 19.3 63 19 7 11 0.0 1.3

2007 89.0 115.3 102.9 89.3 15.7 63 19 7 11 0.0 2.1

2008 89.0 116.2 102.8 88.4 15.5 63 19 7 11 0.0 3.3

2009 92.4 118.7 104.1 87.7 12.7 63 21 7 11 0.0 4.4

2010 96.7 122.9 106.9 87.0 10.6 63 23 7 11 0.2 5.5

2011 91.7 124.6 107.4 86.2 17.1 63 24 7 11 0.9 6.3

2012 102.1 125.6 107.4 85.5 5.2 63 24 7 11 1.5 6.9

2013 92.6 125.5 106.2 84.6 14.7 63 22 7 11 1.8 7.6

2014 82.5 126.3 105.7 83.7 28.1 63 22 7 11 2.4 8.3

2015 91.6 121.6 101.5 83.5 10.8 63 20 7 9 3.2 9.5

2016 88.6 122.1 100.5 82.3 13.4 63 19 7 9 3.5 10.8

주: 기타발전원 용량은 미표기
자료: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0> 프랑스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프랑스에서 전력설비예비율은 10%대의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

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대부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과 유럽 전체의 전력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별로 

최대부하 발생 시점이 달라 타국으로부터 전력융통이 용이한 특성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이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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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2000~2016년 분석기간 동안 프랑스의 전력설비예비율은 평균 

21.3% 수준이며 최소 전력설비예비율은 2012년에 기록된 5.2%, 최대 

전력설비예비율은 2000년에 기록된 44.5%이다.

마. 독일

<표 3-11>은 2000년부터 독일의 최대부하, 총 전력설비용량(정격 및 

실효), 전력설비예비율, 그리고 발전원별 정격용량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독일의 최대부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기초자료인 IEA(2018)에서는 2001년까지의 최대부하만 기록하고 

있는 관계로 독일의 최근 최대부하는 IEA 자료가 아닌 ENTSO-E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독일의 최대부하는 주요 선진국들처럼 상대적으로 일정한 부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대부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로 최대부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어려우나, 2000년 74.6GW 

수준이었던 최대부하가 2016년에 81.9GW로 아주 근소하게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최대부하는 2010년대에 접어들어 79~83GW 

범위 내에서 거의 일정하게 변동하고 있는데, 해당년도의 기후환경이

나 경제상황 변동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최대

부하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분석 기간(2000~2016년) 내 

평균 최대부하는 80.4GW이며 최대부하의 최대치는 84GW로 평균 대

비 약 4.5%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 약 22GW를 기록한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은 강력한 탈

원전 정책에 의해 201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 11GW까지 하

락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탈원전의 영향으로 감소한 전체 발전설비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 분석  49

용량을 대체하기 위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00년 독일 화력발전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약 71GW 수준을 

기록했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는 약 85GW를 기록하며 2000년 대비 

약 14GW 가량 증가하였다. 

독일의 발전설비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의 2016년 정격용량이 동년 원전 설비용량 대비 각각 약 4배에서 5배

가량 크다는 점이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의 합계는 약 90GW로 화력발전 설비용량보다 큰 수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동성 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정격용량 기준으

로 전력설비예비율에 반영할 경우 전력설비예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높

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산출된 전력설비예비율을 근거

로 전통전원의 설비용량을 감소시킬 경우 전력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독일은 본 연구의 목적, 즉 “실효용량을 감안한 

전력설비예비율 추산 및 비교”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력생산설비의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 비중은 2000년 93.5%에서 

2016년 56.8%로 약 37%p 감소하였다. 최대부하가 일정한 추세를 보

이고 있고 전통전원(원자력, 석탄 등)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강력한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만큼,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

전설비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

량 비율이 현재의 56.8% 수준에서 더욱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라는 주요 과제를 가장 먼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국가는 독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정격용량 대비 실효용량의 비중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일의 전력정책 대응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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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6년 기간 동안 독일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약 36.8%로 

나타났으며 최소 전력설비예비율은 2013년 32.9%, 최대 전력설비예비

율은 2014년 42.4%이다. 독일이 기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변동성 전원의 실효용량 

추정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향후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74.6 109.6 102.5 93.5 37.3 22 71 5 5 0.1 6.1

2001 74.5 110.5 100.7 91.1 35.1 22 69 5 5 0.2 8.8

2002 n/a 117.0 103.9 88.8 23 71 5 5 0.3 12.0

2003 n/a 113.7 97.9 86.1 21 67 5 5 0.4 14.6

2004 n/a 119.4 101.0 84.6 21 70 6 5 1.1 16.6

2005 n/a 121.0 100.0 82.7 20 68 7 5 2.1 18.4

2006 n/a 124.2 100.3 80.8 20 69 7 5 2.9 20.5

2007 n/a 128.7 102.1 79.4 20 70 7 5 4.2 22.2

2008 n/a 134.5 104.6 77.8 20 72 7 5 6.1 23.8

2009 79.1 142.7 107.1 75.0 35.4 20 74 7 5 10.6 25.7

2010 83.1 153.8 110.6 71.9 33.1 20 76 7 5 17.6 27.1

2011 84.0 167.1 115.4 69.1 37.4 20 80 7 6 25.0 29.1

2012 81.8 171.3 110.7 64.6 35.3 12 83 7 6 32.6 31.3

2013 83.1 177.5 110.4 62.2 32.9 12 82 7 6 36.3 34.7

2014 81.7 189.6 116.4 61.4 42.4 12 88 7 6 38.2 39.2

2015 79.9 192.6 113.4 58.9 41.9 11 87 7 5 39.2 44.6

2016 81.9 197.8 112.4 56.8 37.2 11 85 7 5 40.7 49.6

주: 기타발전원 용량은 미표기
자료: IEA(2018); ENTSO-E((2013~2016)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1> 독일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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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전력시스템 규모가 유사하거나 큰 국

가의 전력설비예비율의 평균 최대 최소치를 <표 3-12>에 정리하였다. 

국가별로 상이한 기후 및 경제 환경으로 평균 및 최대 최소 설비예비율 

수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22~36%의 범위 내에 있으

며, 최소 및 최대치의 다양성은 각국 전력설비예비율이 기후 및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동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대부하의 

평균 수치와 최대 수치의 간 비율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선진국의 최대부하 움직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실제로 최대부하와 전력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

근 최대부하 및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다.

(단위: %, GW)

전력설비 예비율 (%) 최대부하(GW)

최소 평균 최대 평균
(A)

최고
(B)

비율
(B/A-1)

미국 -10.7 22.3 38.3 738.6 789.6 6.9

일본 14.2 27.9 46.2 169 182.4 7.9

프랑스 5.2 21.3 44.5 87 102.1 17.3

독일 32.9 36.8 42.4 80.4 84 4.5

영국 13.0 25.6 38.7 58.3 61.7 5.8

한국 19~22 94 101.1 7.5

주: 한국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망치를 이용해 계산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부터 <표 3-9> 수치를 적용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2> 대규모 전력설비 소유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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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설비예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국가별 비교 추정에

서 나타난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설비예비율이 형성된다고 가정

하면, 우리나라의 전력설비예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수준이라 볼 수는 없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적정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2%의 전력설비예비율은 

대규모 전력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군 내에서는 적정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사 경제성장률 및 전력계통 국가별 전력설비예비율 분석

가. 멕시코

멕시코의 2016년 최대부하는 45.3GW로 우리나라의 2000년 최대부

하인 41GW와 유사한 수준이다. 즉 현재 멕시코의 전력시스템은 우리

나라와 비교할 때 약 5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2000년 대비 2016년 약 65% 급등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어 동기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전력설비예비율은 최대부하의 급격한 증가의 영향으로 과

거 우리나라 전력설비예비율과 매우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낮은 전력설비예비율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급격

하게 설비를 확충하고, 설비의 공격적인 확대 덕분에 전력설비예비율

은 일정기간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최대부하로 인해 전력설비예비율은 다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

고, 이 경우 멕시코 정부는 다시금 설비를 급격한 확충을 통해 설비예

비율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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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멕시코의 전력설비예비율은 약 11.8%를 기록하였으나 급격

하게 증가하는 최대부하를 고려했을 때 11.8%의 전력설비예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멕시코 발전설비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0년 25GW였던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2009년 약 

39GW까지 증가하여 20%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최대부하가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신

규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멕시코의 

최근 전력설비예비율은 1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 전력설비

예비율은 5% 이하까지 떨어져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멕시코 

전력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 판단된다. 

평균 최대부하와 최대부하의 최고수치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와 유

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2000~2016년 분석 기간 내 멕시코의 평

균 최대부하는 35.4GW이며, 최대부하의 최대수치는 45.3GW로 평균 

대비 약 28%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던 주요 선진국

의 평균 최대부하와 최대부하 최고수치 비율이 10% 내외였던 점을 감

안하면 멕시코의 최대부하는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한편 멕시코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19.2% 수준이며 최대 38.8%

에서 최소 4.6%까지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 비중은 매우 낮아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을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전력설비예비율의 추정에 큰 문제는 없다. 전통전원도 원자력발전의 비

중은 상당히 낮으며,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멕시코의 전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화력발

전설비를 크게 증설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

인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안정적 전력수급 여건이 갖춰진 후에

야 멕시코 전력산업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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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27.4 36.7 30.6 83.4 11.8 1 25 0 10 0.0 0.9

2001 27.6 38.5 32.4 84.2 17.6 1 27 0 10 0.0 0.8

2002 28.2 41.2 35.1 85.2 24.5 1 29 0 10 0.0 0.8

2003 27.7 44.6 38.4 86.2 38.8 1 33 0 10 0.0 1.0

2004 31.7 46.6 39.9 85.6 25.8 1 34 0 11 0.0 1.0

2005 32.3 46.5 39.8 85.6 23.3 1 34 0 11 0.0 1.0

2006 34.4 49.1 42.2 86.0 23.0 1 36 0 11 0.1 1.0

2007 35.7 51.2 43.8 85.7 22.9 1 37 0 11 0.1 1.0

2008 36.0 51.1 43.9 85.8 21.9 1 37 0 11 0.1 1.0

2009 33.6 51.7 44.4 85.9 32.3 1 38 0 11 0.1 1.0

2010 39.8 52.6 45.2 86.0 13.6 1 39 0 12 0.1 1.0

2011 39.8 52.5 45.2 86.1 13.4 1 39 0 11 0.1 0.9

2012 40.4 52.3 44.6 85.2 10.3 1 38 0 11 0.6 0.8

2013 39.0 53.5 45.7 85.5 17.2 1 39 0 12 0.6 0.8

2014 40.3 54.4 46.2 84.9 14.6 1 39 0 12 0.6 0.8

2015 41.8 54.8 46.6 85.1 11.5 2 40 0 12 0.7 0.9

2016 45.3 55.8 47.4 84.9 4.6 2 40 0 12 0.7 0.9

주: 기타발전원 용량은 미표기
자료: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3> 멕시코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 분석  55

나. 터키

터키의 2016년 최대부하는 약 44.7GW로 멕시코의 최대부하와 유사

한 수준이며, 2000년 터키 전력 최대부하인 17.3GW와 비교하면 약 

2.6배 상승한 수치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며, 이는 주요 개발도

상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2016년 

분석기간 중 평균 최대부하는 29GW이며 최대부하의 최고치는 44.7GW로 

평균 대비 약 54% 가량 높은 수준이다.  

터키의 전력설비예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변동 추세와 

상당히 유사하다. 낮은 전력설비예비율이 예상되어 전력발전설비를 급

격히 확충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

지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최대부하로 인해 전력설비예비율

이 다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발전설비를 크게 확

충하여 전력설비예비율을 유지하는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전력설비예비율은 4%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화력발전 설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력설비예비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력부하의 급격한 증가로 

10%이하 수준까지 전력설비예비율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터키 

전력산업의 주요 논제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 확대보다는 “발

전설비의 증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시스템 확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16.1% 수준이며 최대 31.9%에서 최

소 4.2%까지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성장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화력발전이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56

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17.3 24.3 18.0 74.2 4.2 0 13 0 11 0.0 0.0

2001 17.6 25.0 18.4 73.9 5.0 0 13 0 12 0.0 0.0

2002 19.1 28.1 21.3 75.8 11.3 0 16 0 12 0.0 0.0

2003 18.5 31.0 24.3 78.4 31.9 0 19 0 12 0.0 0.0

2004 20.6 32.4 25.7 79.3 24.6 0 20 0 12 0.0 0.0

2005 23.1 34.8 27.9 80.1 20.5 0 22 0 12 0.0 0.0

2006 25.0 36.8 29.7 80.8 18.8 0 24 0 13 0.0 0.1

2007 26.9 37.1 29.8 80.2 10.7 0 24 0 13 0.0 0.1

2008 28.6 38.3 30.5 79.6 6.8 0 25 0 13 0.0 0.4

2009 28.1 41.7 33.1 79.3 17.8 0 27 0 14 0.0 0.8

2010 31.6 46.4 36.5 78.7 15.3 0 30 0 15 0.0 1.3

2011 34.5 49.9 38.9 77.9 12.7 0 32 0 17 0.0 1.7

2012 37.2 53.9 40.9 76.0 10.0 0 32 0 19 0.0 2.3

2013 36.5 60.6 45.6 75.2 24.9 0 36 0 22 0.0 2.8

2014 41.0 69.5 52.4 75.5 27.9 0 42 0 24 0.0 3.6

2015 43.3 68.7 49.6 72.2 14.5 0 38 0 25 0.3 4.5

2016 44.7 73.2 52.1 71.2 16.6 0 40 0 26 0.5 5.7

주: 기타발전원 용량은 미표기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4> 터키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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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호주와 대만, 그리고 일본은 모두 타국과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 전력계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력시스템

과 유사점이 있다. 앞서 일본의 전력설비예비율은 이미 살펴본 관계로 

이하에서는 호주와 대만의 전력설비예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최대부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

나 최근에는 감소 정체 되고 있는 추세다. 2000~2016년 분석기간 중 

평균 최대부하는 38.7GW이며, 최대부하의 최고수치는 43.2GW로 평

균 대비 약 12% 정도 높다. 앞서 보았던 주요 선진국의 평균-최대 격

차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최대부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2000년 중후반에는 전력설비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

어져 화력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였으며 최근 들어 최대부하 수

치가 안정되면서 20%를 상회하는 전력설비예비율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호주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16.1%이며 최소 4.1%에서 

최대 23.6%를 기록하여 다소 편차가 심한 편이다.

 그러나 호주는 주별로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타 지역(주( ))과 전

력을 융통하고 있어 전체적인 전력설비예비율에 다소 여유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남호주에서 2016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을 생각해보면18) 단순히 국가 전체 통계만으

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별 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국가 통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국가 전력산업을 분석하는 것은 항

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18) 2016년 9월 28일 남호주 대정전 발생(전기저널, “남호주의 대정전 발생과 에너
지전환 정책” 참조,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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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0 33.6 42.8 37.9 88.4 12.6 0 34 2 8 0.0 0.0

2001 34.6 44.4 39.4 88.7 13.8 0 35 2 8 0.0 0.1

2002 35.1 46.8 41.7 89.2 18.6 0 37 2 8 0.0 0.1

2003 35.2 46.9 41.7 89.0 18.6 0 37 2 8 0.0 0.2

2004 36.3 47.0 41.6 88.6 14.8 0 37 1 8 0.0 0.4

2005 38.1 46.6 40.9 87.8 7.4 0 37 1 8 0.0 0.7

2006 39.3 46.7 40.9 87.6 4.1 0 37 1 8 0.0 0.8

2007 39.9 49.4 43.2 87.4 8.2 0 40 1 8 0.0 1.2

2008 40.6 50.6 44.3 87.4 9.0 0 41 1 8 0.0 1.4

2009 43.2 53.0 46.3 87.4 7.2 0 43 1 8 0.0 1.7

2010 42.0 55.7 48.8 87.5 16.0 0 45 1 8 0.0 1.9

2011 42.4 56.5 49.3 87.2 16.1 0 46 1 8 0.0 2.1

2012 40.1 57.6 49.9 86.8 24.5 0 46 1 8 0.0 2.6

2013 40.1 56.5 48.7 86.2 21.5 0 45 1 7 0.0 3.2

2014 40.3 57.7 49.3 85.5 22.3 0 46 1 7 0.0 3.8

2015 38.8 57.8 49.0 84.7 26.3 0 45 1 7 0.1 4.2

2016 38.7 56.4 47.3 83.8 22.0 0 43 1 7 0.3 4.3

주: 기타발전원 용량은 미표기
자료: IEA(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5> 호주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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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만 

대만의 전력 최대부하는 2008년 31.3GW에서 2016년 35.9GW로 약 

14.7% 상승하였다. 분석기간(2008~2016년) 중 평균 최대부하는 

33.6GW, 최대부하의 최고 수치는 35.39GW로 평균 대비 약 7%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만의 최대부하는 급격히 증가하기보다 다소 천천

히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최대
부하

총설비용량
설비
예비율

발전원별 정격 용량

정격
(A)

실효
(B)

비율
(B/A)

원전 화력 양수 수력 태양 풍력

2008 31.3 38.6 37.5 97.1 19.8 5 29 3 2 0.0 0.2

2009 31.0 40.3 39.0 96.9 25.8 5 30 3 2 0.0 0.4

2010 33.0 40.9 39.6 96.7 19.8 5 31 3 2 0.0 0.5

2011 33.8 40.7 39.3 96.5 16.3 5 30 3 2 0.0 0.5

2012 33.1 40.2 38.7 96.3 17.1 5 30 3 2 0.0 0.6

2013 34.0 40.3 38.7 96.1 14.1 5 30 3 2 0.0 0.6

2014 34.8 39.8 38.2 96.0 9.6 5 29 3 2 0.0 0.6

2015 35.2 39.8 38.2 96.0 8.3 5 29 3 2 0.0 0.6

2016 35.9 40.6 39.0 95.9 8.7 5 30 3 2 0.0 0.7

주: 기타발전원 용량은 미표기
자료: 대만에너지통계연보(Energy Statistical Annual Report)

<표 3-16> 대만 설비예비율 및 발전원별 설비 현황
(단위: GW)

 

대만의 전력발전 설비는 2008년 이후 거의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전설비는 5GW로 일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화력발전 설비 역시 

30GW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설비규모가 지난 8년간 거의 일정하며 최대부하는 증가추세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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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연히 전력설비예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발전원과 상관없이 설비의 감축은 전력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재 대만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설비의 증설

이 오히려 더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대만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15.5% 수준이며 최소 8.3%에서 25.8% 사이의 변동을 보인다.

마. 소결

우리나라와 전력시스템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다소 작은 수준이지만 

유사한 경제성장률 및 계통형태에 따라 비교국가를 선정하여 전력설비

예비율을 비교 추정해 보았다. 이들 국가들은 전력시스템 규모가 큰 선

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약 15~19% 

내외)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최대부하

와 전력설비예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정체기에 접어들 때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전력

설비예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 대만은 독립계통 국가로 우리나라 전력계통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력설비예비율은 우니라나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두 국가에서 최근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점

을 감안했을 때 독립계통의 전력설비예비율은 계통연계가 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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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GW)

전력설비예비율(%) 최대부하(GW)

최소 평균 최대
평균
(A)

최고
(B)

비율
B/A-1

멕시코 4.6 19.2 38.8 35.4 45.3 28.1

터키 4.2 16.1 31.9 29.0 44.7 54

호주 4.1 15.5 26.3 38.7 43.2 11.6

대만 8.3 15.5 25.8 33.6 35.9 7

한국 19~22 94 101.1 7.5

자료: IEA(2018); 대만에너지통계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표 3-17> 특징별 유사 국가 전력설비예비율 비교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실효용량 기반으로 추정한 전력설비예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단순히 추정된 숫자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매우 1차원적인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각 국의 상이한 전력산업의 현

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비교에 의해 산출된 결론을 직접적

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에 다양한 

발전회사와 판매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단위에서 수립하는 전

력설비 예비율과는 다소 다르게 각 전력회사별 관점에서 전력설비예비

율이 수립되고 국가의 전력설비예비율은 각 전력회사의 예비율이 모여

서 집계가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전력설비예비율에 대한 접근은 

매우 상이할 것이다. 향후 관련 후속연구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한

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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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전력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첫번째 특성은 

대규모 저장이 불가능한 점, 두번째 특성은 대규모 저장이 불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줘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력의 물리적 특성으로 전력사업에서는 전력의 총 소

비보다는 최대전력(최대부하)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최대

부하 보다 수요가 낮은 시간들)에는 연료공급의 문제만 없다면 전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공급에서 차질이 없도록 설비를 대규모로 확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유휴설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전력이 저장

되지 않는다는 특성에 따라 최대부하가 아닌 시간대에는 많은 발전기

들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연중 최대부하를 정확

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최대부하를 초과하는 용량의 설비

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부정확한 예측에 대비할 수 있다. 즉 전력산업

은 많은 설비들이 연중 많은 시간대에 제품인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설비이용의 비효율성이 높은 산업이기

도 한 것이다. 설비이용의 비효율성이 높을수록 고정비 성격의 설비투

자비는 적게 생산된 전력에 나누어져야 하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정 설비예비율에 대한 논의는 저렴한 비

용으로 전력이 대규모 저장되는 기술이 시장에 등장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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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변동성 전원(태양광 및 

풍력)의 실효용량을 각 국가별로 적용, 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 반영 

시 나타날 수 있는 “전력설비예비율 과대 추정 문제”를 제거한 후 전

력설비예비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전력산업의 형태와 유사한 국

가들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비교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력

설비예비율이 특별히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에너지전환의 선도국이라 볼 수 있는 독일의 경우 변동성 전원을 정

격용량으로 적용하면 전력설비예비율이 과대 추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전력산업의 중심은 전통전원(원자력, 석탄발전)에서 변동성전원

(태양광, 풍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어 변동성 전원의 발전량 및 

실효용량(피크 기여도) 예측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 주요국을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유사전력시스템 규모, 두 번째

는 유사 경제성장률, 마지막으로는 주변 국가와 계통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의 여부다. 주요 비교국들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15%에서 

36%의 범위를 보였으며, 비교국들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을 단순 평

균하였을 때의 전력설비예비율은 약  22.3%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

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립된 22%의 전력설비예비율과 매우 

유사한 수치다.

물론 주요 해외 비교국의 평균 전력설비 예비율과 국내 전력설비 예

비율 목표수치가 유사하다고 해서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계획하고 있

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국과의 비교는 우리나라 

전력설비예비율 목표치가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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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실효

용량, 즉 최대부하가 발생하는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증설, 운영 예비력의 증가(예비력 시장의 역

할 증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보유

하고 있는 간헐성 발전설비의 계절별 시간대별 발전량을 가능한 정확

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변

동성 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제안하였다. 재생

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에서는 분산전원의 제어관리 기능의 강화와 함

께 재생에너지 발전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설비예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하게 늘

어나고 있지만 평균 25% 수준에서 전력설비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평균 36% 수준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달성하여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기 확보한 주요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변동성 전원의 증가에 따른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높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만과 호주

에서 최근 발생한 정전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의 연관성 여부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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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전력시스템의 운영예비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운영예비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공급예비력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전력

설비예비율이 다소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물론 적정한 전력

설비예비율의 추정이 쉬운 작업은 아니나, 현재 정부가 설정한 22% 

수준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는 어렵다. 

다만 2030년 20%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22% 수준의 전

력설비예비율이 적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향후 2040년까지는 재생에

너지 발전량이 30~35%까지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재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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