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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력時代, 발전·송전·소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Watt.com(대체에너지기업)과 Smart Grid(지능형 전력망)로 통칭되는 새로운 전력時代 본격화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함께 Smart Grid, 고압직류전송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 제고 

 전력 인프라 관심주 12 選 :  

(대형株 7) 

(중소형株 5) 

LS,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SK, OCI, LG 화학 

포스코ICT, 일진전기, 누리텔레콤, 피에스텍, 안철수연구소 

 

실리콘밸리의 Dot.com로 대표되는 IT時代에 이어 Watt.com(대체에너지기업)과 Smart 

Grid(지능형 전력망)로 통칭되는 새로운 전력時代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BRICs 3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의 에너지소비가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

사태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세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태양

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확보 및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연료비 연동제 실시 및 전력요금 현실화, 용도별 차별화 축소, 계절별 및 시간

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범실시 등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4월 국회를 통과한 스마트그리

드촉진법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

시되는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세대 전력 인프

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화석원료 가격급등 및 발전단가가 높은 대체에너지의 수요급증은 저

렴한 전기時代의 종말과 함께 비싼 전력時代로의 전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력時代의 도래와 함께 산업계는 물론 증시에서도 Smart Grid, 스마트가전, 

스마트미터, HVDC(고압직류전송), 초고압선, 해저케이블, RPS, 대체에너지, LED조명, ESS(에

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등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며 수혜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외 전력산업의 현황 및 전망과 함께 차세대 전력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그

리드, 고압직류전송, 초고압선, 해저케이블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기업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로 동 자료는 성장전략의 필수(2010.9.16), 태양광 

& 풍력(10.18), 스몰캡 Tree & 유망주(11.24), 골넣는 박지성을 찾아라(2011.1.24), 그린

카 1(2.21), 그린카 2(3.28), LED조명(4.25)으로 이어지는 '신한 스몰캡 레이더'를 통해 공표

된 녹색성장 시리즈의 1차 종결자로 평가할 수 있다. 

당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하여 12개 종목을 관심株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LS(구리/전력선/전력설비/스마트그리드/전기차), 한국전력(전기요금/스

마트그리드/전기차/해외전력), SK(발전연료/스마트그리드/ESS), 현대중공업(대체에너지/전력

설비/플랜트), 두산중공업(발전설비/플랜트/대체에너지), OCI(태양광), LG화학(태양광/전기차

/ESS)의 대형株 7選과 포스코ICT(스마트그리드), 일진전기(전력케이블/전력기기), 누리텔레

콤(전력기기/스마트그리드), 피에스텍(전력기기), 안철수연구소(보안)의 중소형株 5選이다.  

김동준   (02) 3772-1543  kdjsteel@goodi.com   

녹색성장, 전력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전력 인프라 관심株 12選 제시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함께 

Smart Grid, 고압직류전송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 제고 전망 

새로운 전력時代 도래와 함께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 

불가피… 비싼 전력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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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이해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중국 등 개도국과 신흥국의 소비증가로 2000~2020년 전세계 전력소비 연평균 2.8% 증가 전망 

 우수한 전력 인프라로 경쟁력 확보한 우리나라, 2024년까지 연평균 전력수요 1.9~3.1% 증가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이슈 부각: 연료비 연동제 및 요금인상, 용도별 차별화 축소, 차등제 등 

 

1. 전력소비 

2010년 전세계 GDP(국내총생산)기준 13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전력소비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인당 전력소비량에 있어서는 세계 7~8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 생산량 또는 소비량은 해당국가의 경제척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GDP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참고로 전력 생산량과 GDP간의 상관관계가 9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전기車 활성화와 함께 전력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GDP성장률과 전력 판매량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추위의 영향으로 그 동안 하절기(2006.8.16, 2007.8.21, 2008.7.15, 12~13時)였던 

우리나라 전력의 최대수요(Peak load) 발생일시(Peak time)도 2009년과 2010년에는 동절기

(2009.12.18, 2010.12.15 각각 18時)로 바뀐 상황이다.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의 전력 

소비대국 

주요 국가별 전력 소비량(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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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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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9년과 2010년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각각 8,092kWh, 8,883kWh임 

전력소비는 GDP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 최근 

피크타임도 동절기로 변동 

 

우리나라 GDP성장률과 전력 판매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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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 추이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961 198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kWh)

자료: KPX(한국전력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신한 스몰캡 레이더  Issue 2011년 6월

7 ▶ ▶ ▶

한편 2009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조만간 전력분에

서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1년 1~4월 동안 중국의 전력 사용량

은 1,467.5TWh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했으며 2분기 이후 계절적 성수기 도래와 함께 

전력 부족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多소비업종에 대한 성장 억제정책 시행

과 함께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별 에너지 및 전력소비(2007년기준, 순위는 2010년 GDP규모 順) 

순위   GDP 인구 에너지소비 전력소비 순위   GDP 인구 에너지소비 전력소비 

   (조달러) (백만명) (백만Toe) (Toe/인) (TWh) 비중 (%) (kWh/인)  (조달러) (백만명) (백만Toe) (Toe/인) (TWh) 비중 (%) (kWh/인)

1 EU 14.90             11 이탈리아 1.78 61 178 3.00 339 1.9 5,718 

2 미국 14.72 313 2,340 7.75 4,113 22.6 13,616 12 멕시코 1.56 114 184 1.74 214 1.2 2,028 

3 중국 9.87 1,337 1,956 1.48 3,073 16.9 2,328 13 한국 1.47 49 222 4.59 412 2.3 8,502 

4 일본 4.34 126 514 4.02 1,083 6.0 8,475 14 스페인 1.38 47 144 3.21 283 1.6 6,296 

5 인도 4.05 1,189 595 0.53 610 3.4 543 15 캐나다 1.34 34 269 8.17 560 3.1 16,995 

6 독일 2.96 81 331 4.03 591 3.2 7,185 16 인도네시아 1.03 246 191 0.84 127 0.7 564 

7 러시아 2.23 138 672 4.75 898 4.9 6,338 17 터키 0.96 79 100 1.35 163 0.9 2,210 

8 브라질 2.19 203 236 1.23 413 2.3 2,154 18 호주 0.89 22 124 5.87 237 1.3 11,216 

9 영국 2.19 63 211 3.48 373 2.1 6,142 19 이란 0.86 78 185 2.60 165 0.9 2,325 

10 프랑스 2.16 65 264 4.15 481 2.6 7,573 20 대만 0.82 23 110 4.81 234 1.3 10,216 

 OECD     5,497 4.64 10,048 55.2 8,477  전세계     12,029 1.82 18,187 100 2,752 

자료: CIA ,The World Facebook(2010 GDP 및 2011.7 추정 인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2010), 신한금융투자 

 

또한 최근 경제성장이 돋보이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의 전력소비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증가로 전세계 전력소비

는 2000~2020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도국/신흥국가의 소비증

가율은 5.0%로 OECD/CIS/동유럽국가들의 증가율 1.6%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인구 및 전력소비 전망 

 

자료: OECD(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2. 전력생산 

일반적으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한데다 인프라 등을 이유로 국가간 거래가 제한적인 관계로 

개별국가의 전력생산은 경제성장 및 발전능력 증가로 인한 수요와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전력

소비와 마찬가지로 생산에 있어서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등 이머징국가들

의 생산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산된 전력은 송전과 배전과정에서 일정부분 손실로 

나타나 전력생산량은 소비량보다 크다. 예를 들면 2009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433,604MW이며 전력 거래량과 판매량은 각각 405,691MW, 394,475MW이다. 

저장이 불가능하고 무역이 

제한적인 전력의 특성상 

전력생산은 소비와 비례 

개도국/신흥국가 주도의 

성장으로 2000~2020년 동안 

전세계 전력소비 연평균 2.8%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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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과 인도의 생산증가가 전세계 전력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전력 

생산량은 2015~2030년 동안에도 2.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일본발 원

전사태 및 중국발 전력난과 함께 전력 인프라 확대 문제는 핫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전력 생산량 추이 및 전망 

 

자료: OECD, 신한금융투자 

2015~2030년 동안 연평균 
2.3%의 전력 생산증가율 전망 

美中日의 전력 생산량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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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Factbook 2010, 신한금융투자 

 

한국과 독일의 전력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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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Factbook 2010, 신한금융투자 

 

非OECD 전체국가의 전력 생산량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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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기타아시아 국가의 전력 생산량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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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시스템 

화력(석탄, 가스,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 등

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발전)는 송전과 배전 과정을 거쳐 공장, 공공기관, 상업용 건물, 가

정 등에서 사용된다. 특히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주목되는 부분이 송배전 인프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765kV, 345kV, 754kV가 송전선로에, 154kV와 22.9kV가 배전선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시스템의 기본 구조 

 

자료: 업계자료,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송배전설비의 전압별 역할 분담] 

 765kV :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간 전력수송 

 345kV : 지역간 간선계통망 구축 또는 도심지 대전력 공급망  

 154kV : 354kV 공급지역내 계통구성 또는 배전계통 전력공급원 

 66kV : 신규건설을 억제하되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 운용 

 22.9kV : 154kV 변전소로부터 일반고객 수급지점까지 전력공급 

 

2009년기준 총선로길이 42.0만C-km, 총전선길이 117.9만km의 송배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압비율이 각각 48.6%, 58.4%에 달해 짧은 정전시간과 낮은 손실률(1980

년 6.7%, 2006년 4.0%, 2007년 4.0%, 2008년 4.0%, 2009년 4.1%)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는 송전과 배전 
과정을 거쳐 소비  

주요 국가별 호당 정전시간(200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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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주: 우리나라 2010년 정전시간은 15.2분이며 배수는 우리나라 정전시간대비 배수임 

주요 국가별 송배전손실률(2008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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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주: 일본은 2009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임 

 

우리나라 우수한 전력 인프라, 

정전시간과 송배전손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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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송배전 인프라망은 독점적 전력사업자인 한국전력(KEPCO)이 

최근 10년 동안 송배전망에 연평균 3,500억원씩을 투자한데 주로 기인하며, 한국전력의 계획

에 따르면 투자규모가 2012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전의 송배전 투자규모 추이 및 계획 

 

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참고로 제5차 전력수급계획상 송배전선로 및 초고압 변전설비 용량 확대와 한국전력의 2015

년까지 분야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송배전선로 및 초고압 변전설비 용량 계획 
송배전선로 (C-km) 2009 2013E 2018E 2024E

765kV 755 1,016 1,024 1,894 
345kV 8,551 9,690 9,962 10,034 
154kV 20,469 23,038 24,706 25,883 
22.9kV 209,631 217,998 223,829 225,485 
합계 239,406 251,742 259,521 263,296 
가공 203,052 208,776 211,715 213,633 
지중 36,354 42,966 47,806 49,663 
지중비중 (%) 15.2 17.1 18.4 18.9 
변전용량 (MVA) 2009 2013E 2018E 2024E

765kV 24,114 33,114 39,114 49,114 
345kV 104,595 120,095 127,595 130,595 
154kV 118,643 130,223 139,623 145,323 
합계 247,352 283,432 306,332 325,032 

자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12), 신한금융투자 

 

 

 

 

 

 

 

 

우수한 인프라는 최근 10년간 

3.5조원의 송배전 투자에 주로 

기인 

한국전력의 분야별 투자금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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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분야별 투자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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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전력산업 현황 및 전망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연평균 5.6% 증가했으며 원별로는 대체에너지 

67.1%, 석탄 8.6%, 유류 7.2%, 수력 5.5% 順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석탄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은 2008년을 정점으로 절대적인 발전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발전비중도 2008년 35.7%에서 2010년 31.3%로 낮아졌다. 

 

 

 

 

 

 

 

 

 

지식경제부가 2010년 12월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년)에 따르면 2024

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연평균 3.1%(BAU 기준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

련된 설비예비율은 2013년까지 6.6~8.6%(BAU 기준 5.0~3.7%)로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

어 단기적인 수급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2014년 이후에는 13.9~20.4%(BAU기

준 4.5~10.1%)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력 수요 및 설비 전망과 함께 2024년까지 원별 발전량을 분석해 보면 최근 발전

비중이 크게 감소했던 원자력이 2010년 31.3%에서 2024년 48.5%로 급증하는 반면 대표적

인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비중은 각각 41.7%, 20.4%에서 31.0%, 9.7%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또는 의무공급제) 시

행 등에 힘입어 2010년 1.3%에서 2024년 8.9%로 확대되며 중장기적으로 LNG수준의 발전 

기여도가 예상된다. 

최근 석탄/가스/재생에너지 
비중확대 vs. 원자력은 감소  

우리나라 원별 발전량 추이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수력 석탄

유류 가스

원자력 대체에너지

(GWh)

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원별 발전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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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수요 연평균 1.9~3.1% 

증가 전망 

우리나라 전력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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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201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임 

우리나라 연도별 전력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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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LNG의 비중 낮아지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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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풍력 13.0%, 태양에너지 11.5%, 

해양에너지 0.0%, 바이오 8.5%, 연료전지 3.8%, 기타(수력, 폐기물소각, 부생가스, 지열, 

IGCC/CCT) 63.1%에서 2011년에는 풍력 40.4%, 태양에너지 10.1%, 해양에너지 10.5%, 

바이오 6.3%, 연료전지 8.1%, 기타 24.6%가 예상된다.  

특히 풍력은 2024년에 신재생에너지의 40.4%(전체발전량의 3.6%)를 차지하며 원자력과 함

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

이다. 한편 2010년에 신재생에너지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수력은 2024년에는 6.8%로 대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우수한 송배전망과 원가가 저렴한 기저발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

으로도 전력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50% 가까

운 발전기여를 가정한 원자력이 최근 일본 원전사태 이후 안전성 이슈(수명연장, 신규설치, 안

전설계 강화)가 부각되어 있어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가가 저렴한 석탄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원가가 절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비중이 확대되는 점은 2011년 7월 

연료비 연동제 시행, 2012년 RPS 시행 등과 함께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원별 발전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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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 장기 전망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집단 합계

설비용량 2010 18,716 24,205 19,422 5,372 3,900 2,127 1,674 75,416 

(MW) 2015 24,516 30,945 23,517 4,108 4,700 4,183 4,314 96,283 

 2020 31,516 31,945 23,517 4,108 4,700 6,653 4,846 107,285 

 2024 35,916 31,445 23,517 4,108 4,700 8,061 4,846 112,593 

설비용량 비중 2010 24.8 32.1 25.8 7.1 5.2 2.8 2.2 100 

(%) 2015 25.5 32.1 24.4 4.3 4.9 4.3 4.5 100 

 2020 29.4 29.8 21.9 3.8 4.4 6.2 4.5 100 

 2024 31.9 27.9 20.9 3.6 4.2 7.2 4.3 100 

발전량 2010 144,856 193,476 100,690 14,693 2,084 5,949  461,748 

(GWh) 2015 201,089 220,886 89,891 6,795 2,551 20,009  541,221 

 2020 259,378 217,454 62,081 3,039 6,256 40,648  588,856 

 2024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2 

발전량 비중 2010 31.4 41.9 21.8 3.2 0.5 1.3 100 

(%) 2015 37.2 40.8 16.6 1.3 0.5 3.7 100 

 2020 44.0 36.9 10.5 0.5 1.1 6.9 100 

 2024 48.5 31.0 9.7 0.5 1.3 8.9 100 

자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12), 신한금융투자 

주: LNG발전량은 전력수요에 대한 변동성이 타 전원에 비해 매우 큼 

 

 

5. 전기요금 Issue: 연료비 연동제와 요금인상, 용도별 차별화 축소, 차등제 시범실시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투자자는 물론 산업계와 국민들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핵심은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용도별로 차별화되었던 요금체계의 개편으로 요약되며 정부는 전기료 현실화 

로드맵을 6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와 함께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86.1%로 낮아진 원가보상률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현재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산업계와 국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3~4년간 20~30% 가량 전기요금을 올려야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한국전력의 판매단가와 총괄원가 

 

자료: 지식경제부, 신한금융투자 

주: 2011년은 예상치임 

전기요금 이슈 부각 : 

전기요금 현실화, 용도별 

차등화 축소, 요금 차등제 등  

전기요금 현실화, 7월 인상폭과 

단계별 인상 계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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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도별 차별화 해소는 그 동안 각각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던 산업용ᆞ일반용ᆞ교육용 

전기요금을 이르면 금년부터 하나로 묶어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며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산업계가 부

담을 져야 한다고 밝혀 산업용과 교육용의 전기요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용과 농사용은 기존 용도별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며 누진세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용의 경우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요

금을 3~4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현재 11.7배에서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누진제 부담을 줄

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을 우대하는 요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 比較(2007년 기준, 일본은 2006년 기준) 

 

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주: 우리나라의 경우 심야 제외시 1.72배이며 2010년 기준 산업용대비 주택용비율은 1.56배임 

 

한편 금년 2월 지식경제부가 오는 7월부터 旣보급된 89만가구의 스마트미터(전자식 전력량

계)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계절별 2단계: 봄·가을철, 여름·겨울철, 시간대별 3단계: 

최대·중간 ·경부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소비자들의 전력요금 절감에 대

한 관심 제고와 함께 가전업계들의 스마트가전 출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시기와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피크로드를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등 선

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요금제인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시될 경우 소비자는 기존 주택용 

단일요금제와 차등 요금제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력 부하량이 많을 때 기준요금이 비싼 

구조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늘려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별 차등화 축소, 산업용 

인상폭 클 듯  

 

7월부터 전기요금 차등제 

시범실시 등으로 스마트가전 

조기 이슈化 

 

우리나라 전기요금 종별 원가보상률(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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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별 전기요금(2010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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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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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기요금 차등제 시범실시와 관련 글로벌 가전 리더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4시

간 전기를 사용하는 냉장고를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가동률을 조정, 전력요금에 맞춰 최적운전

을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냉장고를 우선 출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LG전자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냉장고에는 서버에서 전기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스스로 절전 운전하는 기능이 탑재되고 소비자가 자신의 환경에 맞

춰 자동 절전, 심야 절전, 사용자 절전 등 3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

트그리드 세탁기에는 `예약세탁을 설정하면 저렴한 전기요금 시간대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

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 작동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고 작동음을 스마트폰으로 분석해 서비스 기

사가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고장 여부를 알아내는 방식의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가전 전략 
삼성전자 구분 LG전자 

2000년부터 연구시작 사업준비 2011년을 스마트가전 태동 원년으로 선언 
스마트그리드와 관련 많은 디바이스와 IT 기술력 보유   2009년 이후 스마트 연구에 300억원과 연구원 190명 투입 
3분기부터 스마트그리드 기능 탑재된 냉장고 출시 국내 제품출시 4월 스마트그리드 냉장고 출시 
관련업계와 제품 안정성 테스트 진행중   3분기 스마트그리드 세탁기 출시 예정(오븐에도 적용 검토) 
4월 선도시장인 미국에서 스마트그리드 냉장고 출시 해외시장 및 향후 전략 2011년내 미국에서 스마트가전 출시하며 글로벌 전략 가동 
미국 전력사업자와 현지형 스마트그리드 제품 테스트 추진   스마트그리드 외에 원격진단/제어 등 다양한 스마트기능 추가 

자료: 언론보도, 신한금융투자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용도별 전력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48.7%, 공공서비스 

34.5%, 주택 14.1% 등이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1차금속(철강&비철금속), 영상음향통신장

비(반도체 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용도 및 업종별 전력판매량(2010년 기준) 

 
(GWh) 

석유 
화학 

1차 
금속 

영상음향 
통신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섬유의복
가죽

비금속
광물

기타기계/
장비

기타 제조업
전체

농림 
어광업 

공공 
서비스 

주택 전체
판매

판매량 43,213 41,834 32,350 14,788 12,362 11,620 10,903 44,377 211,447 11,725 149,795 61,194 434,160 
제조업 비중 (%) 20.4 19.8 15.3 7.0 5.8 5.5 5.2 21.0 100.0   
전체 비중 (%) 10.0 9.6 7.5 3.4 2.8 2.7 2.5 10.2 48.7 2.7 34.5 14.1 100.0 

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따라서 차별화된 요금구조와 함께 2010년기준 전체 전기사용량의 14.1%를 차지하는 주택용

은 판매금액의 19.7%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로 제5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부문별 연평균 판매증가율은 공공 

4.6%, 주택 2.7%, 생산 2.2%가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부문별 전력 판매량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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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주: 숫자는 원별 판매량 비중임 

한국전력의 부문별 전력 판매금액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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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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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문별 전력 판매량 전망 

 

자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12), 신한금융투자 

 

한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09년기준 일본

과 미국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대비 각각 2.4배, 1.4배에 달한다.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2009년기준, 한국=100) 

 

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가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독점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정부 소유인데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발전원가를 현실화하지 못한 요금체계와 

함께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 

 

 

 

 

 

 

 

우리나라 원별 발전비중(2011년 1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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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전력거래시장 원별 거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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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PCO,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전기요금 주요국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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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2010년)와 일본(2009년)을 비교할 경우 원자력 31% vs 28%, 화력 68% 

vs 63%로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은 LNG비율이 26%(석탄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

리나라는 석탄비율이 42%(LNG 20%)로 절대적으로 높다. 

OECD 주요 지역과 국가의 원별 전력 생산비중과 수출입비중(2010년 기준) 

(%) 전체 유럽 북미 태평양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화력 62 53 66 67 91 26 12 66 73 63 68 46 73 82 71

원자력 22 25 18 24 0 14 75 23 0 28 31 20 0 16 19

수력 13 16 13 8 7 59 12 4 15 9 1 15 25 2 7

지열/풍력/태양/기타 3 5 2 1 2 1 2 7 12 1 0 18 2 0 3

수입 4 9 1 0 0 3 4 8 14 0 0 2 1 2 1

수출 4 9 1 0 0 8 10 10 0 0 0 5 1 1 1

자료: IEA, 신한금융투자 

주: 수입과 수출은 공급량(생산+수입-수출)대비 비중임 

 

한편 인구대국과 함께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BRICs 가운데서도 중

국과 인도의 경우 화력발전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가운데 브라질은 수력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

서 향후 전세계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BRICs의 정책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ICs 4개 국가의 원별 발전비중(2007년 기준) 

(%) BRICs 합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화력 74 81 68 81 14

원자력 5 2 16 2 3

수력 21 16 16 16 83

지열/풍력/태양/기타 0 0 0 0 0

자료: KPX(전력거래소), IEA, 신한금융투자 

 

BRICs 국가별 발전원 상이, 

향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목 

 

일본은 가스화력발전, 

우리나라는 석탄화력 발전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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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Smart Grid)에 대한 理解와 시장 전망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절약과 분산전원 등 효과 

 미국(Grid 2030), 중국(3종3횡1환)의 투자확대와 함께 선도국가로 로드맵 시행중인 우리나라 주목 

 2014년 전세계시장 1,714억달러로 연평균 20% 성장, 송전망 업그레이드와 아시아시장이 가장 커 

 

1.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첨단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를 활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

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즉, 전력 네트워크와 첨단 ICT(양방향 통신, 센서, 

컴퓨팅, S/W)를 활용한 에너지의 생성, 공급, 사용체계의 혁신을 통해 전력망의 효율성,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고 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전력 IT기술이란 발전소, 

송전탑, 전봇대, 그리고 가전제품에 수많은 센서를 설치하여 다양한 전력정보를 자유자재로 생

산하고 유통하는 기술을 말한다. 참고로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2.0은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8가지 기술(가정용 수소연료 보급장치, 환경센서 네

트워크, 독소를 먹는 나무, 핵폐기물 중화제, 음파 정수기, 원격 자동탐사 해저 로봇, 멸종위기 

동물추적 시스템,  차세대 스마트 파워 그리드) 중 하나로 Smart Grid를 선정한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 개념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전력공급체계는 발전사업자가 대용량 전기를 생산하여 고압

~중압~저압전기로 바꾸는 송배전과정을 거치며, 발전부문의 제어를 통해 전력의 생산(발전)과 

소비(수용)의 균형을 제공하는 전력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구조(중앙집중형 전력공급구조)이다. 

전통적 방식의 전력공급체계圖 

발전소

발전소

송전

송전

전력소 변전소

EMS

 
자료: 업계자료, 신한금융투자 

원거리 송전, 분산전원 및 
수요자 관리 등으로 전통적 
방식의 전력공급 한계성 대두  

Smart Grid,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으로 인류를 구원할 

8대 기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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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전력체계는 ① 물리적 스위치나 아날로그방식의 제어기를 사용함에

따른 원거리 송전이나 지역 전력사업자간 송배전 ②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산전원 제어 및 

조정 ③ 전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수요부문의 통제 필요성 등에 있어 한계

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수평적, 협력적, 분산적, 유연적 전력 네트워크가 요구되어 기존의 

배전망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전력망(Grid)의 Smart화가 송

전, 변전, 수요관리 등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산업에 통신, 인터넷,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의 이종산업이 융합

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해당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전무한 상

황이다. 따라서 전력망 및 다양한 연관분야에서의 혁신이 요구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스마

트그리드에 대해 세계 각국은 전력사업자와 정부 주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2가지 도표는 스마트그리드를 개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된 전력망 체계圖 

 

자료: 업계자료(LS산전),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 도시 조감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생산 분야 - 발전 수송/배급 분야 –  송/변전 소비 분야 - 수용가

• 스마트 미터링

• 수요반응(Demand Response)

• 수용가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 저장

• 최적운전/손실저감

• 자동복구(Self-Healing)

• 다수의 신재생 / 분산전원

• 고효율 발전

발전

소

발전

송전

송전

전력소 변전소

신재생

(풍력)

스마트미터

(PH)EV저장장치

저장장치

저장장치

저장장치

신재생

(연료전지)

신재생

(연료전지)

신재생

(연료전지)

신재생

(연료전지)

스마트미터

스마트미터

인버터

인버터
신재생

(태양광)

신재생

(태양광)

ES

AMEM

수용가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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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GI(Modern Grid Initiative)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의 특징을 ① 전력 소비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선택권 부여(행사)로 전기사용 및 구매방식의 변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실천 ②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방식과 배터리 등 저장 옵션 지원 ③ 전력제공을 넘어 다양한 제
품, 서비스, 시장 창출 ④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신뢰성 높은 전력 제공 ⑤ 자산 활용의 최적화 
및 운영 효율화 ⑥ 자기치유(Self-Healing) 역량(스스로 시스템 오류 규명 및 대응; 특정부분 
오류시 격리분석을 통해 자가복구 가능)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찬구 외, 2009 에너지연구원 자
료 요약).  

참고로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제시한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적인 미래와 관련산업의 
미래, 그리고 스마트그리드의 필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적인 미래와 관련산업의 미래 

기술적인 미래 2010년 전력망 2030년 스마트 그리드 

통신 단방향, 비실시간 양방향, 실시간 

소비자와 소통 제한된 범위 다양한 범위 

미터링 전자기계적 미터링 디지털 미터링, RPT 가능 

운전 수동감시, 정기적 유지보수 자동감시, 상태기반 유지보수 

발전 집중식 집중식+분산전원 

전력제어 제한적 자동, 광범위 

신뢰도 신뢰도 낮음, 사고 파급, 수동대비 신뢰도 높음, 사고한정 또는 자동치유, 자동 대비 

복구 수동감시, 정기적 유지보수 자가 복구 

시스템 토폴리지 수지상, 정해진 방향 전력흐름 네트워크, 다양한 전력흐름 

관련산업의 미래 2010년 2030년 

전력 화석연료 위주 발전원 신재생, 분산전원 일반화 

 기저발전(원자력,석탄)+첨두발전(LNG,양수) 기저발전 위주, 효율적 수요관리로 첨두발전원 수요감소 

 전력산업의 영역: 계량기까지 전력산업 영역이 가전제품까지, 전기절약컨설팅사업 일반화 

 공급자 위주의 제한된 전력시장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중전 및 통신 중전과 통신산업이 각각 고유한 영역으로 구분 중전기기와 IT기술 융합제품 및 새로운 전력설비 일반화 

가전 기능 및 성능 위주의 제품 개발 스마트가전 개발, 조명/에어컨/TV 등이 전기요금에 연동, 전력사용 최적화

건설 편의성/디자인을 고려한 건물 설계 효율적 전기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홈/빌딩 확대, 전력효율 극대화 

자동차 가솔린/디젤엔진 위주 전기차 일반화, 운송분야의 전화(電化) 촉진,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석유판매(주유소) 전력판매(충전소),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의 필수 구성요소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의 특징 :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 다양한 

발전방식과 저장 옵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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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그리드의 효과 

일반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경우 분산발전(화력, 태양광, 풍력, 원자력), 송배전설비 감

시/제어, 에너지소비 시간분산, 에너지소비 감시/제어를 통한 에너지손실 축소, 에너지소비 감

소, 발전시설 건설비용 감소, CO2 배출경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기차 보급확대 등의 효

과가 기대된다. 

스마트그리드의 효과 

 

자료: 업계자료(누리텔레콤),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가장 큰 효익은 에너지절감이다. 이는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

갈, 에너지 부족 등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

향 전력거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전기를 자율적,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력비 감소와 함께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에너지절약 메커니즘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참고로 미국 에너지국 태평양 북서연구소가 워싱턴주를 대상으로 소비자측 스마트그리드의 효

용성을 실증한 결과에 따르면 5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피크타임 전력량이 

50% 감소하고 전체 전력사용량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기사업자는 예상되는 피크수요에 일정부분 예비력을 감안하여 필요한 발전설비

를 구축한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의 전력 사용시간을 분산할 경우 그 만큼 발

전소 건설이 필요하지 않아 전력사업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분산발

전, 에너지절약 및 CO2 경감, 

발전소 건설비용 감소 등 다양

한 효과 기대 

실시간 요금데이터로 소비자는 

에너지절약 가능 

 

피크수요 분산으로 전기사업자

는 발전소 건설비용 감소 효과 

공급자 측 소비자 측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에너지 절약 :  15% 이상 절감

 CO2 배출저감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에너지 절약 :  15% 이상 절감

 CO2 배출저감

 분산발전(원자력, 화력, 태양광, 풍력)

 실시간 전력망 설비 감시/제어

 쌍방향통신(에너지 소비 시간 분산)

 쌍방향 전력 생산

 분산발전(원자력, 화력, 태양광, 풍력)

 실시간 전력망 설비 감시/제어

 쌍방향통신(에너지 소비 시간 분산)

 쌍방향 전력 생산

발 전발 전 송변전송변전 배 전배 전 소비자 (가정,빌딩,공장)소비자 (가정,빌딩,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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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적용 후 피크수요 감소 효과 

 

자료: 서울대학교 전력시스템 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참고로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최근 스마트그리드 투자 및 효용성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향후 20년간 필요한 투자규모는 

3,380~4,76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그 결과 1.3~2.0조달러 수준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했다. 동 결과는 향후 20년 동안 연간 170~24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 비용에는 다양

한 범위의 전력전달시스템 고도화 작업비용과 분산발전원 통합 인프라 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

다. 다만 발전비용,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고 부하증가를 총족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비용, 스마트

그리드 연계 가전 및 장치에 대한 소비자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2004년 EPRI의 보고서

에 따르면 발전 및 최종소비자 옵션 포트폴리오와 결합된 스마트그리드는 2030년의 전력부문 

전반적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5년 수준대비 58%까지 감축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다른 EPRI의 미국 모든 사업부문의 전력 장애비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전은 연간 

1,040~1,640억달러, 전력품질문제로 150~2,40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EPRI에서 제안한 CO2 절감 솔루션 

 

자료: 업계자료(LS산전), 신한금융투자 

 

세계 최대 에너지관리 전문회사인 슈나이더일렉트릭은 2010년 발표한 자료에서 에너지 소비

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자동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고 소비를 줄인 것의 3배만큼 발전을 위한 화석원료 사용이 감소(화석연료 100단위를 쓰

면 1/3인 33단위만큼의 전기 생성)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절반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잠재 감축량은 데이터센터가 현재 소비량의 30%, 빌딩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관리로  

전력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최

대 30%, 48% 감축 가능성도… 

EPRI,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편익대비 투자비용 비율은 4:1 

 

효율화

신재생

PHEV

분산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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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ᆞ발전과 가정부문이 각각 15%로 데이터센터와 빌딩의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관리

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능동적인 에너지관리를 통해 부문

별로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으나 전등 불 하나 더 끄기, 점심시간 PC 끄기 등 수동적인 

관리로는 잠재적 절감량의 절반도 줄이지 못하고 전력자동화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2/3 가량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 전력 사용량의 8%가량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가 최대 30%까지 감축이 가능하

며 41%를 사용하는 빌딩도 20%까지, 가정과 산업ᆞ발전부문도 각각 15%씩 사용량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에서 각 부문별로 줄일 수 있는 전력량 총규모는 

3,033TWh(우리나라 연간 사용량의 6.6배)에 달하게 된다. 

단계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잠재적 감축량 

(TWh) 사용량 비중 전력량 비중

산업·발전 4,521 27% 678 15%

데이터센터 1,368 8% 410 30%

빌딩 3,960 41% 1,392 20%

가정 3,680 24% 552 15%

전체 17,096 100% 3,033 18%

* 잠재적 감축량은 총사용량 중 절약가능한 전력량임

2008년 잠재적 감축

효율적 에

너지소비

48.0%

효율적 에

너지생산

35.0%

혼합연료

사용

10.0%

온실가스

포집/저장

2.0%
기타

1.0%

바이오에너

지 사용

4.0%

발전단계별 에너지 소비량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 전세계 전력 사용량 및 잠재적 감축량

자료: 슈나이더일렉트릭, 엑손 모빌, 신한금융투자 

 

3. 스마트그리드의 계층구조 

전력산업과 IT산업의 융합체인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레이어(발전~송전~변전~배전에 이르는

물리적 전력기반설비; 송전/변전/배전망 업그레이드), 전력 수급주체간 및 장치들간 정보를 교

환하는 통신 레이어, 스마트그리드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의 단계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계층구조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시설제어 관리 최종수요자 에너지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 고객 맞춤형 데이터제공 

전기자동차  부하 모니터링 전기자동차 전력소비 데이터관리 사용자 충전인터페이스 

전력 저장장치  

분산발전 통합  
분산자원 제어 분산자원 모니터링 분산자원 통합 

전력망 최적화  EMD/DMS, GIS 자가치료, 정전관리, 배전/변전 자동화, 자산보호 소비전압 측정 

수요반응  부하측정/제어 수급 최적화 고도의 수요관리, 부하예측/이동 기기전력사용 데이터관리/가상화 

Applation 

AMI  MDM, CIS, Billing, 정전감시 원격검침, 원격차단/연결, 전력누수감시, 사전지불제관리 실시간 데이터 접속 제공 

 

LAN(전력기업네트워크) WAN(통신 네트워크) FAN/AMI HAN 

* Local Area Network * Wide Area Network * Field Area Network * Home Area Network 

 (이동통신, 위성, BPL, WiMax) (RF Mesh, WiMax, BPL/PLC) (WiFi, ZigBee, HomePlug, Z-Wave)
통신 

  네트워크 게이트 스마트 계량기 

 

전력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홈/빌딩       ↔       분산발전, 저장장치  

자료: GTM Research, 2009(에너지경제연구원),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통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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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 GTM Research(2009)] 

① AMI(스마트계량 인프라) : 스마트그리드의 혁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기반으로 전력사업자와 소

비자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전력사업자가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

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역할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잘 갖춰진 계량 인프라가 존재한다면 

수요반응이라든지 분산발전원의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원격검침이 가능해 진다. 

②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 최대 전력수요를 줄이고 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을 피하기 위

해 요금 및 인센티브 수단을 통해 소비자의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DR은 보통 사전에 전력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전력부하를 언제 어떻게 감축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Thomas Weisel Partners(2007)에 따르면 

수요반응이 가스화력발전소에 비해 40%의 비용절감 효과(수요반응으로 1MW생산효과를 얻기 위

해 24만달러 소요 vs 화력발전소에서 40만달러 소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전력망 최적화 : 전력망에 센서기술, 통신 인프라,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망 운영자가 송전망에 

대해 디지털 제어를 함으로써 배전관리, 전력누수탐지, 자산관리, 부하관리, 전력망 안정화 등에서 

운영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④ 분산발전 : 고도화된 제어기술과 통신기술을 통해 특성상 발전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풍력, 태양

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전력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스마트그리드가 저장능력과 방전 옵션능력을 갖춘 장치와 결합, 과잉발전시는 과잉전력을 저장

하고 과소발전시는 기존에 저장된 전력을 이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의 불규칙성을 줄일 수 있다. 

⑤ ESS(에너지 저장장치) : 스마트그리드의 필수요소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간헐적인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확대로 그 성장속도가 가속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력을 충전하고 저장된 전력을 제 때에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소프트

웨어 및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⑥ 전기차 :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발전의 잉여전력을 저장하여 전력수요가 

높아질 때 전력망으로 저장된 전력을 송전하는 V2G(Vehcile to Grid)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수백

만대의 전기차에 대해 첨두부하시기를 피하면서 무리없이 충전할 수 있는 지능형 충전과 배터리 충

반전 사이클 확대 및 배터리 수명 연장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⑦ 첨단 전력제어시스템 : 전력사업자의 전력망 모니터링/제어/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핵심시스

템/애플리케이션/백앤드기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력을 통해서 본 스마트그리드의 체

계와 필요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의 전력경영시스템 구조와 소비자측 스마트그리드 

 

자료: 한전KDN(KEPCO),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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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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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 체계圖 

 

자료: 한전KDN(KEPCO), 신한금융투자 

 

 

4.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책 

일본의 원전사태 후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산
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미국과 곡물, 육류, 석유, 석탄 소비에 있어 이미 미국을 추월
한 중국의 경우 전력산업 및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력소비국인 미국은 수십년 동안 송배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송전손실(과
부하로 인해 2006년 전기소비자부담 20억달러, 미국 DoE)과 크고 작은 정전피해(2003년 북
동부대정전 피해규모 60억달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3년 7월 ‘Grid 2030("Grid 2030" A National Vision for Electricity’s 
Second 100Years)’ 국가비전 발표, 미국경기회복및재투자법(ARRA)에 따른 그리드 현대화 
45억달러 투자 및 송전 인프라 프로젝트 융자금 72.5억달러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수요 4% 감축, 첨두부하 1,400MW 축소, 연간 정전비용 1,500억달러 절감,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20% 보급 등을 목표로 전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도시(SmartGridCity)로 선정된 콜로라도州의 볼더(Boulder)시에서의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Grid 2030'이 제시한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비전 

2010 2020 2030 

- 양방향 통신체계 및 거래 인터페이스를 - 플러그&플레이 방식으로 전력, 냉난방, 습도 - 어떤 소비자가 원하든 고도로 신뢰성 있고, 

  갖춘 차세대 스마트미터 보급   조정을 위한 고객중심의 토탈에너지시스템   안전하고, 디지털화된 전력 제공 

- 전력망에 연계된 지능형 홈과 가전 - 전압 및 주파수 등의 자동교정을 통해 - 전국 어디에서나 청정한 전력 사용 가능 

- 수요측 자원관리와 분산발전을 통해   완벽한 전력품질 제공 - 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 

  소비자의 전력시장 참여 촉진 - 장거리 초전도 전송케이블 적용 - 국가적 초전도 백본망 완성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미국 DoE, 2003.7), 신한금융투자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전력 
인프라 확대정책 시행중 

 

발전계획

발전지시

급전자동화시스템 (EMS)

전기의 경제적인 공급을 위해

전력계통을 감시 , 제어 , 계측

전력시장운영시스템

전력을 상품으로써 거래하도
록 하는 정보시스템

전력거래소

발전설비정비관리시스템

발전설비 기기 및 정비정보
서비스

환경정보종합관리시스템

발전소 주변 대기 , 수질 등
계측 서비스

화력발전소

송변전자동화시스템 (SCADA)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설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 제어 계측

송변전지리정보시스템(TGIS)

송변전 실비 정보와

지리적 위치정보 관리

전력정보통신 기간망 (OPGW)

송전탑 상부에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구축 , 유지관리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배전선로 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자동화시스템 (DAS)

배전설비의 현장정보를 실시
간으로 감시하고 원격 제어

배전센터 IT화

배전사령실 업무의 효율적 계

통운전 서비스

재해복구시스템 (BCPS)

전력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체계 구축 운영

FRTU 단말기

파워지킴이

주상변압기의 부하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 ,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정
보 제공

판매관리통합시스템 (NCIS &
NDIS)

전국 1800 만 고객 정보와 배
전설비 DB 통합관리

자동원격검침시스템 (AMR)

전력사용량을 원격에서 검침

전력선통신 (PLC)
전력선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

홈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공

인터넷빌링서비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

수용가

발전계획

발전지시

미국, Grid 2030 국가비전 발표 
등 전세계 스마트그리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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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2위 전력 소비국가이자 만성적인 전련난을 겪고 있는 중국도 2006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시행하며 2020년까지 15%의 신재생에너지발전 목표와 함께 초고압 전력망 확충

과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2010년 전인대회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4조위안(약 669조원)을 투자하는 스마

트그리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그 일환으로 12차 5개년 규획기

간(2011~2015년)에 5,000억위안(약 84조원)을 투자(11차 기간중 초고압 전역망 투자는 

200억위안에 그침)하여 총 4만km에 달하는 '3종3횡1환 초고압 전력망(三縱三橫一環網)'을 구

축할 계획이다. 즉, 三縱은 시멍-난징, 장베이-난창, 산베이-창샤로 이어지고, 三橫은 멍시-

웨이팡, 지중-쉬조우, 웨이난-완난으로 이어지며, 一環은 화이난-난징-타이조우-수조우-상

하이-저베이-완난-화이난으로 순환하여 이어지는 구조다.  

동 프로젝트에 따르면 네이멍구, 샨시, 허베이지역에서 풍력과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중국 대륙을 종단하는 三縱網을 통해 三華(화베이/華北, 화중/華東, 화중/華中)지역으로 송전되

고, 북부지역의 화력발전과 서남지역의 수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이 중국 대륙을 횡단하는 

三橫網을 통해 화베이, 화중, 챵지앙(양자강) 삼각주 지역으로 송전된다.  

중국 국가전력망공사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이 중국 초고압 전력망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며 三華의 초고압 교류 전력망(1,000kV급) 구축을 가속화하고 11개 초고압직류송전(HVDC) 

프로젝트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3화 초고압 전력망과 동부 초고압 전력

망, 서북 초고압 전력망을 수송기지로 구축하고 대형 화력발전기지, 수력발전기지, 원자력발전기지, 

신재생에너지기지와 연결하는 이른바 '1특4대' 개념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소비는 2009년 9.0%, 2010년 14.6% 증가에 이어 금년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력소비증가율보다 낮은 발전능력증가율과 함께 낮

은 전압, 낙후된 전력망으로 인한 높은 송전손실, 발전설비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송배전망 등으

로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 향후 10년내 건설될 전력선만 309만km(지구 77바

퀴)에 달하고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스마트미터는 2014년부터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9년에 이탈리아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발

표한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통해 2020년 가정용 1,800만호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측 지능화

(스마트미터 및 AMI 시스템) 구축 및 2030년 세계 최초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9일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

리드촉진법)안'이 국회를 통과,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기간을 거친 2011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G8, 한국 등 17개 국가로 구성된 포

럼인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가 선정한 10대 전환적 기술과 

선도국가는 다음과 같다. 

MEF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대 전환적 기술과 선도국가 

10대 전환적 기술 선도국가 

스마트그리드 한국, 이탈리아 
CCS(탄소포집/활용/저장) 영국, 호주 
고효율/저배출 석탄 일본, 인도 
건물 에너지효율 미국 
산업 에너지효율 미국 
혁신자동차 캐나다 
태양광 독일 
풍력 독일, 스페인, 덴마크 
바이오 브라질, 이탈리아 
해양에너지 프랑스 

자료: 언론보도,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 4월 
스마트그리드촉진법 국회통과 
후 4분기부터 본격시행 예정 

 

중국, 초고압 전력망 확충 및 
스마트그리드 투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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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에 중전기산업을 연간 50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10대 중대형 전략과제를 선정, 총 2,5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2년

까지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녹색전력 IT) 10大 국책과제 개요 

총괄 과제명 참여기업 사업비(억원)

한국형 에너지 관리시스템 (KEMS) 개발 전력거래소 등 15개사 383
IT 기반의 대용량 전력수송 제어시스템 효성 등 5개사 309
지능형 송전Network 감시, 운영 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연구원 등 11개사 130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개발 전력연구원 등 17개사 193
배전지능화 시스템 개발 한전KDN 등 23개사 219
능동형 텔레메트릭스 전력설비 상태감시 시스템 개발 현대중공업 등 22개사 165
고부가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관리 시스템 삼성물산 등 17개사 274
전력선통신 유비쿼터스 기술개발 젤라인 등 18개사 343
분산발전 및 산업용 인버터 응용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LS산전 등 10개사 390
마이크로그리드용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사이트 적용기술 개발 한국전력 등 8개사 141

합계  2,547

자료: 지식경제부, 신한금융투자 

 

전세계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은 국가기간망인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종산업

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특성으로 인해 해당 정부와 전력사업자가 주관한다. 참고로 우리

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주도사업자인 한국전력(KEPCO)이 7월부터 시행되는 요금제 개편을 앞

두고 72만 고객(17만 전체 고압고객과 원격검침이 가능한 55만 저압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서비스인 전력포털서비스(i-SMART)를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고객에게 실시간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및 예상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효율적인 전

력사용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수요반응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차세대 전력포털서비스

이다. 1999년부터 한국전력에서 개발ᆞ운영해 온 AMR, AMI 등 원격검침기술을 기반으로 개

발된 i-SMART는 스마트그리드에서 요구하는 고객서비스 포털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것으

로 i-SMART 내의 사용량 분석 서비스, 부하이동시 요금절감액, 부하지속곡선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상시수요관리 Event에 참여하여 수요관리 성과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사용량과 요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했던 주택용 고객도 실시간 전력정

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통한 수요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전력은 금번 55만호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800만 전고객에 대하여 i-SMART를 확

대하고, 동 서비스를 향후 실시간요금, 사이버지점 등을 통합한 '양방향 종합포털시스템'으로 발

전시킬 예정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비전과 5대 구성요소별 실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참고로 스마트그리드 일정과 관련 제주실증단지를 통해 2011년 1단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12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에 이어 2020년 광역단위의 소비

자측 지능화 완료(광역단위)와 2030년 국가단위의 전체 전력망 지능화를 목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보급 계획 

(%) 2010~2012년 2013~2015년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계

AMI 보급률 5.6 10.0 84.4 0.0 0.0 100

전기차 보급률 0.01 2.49 2.5 2.5 2.5 10

전력망 지능화율 0.5 10.0 21.5 30.0 38.0 100

자료: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2030년 세계 최초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한국전력, 7월 요금제 개편 

앞두고 최근 전력포털서비스인 

i-SMAR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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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그리드 주관사업자인 한국전력은 8가지 전력과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10% 수용, 

코스트 절감 3.4조원, 해외매출 40억달러를 목표하고 있다.  

우리나라(左)와 한국전력(右)의 스마트그리드 비전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KEPCO, 신한금융투자 

 

스마트그리드 5대 구성요소 

 

자료: 언론보도,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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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5대 분야별 실행 로드맵] 

에너지의 생성~사용을 개혁하는 스마트그리드는 공급자측(발전~송변전~배전)과 소비자측(배

전~소비자)으로 양분되는데 이 중 공급자측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력망의 신뢰

도 및 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지능형 전력망 구성요소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지능형 전력망기술은 ① 초전도, FACTS/유연전송시스템, HVDC/고압직류전송, WAMS/광역감

시스템, WACS 등의 지능형 송전시스템 ② 분산전원, AMI, 스마트개폐기, PCS/전력변환시스

템 등의 지능형 배전시스템 ③ 지능형 전력기기(초전도~PCS 등의 신전력기기 통칭) ④ 지능

형 전력통신망 기술로 구성된다. 동 분야의 주요 지표별 목표수준은 호당 정전시간의 경우 

2012년 15분, 2020년 12분, 2030년 9분이며 송배전손실률은 2012년 3.9%, 2020년 3.5%, 

2030년 3.0%이다. 

스마트그리드의 소비자측 인프라를 통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것으로 ①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검침, 사용 정보수집, 개별 에너지기기에 대한 능동적

인 제어가 가능한 AMI기술 ②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 및 최적화를 구현하는 시스

템 기술인 EMS기술(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ESCO 관련기술 포함) ③ ZigBee, PLC 등의 양방

향 통신네트워크기술로 구성된다. 동 분야의 주요 지표별 목표수준은 전력사용 절감의 경우 

2012년 시범적용, 2020년 5%, 2030년 10%이며 스마트미터 보급률은 2012년 5.6%, 2020

년 100%이다 

지능형 소비자 구성요소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특히 실시간 원격검침(Automatic Meter Reading; AMR; 자동계량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실시

간으로 에너지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시스템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AMI는 IHD(In Home Display; 가정용 디스플레이)와 MDMS 

(Measured Data Management System)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1. 지능형 전력망 

(Smart Power Grid) 

2. 지능형 소비자 

(Smart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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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Advanced Metering Infra) 구성圖 

전력망

통신망

스마트미터 (정보제공)IHD

서버(GW) 가전제품 등

(통신)

(제어)

댁내

(계량)

자료: 신한금융투자 

 

현재 우리나라의 실시간 계량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계량기 보급률은 5.7%(고압고객 99.9%, 

저압고객 1,753만호 중 89만호/4.8%)이며,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2020년까지 1조 4,740

억원을 투자하여 가정용 AMI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미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과 유럽의 경우 2020년(유럽은 2015년)에 60% 가량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의 연도별 스마트미터 보급 계획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참고로 AMI를 구현하는 3가지 통신기술로는 PLC, ZigBee, 이동통신이 있다.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은 기존 전력선을 통신선로로 사용하는 Point-to-

Multipoint 통신방식으로 다수 세대의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모아주는 집중기(Concentrator)가 

필요하며 변전소당 세대수가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며 전력사업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ZigBee는 RF Mesh 무선통신을 이용한 Point-to-Multipoint 통신방식으로 역시 집중기가 필

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좋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변전소당 

세대수가 적어 PLC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적합하다. 한편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Point-to-Point 통신방식인 이동통신은 집중기가 필요없으며 산업용/상업용의 대수용가 또는 

홀로 떨어진 수용가에 적합하다. 

전력망과 전기차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전기차 배터리

에 충전된 전력을 비상전력원으로 사용하여 전력망의 효율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능형 운송기술은 ① 전기모터, 배터리,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등 전기차

의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부품/소재기술 ② 급속/완속 충전, 충전 인터페이스 부품, 인증/

과금 등을 위한 전기차 ICT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충전 인프라기술 ③ V2G용 PCS기술, 

DSM VPP(전기차 배터리의 가상발전소)기술 등을 포함, 전력망과 전기차 배터리 전원을 연계

하여 전력을 전송 또는 역송하는 V2G기술로 구성된다. 

 

3. 지능형 운송 

(Smart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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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운송 구성요소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동 분야의 주요 지표별 목표수준은 전기차 총보급대수(누적) 2012년 500대, 2020년 15.2만

대, 2030년 245.6만대, 급속충전기 보급대수(누적)는 2012년 100대, 2020년 4,300대, 2030

년 27,140대다. 참고로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EV 충전인프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V 충전 인프라 

 

자료: 업계자료(LS산전), 신한금융투자 

주: S.T.S는 Static Transfer Switch, SWGR는 Switchgear의 약어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여 신재생발전원을 기존의 전력망에 안정적인 

연계가 가능케 하는 기술로 ① 충분하고 다양한 신재생발전원을 포함한 분산전원과 부하의 통

합적 관리를 통해 지역적 전기-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인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기

술 ② 배터리, 플라이휠, 압축공기저장장치 등 에너지 매체기술 및 운용하는 에너지저장기술 ③ 

신재생발전원의 급격한 출력변동과 전력 조류변경에 기인한 계통전압과 주파수변동을 억제하

는 전력품질보상기술(DVR, SVC 등 저압/소용량급기기, STATCOM, SVC, UPQC 등 고압/중

대용량급기기용 기술) ④ 실시간 전력요금제에 의한 실시간 전력입찰 및 발전량 계량을 통한 

통신체계와 분산발전원 제어체계 관련 전력인프라기술로 구성된다. 동 분야의 주요 지표별 목

표수준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2년 3.1%, 2020년 6.1%, 2030년 11.0%이며 주택 전기

에너지 자급률은 2012년 시범도입, 2020년 10%, 2030년 30%이다. 

4. 지능형 신재생 

(Smart Renewable) 

On-boar d

V2G

신재생에너지

Bi l l i ng Smar t  Gr 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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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신재생 구성요소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개발하고 소비자 전력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망의 효율을 증대시키

는 한편, 수요반응 및 지능형 전력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① 변화하는 

요금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전력수요의 가격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실시간

요금제기술 ② 전력가격 및 시스템 상황에 반응하여 소비자가 전력을 조정하도록 유도하여 시

스템의 신뢰도 향상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지능형 수요반응기술 ③ 수요와 공급의 다양한 참

여자가 각기 보유한 전력자원을 자유롭게 거래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수요거래

기술로 구성된다. 동 분야의 주요 지표별 목표수준은 소비자 요금선택권 부여의 경우 2012년 

시범도입, 2020년 전체수요자 선택권 부여, 시장참여 소비자비율은 2012년 시범도입, 2020년 

15%, 2030년 30%이다  

지능형 전력서비스 구성요소圖 

 

자료: KSGI(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신한금융투자 

 

 

5. 지능형 전력서비스 

(Smart Electric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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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전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와 관련 2030년까지 5~6조달러(IEA; World Energy Outlook, 

2008)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Zpryme(2009)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그

리드시장은 2009년 639억달러에서 2014년 1,714억달러로 연평균 19.9%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 가운데 미국 스마트그리드시장은 2009년 214억달러에서 2014년 428억달러로 연

평균 14.9%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SBI(Specialists in Business Information, 2009.5)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시장이 현재 64억달러에서 2014년까지 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Lux Research 

(2008.11)에 따르면 계량기 관련 H/W와 S/W가 결합된 미국의 네트워크 기술시장은 현재 

27억달러에서 2013년까지 4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Zpryme는 스마트그리드시장에서 스마트계량 하드웨어 판매업체(Itron, Landis+Gyr 등)

와 계량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Pike Research(2009.10)는 주요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2010~2014년 전세계 스마트그

리드 투자규모가 2,1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4년 북미시장을 기준으로 

분야별 스마트그리드 투자비중은 송전망 업그레이드 44%, 배전 자동화 24%, 수요반응 11%, 

AMI 11%, 변전 자동화 8%, 전기자동차 관리시스템 2% 順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스마트그리드시장 분야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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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pryme, 2009.12, 신한금융투자 

 

미국 스마트그리드시장 분야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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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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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pryme, 2009.12, 신한금융투자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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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전세계시장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임 

송전망 업그레이드, 배전 

자동화, 수요반응, AMI, 변전 

자동화, 전기차 관리시스템 順 

스마트계량 H/W 및 데이터 
전송/관리 S/W업체 수혜 전망 

스마트그리드 전세계시장 

2014년 1,714억달러로 연평균 

19.9% 성장 및 2030년까지 
5조달러 시장 형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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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마트그리드 북미시장 부문별 전망 

 

자료: Pike Research, 2009(Fehrenbacher, 2009.10), 신한금융투자 

 

이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있어 AMI를 구성하는 스마트미터의 시장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

은 반면에, 배전 자동화와 송전망 용량 추가 확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시장별로는 아시아, 북미, EU시장 順으로 나타났는데 아시아의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의 송전망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장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Pike Research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솔루션 중 하나인 스마트미터의 경우 2008년 

4,600만대(ABI자료: 2009년 7,600만대)에서 2014년까지 2.5억대까지 확대되어 2015년까

지 전세계 스마트계량기 시장이 3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시장이 

2009년 550만대에서 2014년 4,550만대(DoE 목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과 프랑스도 각각 2020년, 2017년까지 모든 가정에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계량기, 2008년 

4,600만개에서 2014년 

2.5억대로 확대 전망 

 

배전 자동화

24%
변전 자동화

8%

송전망 업그레이드

44%

전기자동차 관리시스

템

2%

AMI

11%

수요반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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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송전기술, 고압직류전송(HVDC) &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  

 전송효율 우수한 HVDC, 차세대 송전기술로 부각되며 중국, 유럽,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고성장 전망 

 송배전 투자비 감소 및 해외 전력 프로젝트 목적으로 HVDC 국산화 추진, 관련업체 개발 추이 주목 

 중국의 '3종3횡1환' 등 대규모 전력망 투자로 글로벌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 수요증가 지속 

 

1. 송전의 꽃인 HVDC의 개요 및 장단점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 한 후 다시 교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전력

을 공급하는 고압직류전송(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이 차세대 송전기술의 꽃으

로 부상하며 산업계는 물론 증시에서도 Issue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전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12차 5개년 경제 규획기간(2011~ 

2015년) 중 대규모 HVDC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Super Grid 및 

Grid 2030이라는 프로젝트와 함께 HVDC에 대한 투자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다. 또한 제주-해남간 HVDC 1단계가 운전중인 우리나라도 제주-해남 2단계, 제주-진도 2

단계, 수도권, 서남해안 3단계 해상풍력단지조성에 HVDC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UAE 원전 등 해외 발전 및 전력 프로젝트를 Turn-key로 추진하는 한국전력의 경우 HVDC 

국산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요구되어 향후 국산화 진행 추이도 주목된다. 

전지에서의 전류와 같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인 DC(Direct Current; 直流)방식

의 송배전방식은 전력용 반도체소자기술의 성능 향상과 함께 AC(Alternating Current; 交流)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차세대 고압전송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로 AC방식은 매초 60

번씩(60Hz) 등과 같이 규칙적인 순환간격으로 방향을 전환(미국에서는 110V, 영국에서는 

220V 크기가 '0'을 중심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로 변화)시키는 전력공급으로 송전손실, 유도

장해, 페란티 현상, 계통안정도 저하, 주파수가 상이한 계통의 비동기 연계 불가능, 송전전력 한

계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HVDC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영역, 그리고 장단점 

도입 필요성 대규모 AC 계통의 복잡한 운영: - 혼잡운영 문제와 제어 불가능한 선로부담 발생 

  - 혼잡한 발전기기의 효율적인 배치를 방해하여 비용을 증가시킴 

  - 과도한 선로부담은 송전손실을 발생시키고 선로이용률 조절 불가 

  - 시장에서 계약된 조류(電力潮流)와 실제 조류와의 불일치 발생 

 송전용량 증대의 어려움: - 차단용량 증대 등 교류계통의 제약 요소 

  - 장거리 송전에 대한 높은 신뢰도 요구 

  -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혼잡의 발생빈도 상승 

도입 영역 3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육상): 중국, 아프리카, 남미 HVDC 적용 계획, 송전망 증대를 위한 기존선로 대체 

 50km 이상의 케이블 송전(해상): 유럽과 북미의 해상풍력단지 연계, 우리나라 서해안 해상풍력 및 제주 연계 

 비동기 주파수 연계: 중국, 러시아와의 전력계통 연계 

 계통 안정도 향상 용도  

 고장전류 제약지역의 송전용량 증대: 수도권 BTB 적용 

 전력 조류제어 필요 지역  

長點 우수한 경제성: AC대비 전압이 70% 수준으로 기기절연 용이, 현수애자 및 전선 소요량 감소 

 높은 송전효율: 전선 허용한도까지 송전, 같은 전압에 대해 교류 실효치의 2배, 전력 조류제어 가능 

 선하부지 축소: 대지(Earth)를 하나의 도체로 이용함으로써 귀로도체 생략가능 및 용지비용 감소 

 계통분할 효과: 유효전력만 공급, 계통사고시 계통분할 효과, AC와 DC 연계시 효율적인 계통운영  

 계통연계 및 독립운전 가능: 주파수 및 전압이 상이한 송수전 계통을 DC로 연계가능 및 독립운전 

短點 고조파 필터 설치: 대용량 AC/DC 변환기에서 다량의 고조파 발생 

 우수한 차단기 필요: DC에서는 전류0점이 형성되지 않아 AC보다 우수한 성능의 차단기 필요 

 최적의 DC전압 선정 요구: DC전압 ↑(↓)  vs 부하손실 ↓(↑), 절연레벨 ↑ vs 투자비 ↑ 

자료: VETA Research & Consulting,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중국, 미국, 유럽에서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국내도입 및 

국산화 추진으로 HVDC 관심 
제고 

HVDC 도입의 장점 : 송전효율 
향상, 장거리 송전 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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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높은 송전효율 등에 따른 경제성과 장거리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부각

되고 있는 HVDC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환경시대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환경

으로 인한 유연전력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그 효용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고, 해저케이블

을 이용한 송전방식에서는 필수적인 송전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류(AC)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의 경우 HVDC의 직교류 변환장치로 전기품질을 안

정화시킬 수 있으며, 사막이나 대규모 평원의 태양광발전, 해상 등에서의 대규모 풍력발전, 수

력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대용량 전력을 원거리에 있는 대도시까지 효

율적으로 송전할 때 HVDC가 유용하며 그 대표적인 적용이 중국의 '3종3횡1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다. 

 

 

 

 

 

 

 

 

 

한편 HVDC의 방식으로는 Thyristor(전력용 반도체소자) 밸브를 이용하는 전류형(CSC)과 

IGBT 전력용 반도체소자를 이용하는 전압형(VSC)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선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경우 전류형이, 소

용량 또는 계통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압형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류형과 전압형의 특성 比較 

특성 전류형(CSC-HVDC) 전압형(VSC-HVDC) 

변환기술 Thyristor valve, grid 정류(교류→직류) Transistor valve (IGBT), 자기 정류 
현재 최대변환효율 6,400MW, ±800kV (OH line) 1,200MW, ±320kV (cable), 2,400MW, ±320kV (overhead) 
상대크기 4 1 
일반적인 인도(delivery)시간 36개월 24개월 
유효전력흐름 통제 Continuous ±0.1Pr to ±Pr (극성변환때문) Continuous 0 to ±Pr 
무효전력수요 50% 전원변환 유효전력수요 없음 
무효전력 보상 및 통제 불연속적 통제 (Switched shunt banks) 연속적 통제 (PWM built-in in converter control) 
유/무효전력의 독립통제 No Yes 
예방보수 일반적으로 < 1% 일반적으로 < 0.5% 
일반적인 계통손실 2.5~4.5% 4~6% (Multi_level topology로 손실율 CSC과 비슷해질 것) 
다중단말기 설정 복잡, 3개 제한 단순, 제한없음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전압형(VSC)의 강점과 약점 

强 點 弱 點 

정전기동(Black Start) 가능, 무효전력 보상장치 불필요 큰 변환손실 

약한 계통 접속가능, 작은 AC필터 필요, 전력 역송 용이 비싼 컨버터 가격 

부속장치 면적 불필요(해상에 적합) 고전압밸브 제작 어려움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일반적으로 전류형은 대용량, 

전압형은 소용량에 적합 

신재생에너지 환경시대 도래와 

유연전력시스템 필요성으로 

HVDC의 효용가치 제고 

신재생에너지 환경시대의 도래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유연전력시스템의 필요성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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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HVDC의 기술 전망과 관련 전류형 HVDC의 경우 th전압 대용량 시스템에 기반한 

초고압, 장거리 전송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800kV와 6.4GW의 기술경쟁과 함께 수GW급 

기존 송전선로의 HVDC 대체 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다. 반면 전압형 HVDC의 경우 300kV, 수

백MW급에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며 해상풍력단지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 특수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00kV 이상의 UHVDC(Ultra HVDC)도 개발되고 있는데, UHVDC는 원거리 발전단지

에서 생산된 전력의 경제적인 전송을 위한 고전압 HVDC로 전체 투자비용, 송전손실 감소, 운

영상의 유연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800kV DC는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면적에 있

어 500kV DC와 765kV AC에 비래 각각 1/2, 1/4 수준으로 경과지 확보에서 유리하다. 

송전방식별 추정원가 比較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2. HVDC의 시장 전망과 국내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 가능성? 

전세계 HVDC시장은 2008년기준 약 9조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B, 

Siemens, Alstom 등 글로벌 중전기 3社가 9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주요 HVDC 프로젝트 

연도 공급업체 용량(MW) DC전압(kV) 길이(km) 목적 위치 타입 

2000 도시바, 히타치 1,400 ±250 102 전력전송 일본 CSC, 해저케이블 
2001 ABB 500 400 313 전력전송 이탈리아 VSC, 해저케이블 
2001 Siemens 1,800 ±500 960 전력전송 중국 CSC, 가공선로 
2002 Siemens 300 300 110 계통연계 말레이시아~태국 CSC, 가공선로 
2002 ABB 2,000 ±500 1,450 전력전송, 계통연계 인도 CSC, 가공선로 
2003 ABB 3,000 ±500 940 전력전송 중국 CSC, 가공선로 
2005 ABB 480 400 180 전력전송, 조류제어 호주 VSC, 해저케이블 
2007 ABB 700 ±450 580 다른 전력시장간 계통연계 노르웨이~네덜란드 CSC, 해저케이블 
2007 Siemens 600 500 100 계통연계 미국 CSC, 해저케이블 
2008 ALSTOM 1,800  비동기연계 사우디아라비아 CSC 
2009 ABB 1,000 ±500 435 해저송전 이탈리아~사디니아 CSC, 해저케이블 
2009 Siemens 2,500 500 780 전력전송 인도 CSC, 가공선로 
2009 ABB 3,000 ±500 920 계통연계 중국 CSC, 가공선로 
2010 Siemens 5,000 ±800 1,500 전력전송 중국 CSC, 가공선로 
2010 ALSTOM 4,000  전력전송 중국 CSC, 가공선로 
2011 ALSTOM 2,000  해저송전 영국~프랑스 CSC, 해저케이블 
2011 ABB 800 500 200 해저송전 핀란드~스웨덴 CSC, 해저케이블 
2010~11 Siemens 6,400 ±800 2,071 전력전송 중국 CSC, 가공선로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전류형은 초고압, 장거리 

송전용, 전압형은 해상풍력 

연계와 Micro Grid 등에 사용 

전망 

 
800kV UHVDC의 경우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500kv DC와 765kv AC대비 

1/2, 1/4 수준 

 

전세계 HVDC 시장규모 9조원 

수준, 글로벌 3社가 95%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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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HVDC시장은 ABB(스위스), Siemens(독일), Alstom(프랑스) 등 글로벌 3개 업

체가 전압형 HVDC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대용량인 전류형 HVDC도 이들 글로벌 

업체와 합작한 중국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글로벌 중전기업체 점유율 

 

자료: Alstom(舊 AREVA T&D), 신한금융투자 

 

따라서 제주-해남 2단계, 제주-진도 2단계, 수도권, 서남해안 3단계 해상풍력단지조성에 

HVDC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요구된다. 특히 

UAE 원전 등 해외 발전 및 전력 프로젝트를 Turn-key로 추진하는 한국전력의 경우 HVDC 

국산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요구되어 향후 국산화 진행 추이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조기개발의 필요상 글로벌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통한 전류형 HVDC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제작업체로서 참여가 가능한 업체로는 LS산전, 현대중

공업, 효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LS전선이 전류형의 DC 국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하면 LS산전이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LS그룹차원에서 해외진출 추진 등 시너지가 클 것으

로 기대된다. 참고로 부산에 HVDC 전용공장을 2010년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인 

LS산전은 80kV급에서 단계적으로 250kV, 500kV급 기술을 확보하며 저압에서 고압에 이르

는 AC와 DC 전력설비의 풀 라인업 구축과 함께 2019년까지 HVDC분야에서 최대 1조 

7,5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전세계 HVDC 시장 전망과 관련 향후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대전력 전송 등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등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참고로 

2005년기준 세계적으로 55GW 규모의 HVDC가 설치(전세계 발전능력의 1.4%에 해당)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중국에서만 48GW의 HVDC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HVDC 시장 전망 

 

자료: IEE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mittee HVDC PROJECTS LISTING, Wikipedia List of HVDC projects, 신한금융투자

주: 수명을 다한 HVDC의 교체시장을 고려(수명 30년) 

2005년기준 HVDC 55GW 설치, 

2020년까지 중국에서만 48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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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세계 HVDC에 대한 현황 및 전망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럽, 북미, 일본, 중국의 경우

를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HVDC 현황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EU의 HVDC 현황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EU의 슈퍼그리드 계획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북미 HVDC 현황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북미 백본 전력망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신한 스몰캡 레이더  Issue 2011년 6월

40 ▶ ▶ ▶

 

 

 

 

 

 

 

 

 

 

2015년 중국의 예상 전력망 개념圖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UHVDC 설치 계획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Three Gorges HVDC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HVDC 현황 및 계획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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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남간 HVDC 1단계가 설치(전류형 & 舊AREVA T&D社 제품, Alstom이 

AREVA의 HVDC사업부를 인수)되어 운전중인 우리나라도 제주-해남 2단계, 제주-진도 2단

계, 수도권, 서남해안 3단계 해상풍력단지조성 등에 HVDC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HVDC 적용 검토 사례로는 ① 제주-해남 #1(300MW, 100km 해

저케이블, 旣설치운영, 국내 최초) ② 제주-진도 #2(400MW/200M*2, 약 100km, 금년 4분

기 준공) ③ 남북한연계 ④ 한국-일본 ⑤ 옥천-대구 ⑥ 동북아연계 ⑦ 영종도-수도권 ⑧ 서

해안풍력연계(3단계) ⑨ 수도권 HVDC 등이다. 또한 한국전력이 UAE 원전 등 해외 발전 및 

전력 프로젝트를 Turn-key방식으로 수출을 추진하여 HVDC 제조기술 국산화를 통한 원가경

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참고로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AC선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고장

용량이 커 DC를 이용하여 분할할 경우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고여파 및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HVDC 적용 검토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해상송전용 HVDC에 

이어 수도권과 해상풍력 

연계용으로도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 HVDC 적용 검토 사례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HVDC 계획 

 

자료: 고려대 차세대전력망연구실,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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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 

HVDC가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단기간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

나 이미 국산화에 성공하여 Reference를 보유한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의 경우 전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내 전선업계 리더로 초전도(HTS;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케이블, 초고압선, 

해저케이블, 풍력발전용 케이블 등 첨단제품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LS전선은 미국 최대 전선업체인 슈페리어에식스(LS전선 → Cyprus Investment 100% → 

SPSX 81.0%, 2010)와 중국 홍치전기(75.1%)로 전세계 4위 전선업체로 도약과 함께 국내외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 시장확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0년기준 

본사, 미국 SPSX(Cyprus 매출액임), 중국 홍치전기의 매출액은 3.9조원, 642억원, 2.9조원이

었다. 

우선 '꿈의 전선'이라 불리는 초전도케이블과 관련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전기저항이 '제로(0)'인 초전도체를 사용해 많은 양의 전기를 손실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초전

도케이블은 동급 일반 전력선(구리선)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서도 5∼10배의 송전효과가 있어 

낮은 전압으로 큰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과밀화된 송배전용 초고압선 신

규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LS전선은 미국 에너지 기술기업인 아메

리칸 슈퍼컨덕터(AMSC)에 사상 최대인 3,000km의 초전도선재를 발주했으며 한국전력과 컨

소시엄을 통해 2013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 고온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적극

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또한 차세대 케이블인 해저케이블의 상용화에도 LS전선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2010년 

6월 동해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제품을 출하함으로써 그 동안 Nexans, Prysmian, ABB 등 유

럽 3개社가 주도해 온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제주-진도간 105km구간에 250kV급 해저케이

블을 설치하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도서지역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한 해남-신안

간 해저 전력망 구축과 제주도 월정리 풍력시범단지에 설치될 해저케이블사업도 수주했다. 특

히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엔지니어링과 시공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LS전선은 유

럽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Umbilical케이블을 개발한데 이어 향후 50kV급 해저케이블도 개발예정이다. 한편 2009년에

는 20년간 사용해도 손상되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풍력발전용 전선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상 플랜트 및 해상풍력단지 증가, 국가간 전력망 연계사업 등으로 매년 30% 이상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해저케이블시장에서도 LS전선의 도약이 기대된다. 

 

전세계 전력 인프라 투자확대로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 수요 

전망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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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저케이블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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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초고압선과 

해저케이블로 Jump-up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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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프라 관심株 12選  

 중국, 유럽, 미국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전력요금 현실화 등으로 전력 인프라 이슈 부각 

 스마트그리드, 초고압선, HVDC, 대체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기업 관심 필요 

 전력 인프라 관심株로 12개 종목 제시 : LS 등 대형주 7選, 누리텔레콤 등 중소형주 5選 

 

새로운 전력時代의 도래와 함께 증시에서도 Smart Grid, 스마트가전, 스마트미터, HVDC, 초고

압선, 해저케이블, RPS, 대체에너지, LED조명, ESS, 전기차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며 수혜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국내외 전력산업에 대한 환경변화와 함께 전력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력 인프라 관련 상장업체 List 

구분 관련업체 주 사업분야 구분 사업분야 관련업체 

 한국전력(015760) 발전판매 발전연료/자원 유연탄 SK네트웍스 

토탈 솔루션 한전KDN/한국전력(015760)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구리 고려아연, LS니꼬동제련/LS 

 LS산전(010120)/LS(006260) 중전기, 솔루션  LNG광구 대우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포스코ICT(038460)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리튬 POSCO 

솔루션&계량기 누리텔레콤(040160) AMI시스템 풍력발전 발전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옴니시스템(057540) AMI시스템   두산중공업, 효성, 삼성중공업 

 피에스텍(002230) AMI시스템  부품/소재 태웅, 국도화학, 동국S&C 

 일진전기(103590) AMI시스템 태양광발전 금속실리콘 엘피온/OCI 

 LS산전(010120) AMI시스템  폴리실리콘 OCI, 한국실리콘/오성엘에스티 

전력기기 비츠로시스(054220) 전력IT시스템   웅진폴리실리콘/웅진홀딩스, 한화케미칼 

 보성파워텍(006910) 보호기기 및 중전기기   KCC, 삼성정밀화학, LG화학 

 삼화콘덴서(001820) 전력용 콘덴서  잉곳/웨이퍼 웅진에너지, 오성엘에스티, SKC솔믹스 

 광명전기(017040) 수배전반  태양전지 한화솔라원/한화케미칼, 신성솔라에너지 

 제룡산업(033100) 변압기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전자 

 선도전기(007610) 수배전반  박막 태양전지 티모테크놀로지, 대양금속 

송배전기기 효성(004800) 변압기, 차단기  소재/부품 SKC,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현대중공업(009540) 토탈 솔루션   새로닉스 

 LS산전(010120) 송전기기, 전력시스템  모듈, 시스템 에스에너지, 한솔테크닉스, 이건창호 

전력케이블 LS전선/LS(006260) 전력선, 초고압선   성호전자, SDN 

 대한전선(001440) 전력선, 초고압선  토탈 솔루션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성융광전, LG 

 일진전기(103590) 전력선, 초고압선  장비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발전기 현대중공업(009540) 발전기 연료전지  포스코파워/POSCO, GS칼텍스/GS, SK 

발전기용 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디젤/가스엔진 지열에너지  위닉스 

 현대중공업(009540) 발전엔진 바이오에너지  에코에너지, 오상자이엘 

 STX엔진(077970) 디젤/산업엔진 전력저장장치 2차전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엔진부품 인화정공(101930) 금속가공부품 (2차전지)  EIG/동일벨트, GS칼텍스/GS 

발전설비 두산중공업(034020) 주기기  소재/부품 L&F,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이엔에프 

 티에스엠텍(066350) 보조기기   후성, 테크노세미켐, 일진머티리얼즈 

 KC코트렐(119650) 집진설비   LS엠트론/LS 

 신텍(099660) 보일러  충전시스템 포스코ICT, 에스피지 

SW 안철수연구소(053800) 사이버 보안 LED조명 토탈 솔루션 삼성LED/삼성전기, LG, 금호전기 

 윈스테크넷(136540) 사이버 보안  부분 솔루션 서울반도체, 루멘스, 일진디스플레이  

    조명 포스코LED/포스코ICT, 누리플랜, 대진디엠피

    장비/소재 포스코엠텍, 주성엔지니어링, 탑엔지니어링 

자료: 신한금융투자 

新전력時代 도래로 Smart Grid, 

HVDC, 초고압선, 대체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관련株에 대한 
관심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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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하여 12개 종목을 관심株로 제시한

다. 구체적으로 LS(구리/전력선/전력설비/스마트그리드/전기차), 한국전력(전기요금/스마트그

리드/전기차/해외전력), SK(발전연료/스마트그리드/ESS), 현대중공업(대체에너지/전력설비/플

랜트), 두산중공업(발전설비/플랜트/대체에너지), OCI(태양광), LG화학(태양광/전기차/ESS)의 

대형株 7選과 포스코ICT(스마트그리드), 일진전기(전력케이블/전력기기), 누리텔레콤(전력기

기/스마트그리드), 피에스텍(전력기기), 안철수연구소(보안)의 중소형株 5選이다. 다음과 같이 

이들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분석을 통해 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전력 인프라 관심株 12選(요약) 

분야 상장업체 CODE 투자 포인트 시가총액 외국인

    (억원) (%)

전기동, 전력선, 전력설비 LS 006260 4마리의 말이 전기동, 전력선, 전력설비, 스마트그리드, 전기차를 힘차게 끈다 35,903 14.7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신사업과 CAPEX 및 미국, BRICs, 중동 등의 투자성과가 가시화되며 Re-rating 지속 

전기요금,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 015760 세계 최강 전력 인프라 'KOREA網'을 지키는 파수꾼,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 184,451 63.7 

전기차, 해외전력   7月부터 시행될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IFRS로 다시 하나되는 New 한전號 주목 

발전연료, 스마트그리드 SK 003600 구리/유연탄/LNG 광구가치 부각 및 2차전지와 스마트그리드분야를 주목하자 89,462 30.2 

전력저장장치(ESS)   화력발전 3대 원료관련 子회사 보유, 스마트그리드 시대에도 준비된 Player 

대체에너지, 전력설비 현대중공업 009540 발전플랜트~신재생에너지~전력기기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360,240 19.5 

플랜트   전력기기 통합솔루션 제공, 수직계열화한 태양광 고성장 및 풍력시장 회복 기대 

발전설비, 플랜트 두산중공업 034020 화력~원자력 발전설비의 세계적 강자로 대체에너지와 담수화설비는 덤이다 63,823 11.6 

대체에너지   세계적인 발전기기 전문업체로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 수주 환경 

태양광 OCI 010060 원가경쟁력과 새만금 투자로 폴리실리콘 경쟁에서 2위와 격차를 확대한다 121,156 24.6 

   새만금 P5는 P-Si 독주의 시작, LED용 사파이어잉곳과 금속규소사업도 신규진출 

태양광, 전기차, ESS LG화학 051910 자동차용 배터리 세계 1위 업체로 황금캐기 시작과 함께 태양광도 진출한다 332,681 34.1 

   홀랜드와 오창의 쌍두마차로 자동차용 배터리사업 고성장, 태양광 P-Si사업도 진출 

스마트그리드 포스코ICT 022100 전기/SI/통신분야 노하우를 스마트그리드에 접목하여 선도업체로 부상한다 9,935 0.5 

   제주 Smart Renewable사업 주관사로 성과 주목, POSCO의 해외진출은 모멘텀 

전력케이블, 전력기기 일진전기 103590 전선~중전기 Full 라인업 구축 및 인증획득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노크한다 2,803 2.7 

전력설비   전선에서 중전기까지 Full 라인업 구축, 초고압시장 진출 및 해외진출 본격화 

전력기기, 스마트그리드 누리텔레콤 040160 자체 브랜드로 13개국에 수출한 Global Player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621 0.2 

   AMI분야 Global Player로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의 대표적 수혜株 

전력기기 피에스텍 002230 한전의 스마트미터기 보급확대 수혜주로 자동차부품 자회사 가치도 부각된다 428 1.7 

   전력계량기 및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2010년 한전 스마트미터기 45% 공급 

사이버보안 안철수연구소 053800 스마트그리드사업에서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1,943 3.6 

   스마트그리드,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기간산업으로 보안 중요성 증대 

자료: 각 사, 신한금융투자, 시가총액은 5월 20일 종가 기준임 

 

 

전력 인프라 관심주 12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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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텔레콤 (040160); 전력기기/스마트그리드 

 

자체 브랜드로 13개국에 수출한 Global Player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원격검침(AMR)을 포함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분야에서 'AiMiR'라는 독자 브랜드로 2006년부터 전세계 13개국 52

만호에 AMI를 공급해 온 누리텔레콤은 스웨덴 예테보리市 26.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

AMI 본사업 구축, 2009년 GE와 스마트그리드 사업협력 체결, 2010년 우즈베키스탄 가스

AMI시장 진출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과 일본 현지법인, Embrig 외 10개 판매망, GE/Tyco Electronics/Telecom Italia 등의 글로

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점이 강점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한전 고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제주 실

증단지 한전컨소시엄 참여, LH공사 HEMS(홈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Reference를 확보

하고 있다. 

누리텔레콤이 보유한 AMI(브랜드: AiMiR) 토탈 솔루션 

 

자료: 누리텔레콤, 신한금융투자 

 

AMI 해외매출이 급감(2008년 180억원 2009년 144억원, 2010년 30억원)하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데다 지분법손실과 대손상각으로 2010년에 순이익이 적자전환 했으며 비수기인 1

분기에도 11억원의 영업손실과 함께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

운드가 기대되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전망과 함께 수혜주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AMI사업과 관련 가장 주목하는 시장은 초도물량을 납품한 우즈

베키스탄과 남아공으로 향후 납품물량 확대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누리텔레콤은 

2011년(2012년)에 638억원(750억원)의 매출액을 목표하고 있는데, 제품별로는 AMI국내 

204억원(220억원), AMI해외 157억원(210억원), RFID시스템 120억원(117억원), 시스템관

리솔루션 81억원(95억원), 디지털TRS 50억원(78억원) 등이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누리텔레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PER PBR

(040160) (억원) (%) (억원) (%) (%) (억원) (억원) (원) (%) (배) (배)

2008 594 63.2 45 114.3 7.6 27 22 248 (13.0) 22.3 1.3 

2009 516 (13.1) 43 (4.4) 8.3 17 14 133 (46.4) 41.5 1.3 

2010 467 (9.5) 10 (76.7) 2.1 (16) (10) (91) 적전 - 1.3 

2011E 638 36.5 58 478.3 9.1 n.a 40 312 흑전 17.8 n.a

2012E 750 17.6 75 29.6 10.0 n.a 52 404 29.6 13.7 n.a

자료: 2011~2012년 실적 전망은 회사 가이던스(순이익은 편의상 회사 가이던스 영업이익*0.7로 산출함), 신한금융투자  

AMI분야 Global Player로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의 

대표적 수혜株 

2010년 순이익 적자전환에 

이어 1분기에도 부진,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데이터 수집장치데이터 수집장치Smart MeterSmart Meter 산업용 Modem산업용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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