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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채 목

원자력발천이 천력가격에 며치는 효과 분석

. ‘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전력공급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혁의 소

비용도가 점차 더 총7~활 것으로 전망됩에 따라 전력공급부문이 국민경재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벌챈부문에서 결청되는 전력 

가격은 산업부문의 국재경쟁력 강화， 저소득충보호， 농수산업지원 육성， 국내

물가 안정 동의 정책목표 달생과 함께 국민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이 전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 규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원자력발전의 중가가 전력가격의 하락에 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론

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량화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예측하는 것

이 펼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환경규제 옵직임이 구체화될 경우악 원자력

발전의 역활을 규명하는 것은 천원계획 및 에너지 정책수립 차원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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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이 전력가격에 마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차 하였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계획모형에 의하여 전력공급 모형올 구축하였다. 이러한 전력공급

모형온 수요 변수 및 경재성 변수의 외생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

출의 양적 규제가 전원구성 및 전력공급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활 수 있게 해준다.

- 전력공급 모형올 이용하여 전력공급계획의 기준안올 착성한 후 지준안

올 근거로 원자력발전 투입올 채약할 경우 전력공급부문의 셜비투입 변화률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전력가격에 미치는 효과흘 평균비용변화와 한계비용변

화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자 전력공급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전력가

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는 배출량제약과 딴

소세부과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전력가격은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N. 연구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1. 원자력발전의 투입 기수를 기준안 투입 기수의 1/2로 제한하는 경우

전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안의 경우와 비교활 때 2α)()년에 1.9 원/kWh

(3.4%) 중가하고 2006년에는 3.36 원/kWh (6.3%)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1993년 불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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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올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안의 경우와2. 신규 원자력발전의

2000년에 3.71 원/kWh (6.6%) 증가하고 2α$년에는 8.96 원!kWh비교하여

(17.0%) 중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원자력발전 투입체약하의 분석 결과는 다음 그렴과 갈다.

원자력발전소 부석투입제약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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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는 배출량제약과 탄소세부과 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량올 제약

하는 방법올 선택하였올 때 원자력발전의 추가 투입융 자유화하변 원자력발

전의 투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전력가격(명균

비용에 근거한)에의 상승 효과는 비교척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A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의 효파분석

강규제 약규제

2α)()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2000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정 의 배출량규제를 실시하되 1앞밍 배출량규제를 실시하되 1993

년 수준으로 동결 년 수준으로 풍결

전
명균비용에

력

가 의한 기준안 대비 7.41 원!kWh 기준안 대비 0.52 원!kWh

격 전력가격 (13%) 상송합 (1%) 상숭함
에

(2000년)

미

치

t‘- 한계비용 기준안 대비 12.32원!kWh 기준안 대비 11.64 원/kWh

효
(2002년) (34%) 상숭합 (32%) 상숭

과

2) 기준안의 전원구성올 유지한 채(원자력발전 투업올 고정시킴) 탄소세

를 부과하면 전력시스댐 비용이 급격히 중가하여 전력가격이 큰 폭으로 상숭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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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 이산화탄소세 부과시의 효과분석

고탄소세 저탄소세

부과 세액
C02 톤당 42，300원 C02 툴당 27,073 원

(석한 발전

환산 연료비)
(38.6 원/kWh) (24.7 훤/k뻐)

전
평균비용에력

가 의한 기준안 대비 26.52 원/k빠1 기준안 대비 17.26 원/kWh

격 전력가격 (47%) 상숭 (31%) 상숭

에 (2α)()년)

미

치
한계비용 기준딴 대비 22.72 원!kWh 기준안 대비 14.52 원/kWh'--

"c'

(2002년) (63%) 상숭 (40%) 상송

효

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있어서 한계비용의 상숭 폭이 명균비용의 상숭

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녔는 바 이는 한계비용은 충분 재념올 내포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실시휠 때의 추가 비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이상의 분석 결파를 살펴볼 때 훤자력발전의 추가 투입 여부는 전력가격

의 안정화에 큰 영향올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있어서 판소세를 부과하는 정책보다는 원자력발전의 추가 투입올 고려하는

방안이 평균비용뿔만 아니라 한계비용에 픈거한 전력가격 측면에서도 전력가

격 안정화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협약 퉁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데 이러한 움칙임이 구체화될 경우 전력부푼에 있어서도 구조척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향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의 효융적 배분을 고

려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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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 of Nuclear Power on Electricity Pric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electricity supply secto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With a higher preference for electricity being ex야cted in the future , the

spillover effect of the electricity supply sector on the national economy

will also increase.

Electricity price greatly influences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such

policy targets as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m야titiveness ，

protection of low income level, support of the agriculture and fishe끼es

sector, and stabilization of the general price level. In this regard, it is

very worthwhile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ffect of nuclear power on

electricity price. It has always been true that a higher share of nuclear

power results in a decrease in electricity price. However, the fact has

been rela띠vely neglected and instead, negative as않cts of nuclear power

have been emphasized. Therefore, it is Quite necessary to clarify the

effect in theoretical, systematic, and Quantitative manner.

Furthermore, in the case that international regulation on greenhouse

gas emission becomes effective,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of nuclear

”‘ 9 ‘



power on electricity price will increas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made efforts to quantitatively clarify the effect of nuclear

power on electricity price. The major conten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A linear programming model for the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

is established. By solving the model, this study examines both an optima)

plant mix and change in electric system cost not only due to exogenous

shock on various factors but also regulation on C02 emission.

- An optimal plant mix is suggested by solving the model and this is

called a reference case. Then, attempts are made to look into the change

of reference case by applying constraints on additional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Finally, an analysis is made on how this affects the

electric system cost in terms of both average cost and marginal cost.

- The effect of C02 emission regulation in the electricity supply

sector on the electricity price is examined. In this study, changes in both

average cost and marginal cost of electric system are calculated in case

either quantity regulation on CO2 emission or carbon tax is imposed.

IV. Res띠ts and 암oposal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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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case that a number of total additional new nuclear power

plants are constrained at half of reference case, electricity price increases

by 1.9Won!kWh (3.4%) in 2α)() and by 3.36Won/kWh (6.3%) in 2α)6，

respectively (constant price in 1993).

2. In the case that the electric system expands with no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electricity price increases, compared to reference

case, by 3.7Won/kWh (6.6%) in 2000 and by 8.96WonlkWh 07.0%) in

2006, respectively. Figure 1 summarizes the results.

3. It is assumed that CO2 emission is regulated either by quantity

emitted or carbon tax.

1) In the case that regulation is imposed based on CO2 Quantity

emitted, the share of nude와. power plant in optimal mix increases

drastically compared to the reference case. However,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 in electric system cost is not significant. Table A

summarizes the results.

‘ 11 -



Table A. Effect of Quantity Reg비ation on CO2 Emission
on Electricity Price

Strong Regulation Weak Regulation

Stabilize C02 emission Stabilize C02 emission
Definition 10 the year 2，α)() at the in the year 2α)() at the

level of ·1990 level of 1993

Average Increase by 7.4Won! Increase by O.52Won/

Cost kWh(l3%) compared to kWh(l%) compared to
Effect

(2α)(»
reference case reference case

on
electri
-city

Ma하rgina1pnce Increase by 12.32 WOIν Increase by 11.64 Won!
Cost kWh (34%) compared to kWh(32%) compared to

(2002) reference case reference case

2) In the case that carbon tax is imposed on reference case, electric

system cost increases drastically. The analysis finds that most of the

system cost increment transfers to the increase in electricity price. Table

B summarizes the results.

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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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 Effect of Carbon Tax on Electricity Price

High Rate of Carbon Tax Low Rate of Carbon Tax

Tax Rate
(Fuel cost of 42,300Won/CQz ton 27,073Won/CQz ton

coal (38.6Won!kWh) (24.7 won/kWh)
equivalent)

Average Increase by 26.5Won/ Increase by 17.3Won/

Effect
Cost kWh(47%) compared to kWh(31%) compared to
(2α)()) reference case reference case

on
Electr
-icity

Price Marginal Increase by 22.72WonJ Increase by 14.52Won/
Cost !kWh(63%) compared to !kWh (40%) compared to

(2002) reference case reference case

Analysis of this study concludes that additional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gainst C02 emission regulation greatly contributes to the

stabilization of electricity price. In this regard, when international

regulation on C02 becomes eff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additional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s more advantageous than carbon

tax in tenns of electric system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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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2년 현채 약

43.2%에 달하고1) 있어서 발전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2아)6년까지 1471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셜이 확정

되어 있요며 2)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천망된다. 또한 현재 기후

변화 협약둥 환경에 대한 국채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웅

칙임이 구체화 될 경우 전력산업 및 전원구성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활 전

망이며 이에 따라 전력부문에셔 원자력의 역활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

다.3)

발전부분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에 대한

선호도가 정차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발전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결정되는 전

력가격은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 저소득충보호， 농수산업지원 육성， 국

내불가 안정 풍의 정책목표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었으므로4)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이 전력가격에 미치는 효과흘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 규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원자력발전의 증가가 전력가격의 하락에 큰

1) 한국전력공사， 청영정보쳐， ”경영통계"， 1993, P 47.
2) 상공자훤부， ”장기전력수급계획(‘ 93-2α)6)"， 1993.11
3) 。 환국훤자력연구소，”원자력 청제성분석 연구-환경비용올 충섬으로- ”, KAERI/

RR-I057/91
。 한국훨자력연구소，”원자력 경제성분석 연구"，KAERVRR-1185/92

。 한국훤자력연구소，”원자력 경제성분석 연구-C02배출올 중심으로-”，

KAERI/RR -l잃4193

4) 0 신청식， 전기요금제도 합리화롤 위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갱책방향， 대한전기협회지，

1989.1.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수요판리청책 연구"， 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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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으므로 이률 이론

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량화함으로써 원자력벌전의 미래의 역할올 예측

할 펼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주로 평균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점차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추세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력가격 추정의 근거로 전력시스댐의 평균비용뿐만 아니라 한계비용

에 관하여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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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장

제 1 철 한국의 전력가격 구조

본 론

한국의 전력가격결정은 평균비용의 回收를 목적으로 하는 原價主議를 근

간으로 하며 부분척으로 需要管理料金制度률 적용하고 있다. 전력가격체계

는 용도별로 상이한 데 전력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

용， 농사용， 및 가로둥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주택용， 상업용， 산

업용으로 분류할 수 었으며 각각 서로 다른 가격체계를 적용시키고 있다.5)

주택용 전력가격구조는 저소득총보호와 전력소비절약을 도모할 목적으로

多段階週增科金制를 적용시키고 있다. 업무용 전력가격구조는 상점풍 소규모

로 부터 호텔둥 대형벌링에 이르기 까지 異質的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다단계체증요금제를 적용해 왔으나 1988

년 3훨 21일의 전력요금개편 때 부터는 다단계체충요금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전압별로 적용 요금을 달리하는 전압별 차동요금제룰 실시하고 있다. 전력가

격구조의 형태는 단일 가격체제이며 사용전력의 電壓이 높을 수록 낮윤 요금

올 부과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가격은 國際歸爭力강화를 목척으로 낮은 수준

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전력가격구조는 다단계체감요금체를 척용하고 있고

1977년 12월 부터는 大動力인 塵業用 Z‘에 대하여 最大負혜料金制를 도업하

고 었다. 또한 농수산업의 보조를 위하여 同部門에는 특히 낮은 수준의 전력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5) 。 일반용과 교육용올 합하여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놓사용을 산업용에 포합시키기로 한다.

。 한국의 천혁가격구조에 관하여는 다용 문헌용 참초바랍.

ill 신청식， 천기요금재도 합리화률 위한 개선방안과 새로훈 정책방향， 대한천기협회지，

1989.1.
@ 에너지경쩨연구원， “천력수요환려정책 연구H ， 1없2.5，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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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아 한국의 전력가격은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 저소득충

보호， 전력소비절약， 농수산업지원 육성， 국내불가 안정 둥의 상호배타적인

정책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으며 전력가격의 수준은 명률생산비

용에 근거하는 것올 주류로 하고 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최대부하요금제흘 도

입함으로써 한계비용에 의한 전력가격 결정올 부분척으로 시도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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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력가격결정이론

1. 전력가격결정이론 형성의 역사적 고찰-6)

현재의 전력가격체계는 다단계체감요금제 또는 체중요굽제의 형태가 거

의 전세계에 걸쳐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전력량요금 이외

에도 수용가요금 (demand charge)올 전력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7)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의 효융적인 활용에 주력하는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셜정에 대

한 연구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가격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가격체계에 대한 논의는 1882-1915 년 경에 미국과 영국의 천력기술

자(engineer) 와 전력회사 간부틀(electric utility executives)사이에 광범위하

게 진행되었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오늘날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수용가

요금의 개념이 제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Time- Of-Day 요

금체계를 옹호하는 group도 있었옴을 알 수 있다.8) 이 당시의 전력가격체계

에 대한 논의는 한 마디로 수용가요금 옹호론자와 Time-Of -Day 요금체계

옹호론자와의 논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었다. 전력요융제도에 관하여 가장 먼

저 연구를 착수한 경제학자로는 John Maurice Clark을 틀 수 있다.9) 경제학

자플의 전력가격에 대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의 engineer들과는 내른

6) 본항은 다융 논문율 중심으로 전개환 것으로 분석대상융 미국내로 한정환 것임.

Hausman, W.J. and Neufeld, J.L., "Time-Of-Day Pricing in the US Electric Power
Industry at the Tum of the Century", Rand ‘!oumal of Economics, Vol. 15. No.1.
Spring 1984, pp.1l6-126.

7) 전력량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이며 수용가요금용 전력사용량과는 쭈관하게 전력수

용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8) Time-Of-Day요금체도란 천력요금올 시간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전체천력계롱에

부담올 주는 최대부하시간대에는 전력요급올 높이고 그렇지 않은 경부하시간대예는 전력요

금율 낮추는 요금쩨도이다.

9) Clark, ].M., "Rates for Public U디lites" ， American Economic Review, 1911, pp. 47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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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들은 전력회사의 收益보다는 社會淳生에 더욱더 관심올 갖고 있

었다. 그들은 Time-Of-Day요율제도률 경제학의 限界理論의 테두리안으로

끌어틀여 혜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전력가격와 71 농을， 이미 투자된 비용에

대한 回收機龍보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信號機能올 더욱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2.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 I I)

전통적으로 전력부문의 가격은 전력설비에 투입된 바용올 일정기간동안

에 회수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왔다. 이것은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電

力系統에 소요되는 비용올 기준으로 하는 가격셜정방법으로， 주로 공학자， 재

무담당자， 행정지도자뜰에 의하여 주장되어왔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전력

부운에 투업된 비용올 자체내에서 모두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獨立採算

制와 같은 경영형태룹 이룰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주어진 資源올 效

率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전통

적 가격결정원리는 바로 平均費用에 의한 가격결정이라고 해석활 수 었다.

이러한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셜청올 실시하고 있는 대표척인 나라로서 비국

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은 차원이 풍부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다른 자원빈국에서와 같이 절실하지 않기 때운인 것으로 이해된다.

I헝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려에 따르면 전력가격의 구성올 훌월備費用， 에

너지 費用， 需用者費用 동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고 었다. 설비비용ι

A j" L ‘

10) Wenders, J.T. and Taylor, L.D., “ Experiments in Seasonal Time-of-Day Pricing of
Electricity to Residential c Users, Bell journal of Economics, 7, Autumn 1965, pp. 531-52.

11) 다융 문헌올 참조환 것엄.

Turvey, R. and Anderson, D., Electricity Economic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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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전설비와 판련된 자본비용으로 이는 감가상각법에 의하여 산출되며， 에

너지비용은 주로 연료비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용자버용은 천력의 공급 및

요금수납에 관련되는 행정벼용이라 할 수 었다.

그러므로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는 이려한 세가지 비용올 소비자

틀에게 척절히 부과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구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여기

에서 척절하다는 개념은 소바자틀은 자신이 발생시킨 비용 만큼올 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와같은 목적에 부합하가 위해서는 전력회

사는 소비자의 전력수요형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측 최

대부하(peak-load)에 대하여 각 소비자그룹이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 소비자그룹의 전력소비행태의 파악에 어려움이

었으므로， 수용가의 소비규모에 따라 差等科金을 척용시키는 多段階適減料金

制와 같은 간단한 가격체계를 셜정하고 있다.

즉， 천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는 챔두부하시보다는 버첨두부하시기에

상대척으로 더 많은 전력올 소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러

한 측면을 반영활 수 있는 다단계체감요금체의 도업올 통하여 전통적 가격이

론의 이념에 부용하고 있다.

3.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 12)

일찌 71 경제학자들은 전력부문의 가격결정에 대하여 명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이 資源配分의 效寧性올 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가격결정원리로써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를 주장하여 왔다.

실제로 아러한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는 영국， 프랑스， 스훼댄파

같은 선진자원반국에서 실시되고 었는데， 이와같은 추세는 자원이 풍부한 미

12) Ibid, pp. 9-10. 율 참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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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명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를 여

룬다.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은 전력부문에 투입된 자본올 자체내에서

독립적으로 회수활 수 있으므로 財政的인 측면에서 바랍칙한 면이 었으나，

會計的 費用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차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었다.

즉，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력의 가격설정은 理沒費用(sunk cost)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었으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보변， 사용 또

는 절약되는 실제의 자원아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追加消費分

에 대한 대가로서 이러한 추가소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追加費用과 관련이

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전력 수요가 중가한다면 發電部門이나 送配電部門의 셜비의 추가

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격은 소비증가가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얼종의 信號로서 중요한 역할올 담당한다. 또한 소비자가 첨두부하

시기에 수요를 줄였다면 비용을 절감시키게 되며， 가격이 이러한 비용을 잘

반영하고 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요급의 절약분은 자원의 절약분과 일

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은 사용(절약)된 자원의 가처와 관련이 되어야

만 하고 사용된 차원에 대한 가치의 추정은 未來指向的인 비용의 추정을 요

구하게 된다.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결정 방법은 사용(절약)될 수 있는 자원의

평가를 과거의 상태(저렴하거나 비쌍)로 실시함으로써 過去指向的인 비용의

추정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결점올 갖고 있다. 즉 과거에 차원이 풍부

(부족)하였다변 향상 미래에도 풍부(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비용에

근거한 가격결정원리를 척용시킬 경우에는 과엉투자로 인한 資源、의 浪費를

초래하든지 또는 과소투자로 인환 자원의 缺￡올 초래하체 된다. 포한 과거

에 잘못된 투자가 있었다면 이것이 매몰비용(sunk cost)에 가산됨으로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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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올 감당하게 하는 비효올적인 면이 었

을 수:있다)3)

한편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원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평균비용에 의한

방법에서 短點으로 지적되었던 차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

으나 그 방법에도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지적될 수 있다.

한계버용 가격 결정원리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목척 함수

의 젤정을 룰 수 있는데 그 목적합수는 消費者剩餘와 生塵者顆l餘、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각 개인의 所得分配上의 위치에 무판하게 모든 사회 구

성원들의 限界所得이 동풍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富者와 賞者의 편익에 통

일한 加重f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목척함수를 설정함으로써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은 자원 사용상의 효율성은 달생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적 후

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려되야 할 또 하나의 의사결정기준이 되는 公平

性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공명성의 문제란 전력소비에 참여하는 각 소비

차들의 홈富에 차이가 았으므로 이러한 것올 무시한 일괄적인 가격결정으로

는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올 통한 사회후생

의 변화폭야 어떠하며 과연 아것올 이상적으로 반영하꺼 위한 기준은 무엇인

가에 대하여는 價{直웹l斷이 개입되는 規範 經濟學에 속하는 영역이다.

여상적인 가격 및 투자결청을 위하여는 意思決定 基準으로 재정적인 측

면과 효율성 뿔만 아니라 공평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후

생의 반영올 위하여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판단기준을 대변해주는

13) 과거의 파잉후자로 인해 현재에 초과공급셜버률 보유하고 있다고 가청하자. 이 경우 명율

버용에 근거하여 천혁가격수춘율 산출하면 현재의 가격은 당연혀 높게 책갱해야 환다. 그

러나 가격은 수요올 억제시키거나 천착시키는 기농율 갖고 있기 대문에 높옹 가격의 책정

은 수요롤 억제하여 초과공급 현상올 더욱 가중시키게 휩으로 차원의 버효율척 배분율 야

기시킨다. 반대로 과거의 파소투자로 인해 현재에 초과수요에 직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

균비용에 의한 천려가격 결정은， 낮은 전력가격썰청과 그로언한 천력수요 진작융 룡하여

초과수요 현상을 가중시킬 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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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홈生 핍數의 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에서

전력투자에 대한 가격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평균비용에 근거한 가격결정과 한계비용에 근거한 가격결정올 비

교 요약하면 표 2.ε1과 같다.

표 2.2-1 전력가격 결정이론 비교

평균비용에 의한 한계비용에 의한

자격 결정 가격 결정

정의 총비용/생산량 총비용 중분/생산량 증분

특성 재무조건 충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기투자된 비용의 회수를 소비증가가 비용에 미치는

역활 통한 수입과 비용의 균형 효과를 소비자에게

보장 알려주는 신호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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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전력가격 추정방법

1. 평균비용에 문거한 전력가격 추정방법

실제에 있어서 전력가격은 용도별로 서로 다르며 동일한 용도로 분류된

소비자 그룹 내에서도 천력 소비규모 및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이 부

과되는 것이 얼반척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가격구조도 결국은 전력시

스댐의 총비용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전력가격의 설

정 보다는 평균적인 전력가격 수준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전력가격은 총원가에 적정 이익올 포함시킨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전

력공사의 전력판매단가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런데 총원가는 발전부문뿔만

아니라 총잔과 배전 부푼에서 발생하는 버용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의

미에서 총훤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부문의 비용구조에 대하여도 세

밀한 부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발전부문악 비용변확에 초점을 투고 분석

하였다. 발전부문의 비용변화가 전력가격의 변화룰 잘 셜명할 수 있다면 발

전부분의 비용변화 분석올 통한 전력가격의 변화 추정은 신뢰성올 갖흘 수

있다.

발전부문의 평균비용파 전력가격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9년

-1993년 동안의 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부문의 명균비용과 전력가격파의

추정식 셜정과 추정 결과는 다옴과 같다.

추정식 : ln(PEt) =a + b ln(ACt) + et

여기서 PEt : t기의 전력가격

ACt : t기의 발전부문 명균비용

et : t7) 의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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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 ln(PEt) :::: 0.605 + 0.975 ln(ACt)

(5.00 <12.34)

H2 = 0.92

단， 괄호안의 수치는 t값올 나타낸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살펴 보면 발전부문의 평균비용은 전력가격변화의

훌륭한 셜명변수암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정식의 신뢰도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발전부문의 평균비용 1% 종

가에 대하여 전력가격은 0.98% 중가하는 것윷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발전부문의 비용변확가 전력가격의 변화를 찰 설명하고 있다

는 것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발전부문의 비용변화 분석올 통한 전력

가격 변화추정은 유의성올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부문의 비용은 그 성격상 투자비， 운전유져버 그리고 연료비로 분류

되며 구체적인 크기는 전력공급 모형에 의하여 제공된다. 그런데 총투자비를

년간 평균비용의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연가화하는 과정이 추가

되어야 한다.14)

전력공급모형에서 도출된 연도별 셜비투자규모 및 발전량을 연도별 전력

가격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윤 그렴 2.3-1과 같다.

14) 연가화 계수로는 Capi없1 Recovelγ Factor훌 사용하였으며 Capital Recovery Factor의 값

율 절정하는 인차로는 할인율 8%, 수명기간 30년(원차력)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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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뉴모 빛 발전 량

투자바 운전유지비 연료비

i
!

연도별 펀요수입

연도별 밥전량

연도별 전 력서스템 평균til용

전력가격 결정식

’ ‘

짧:;젖;;휠::，?;쩔,‘η”활? i α평v‘、원.... ";- ..~...~확~??? ?”::

그립 2.3-1 전력가격 산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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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비용 추정방법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셜정에 대한 연구는 Steiner(l957)15) , Hirshleifer

(1958)16)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후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었다17)

이툴 연구는 最大負衝時間帶와 輕뤘힘時間帶의 消費者間에 있어서 효울

척안 가격셜청옵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最大負倚時間帶의 소비자

는 限界運轉費와 限界設備費롤 부담하고 輕負혜時f펌帶의 소비자는 한계운전

비반올 부담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가격결정방법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질적인 발전설비의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 그후 모형을

현실화시켜 Wenders(l976)18)는 이질적인 발전설비의 가정올 도입하여 경부

하시간대의 소비자도 발전젤버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롱올 얻었으

며. Crew and Kleindorfer(976)19)는 수요의 불확실성올 고려하여 Wenders

15) Steiner, P.O., “ Peak Loads and Efficient Pricing", 'J따rterly Journal of Economics, 71 ,
Nov. 1951, PP. 않5-610.

16) Hirschleifer, ]., "Peak Loads and Efficient Pricing: Comment", Qt띠rterly ] oumal of
Economics, 1앞핍， 72(3), pp 451-62.

17) 한계비용에 외한 가격젤갱에 관한 대표척인 논문윤 다옵과 같다.

<D Bailey, E., ’"Peak-load p꺼dng under regulatory constraint", Journal of Political
Ee，αIαny 80, J비y/Aug. 1972.

~ Buchanan, 1.M., "Pe와 loads and efficient pricing: Com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Aug. 1966.

(3) Crew and K1eindorfer, "A note on peak loads and nonumfonn costs", The Economic
Journal, June 1910.

G) Li ttlechild, S.C., "Marginal-cost pricing with joint cost", The Economic Rf1J teω 80,
June, 1970.

<&1 Mohring, H., "The peak load pricing problem with increasing returns and pri디ng

constraints, Amerioon Economic Review 60, Sep. 1970.
(6) Pressman, I., "Peak load p꺼dng"， Bell journal of Econar까cs and Management

Science I, Autumn 1970.
® Turvey, R., "Margin외 costs", Economic journal 79. june 1969.
<S> Turvey, R. and Anderson, D., Electricity Economics, essays and rose studie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η.

18) Wenders, J.T. "Peak Load Pricing in the Electricity Indus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7, Spring 1976, pp. 232-241.

19) Crew, M.A. and Kleindorfer, P.R, "Peak Load Pncing with a Diverse Technology".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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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결론올 도출하였다‘ Wenders의 분석결과는 흔히 경부하시간대의

소비자도 발전얼비비툴 부담해야 한다는 추장에 이롭적 근거롤 제공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Witold Teplits-Sembitsky(992) 20)에 의하연， 이러한

결파는 불끌형상태의 존재로 인한 것이며 균형상태에서는 여전히 단일 기술

하의 분석결과와 통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한계비용에 근거한 가격올 설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정확한 한계비용 수

준융 산훌해야 한다. 한계비용울 산출하기 위한 빙·볍콩은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로 요약할 수 았다.

가. 장기 평균중가 비용(Long-run average incremental cost)21)

장기 평캄중가 비용윤 kWh당 비용으로 표현되며 발전 송전 배전에 소요

되는 총비용을 분석대상기간 동안 고려하여 한계비용을 산출한다. 이 방법에

악한 한계비용의 산출은 다읍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LRAIC=

T
감 (Mt+Ct)(l +찌-(

T
침Et(l +씨 -t

Joumal of Economics, 1976.
20) Witold Teplitz-Sembitzky, Electricity pricing: Conventional vielι and new concepts,

The World Bank, 1992.
2l} R.]. Saunders. ]. J. Watford and p.e. Mann, Alternatiue Concepts of

Marginal Cost Pricing for Public Utility Pricing: Problems and
Appli∞tions in the Water Supply Sector, Staff \Vorking Paper No259, World
Bank, Washington, DC,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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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t는 연칸 운전유지비이고 Ct는 연간 설비비이며 Et는 연간 에너

지 생산량올 나타낸다.

나. Screening curve 방법

이 방법은 전력시스댐의 구조와 구간별 한계비용의 추정에 관하여 손쉽

게 파악할 수 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22)

천력시스탬율 구성하고 있는 발전설비들은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시스댐 비용 최소화흘 목적으로 발전설비틀은 운영되며 그 경

제척 륙성은 각 발전설비의 운영전략에 가장 큰 영향올 미친다. 예를 들어

고정비가 높고 운영비가 저렵한 발전설비는 일년 동안 계속 운전해야 하며

고정비가 저렴하고 운영비가 높은 발전설비는 피크(peak)기간 동안만 운영하

는 것이 전력시스댐비용올최소화하는 운영전략이 될 것이다.

세가지 발전설비 유형요로 구성된 전력시스댐올 가정하고 각 발전설비의

륙성은 표 2.3-1파 갈다고 하자. 표 2.3-1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력시스탬을

묘사하는 screening curve는 그림 2.3-2와 같이 쉽 게 나타낼 수 있으며 hI ,

hz, h'3는 screening curve의 교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hl= (cz - CI)!(Vl - V2), hz= (C3 - CZ)!(V2 - V3) - hI,

hJ:: 8760 - hI - h2 (1)

으로 나타난다. 발전썰비별 운전시칸은 경제적 파라메타에 의하여 t결정됨

올 알 수 었다.

22) 0 Buehring, W.A. and VanKuiken, ].C. "Assessment of long run marginal costs (or
designing elecσicity， ta꺼ffs based on analysis of electric power least cost expansion
programs" 뼈per prepared for the World Bank ’s Meeting of the Energy Planning
Project at the IAEA. Vienna, June 1987.

o P.L. joskow,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marginal cost p꺼dog".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Spring 1976.

o S.H. Streiter and L.T. Mahoney, A Simplirl앉1 Model of Time-of-Day/Seasonal
Pricing, NER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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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발전설비의 경제척 파라메타

꿇魔rrt켠
발전설비의 유형

첨 두 중 간 기 저

운전유지비 (원/kWh) VI V2 Va

연가확된 투자비
Cl C2 C3

(원!kW/년)

주) VI > V2 > V3 , Cl < C2 < C3

훨IWlI변
cl 흩vlh

c3

c3흩v3h

c2

cl
챔두 충간 가져

=&짧~!lf간

그림 2.3-2 투자비와 운전유지비가 발전셜비별 운전시간 결정

hl +

만약 부하지속곡선의 모양과 형태를 알고 었다면 각 발전설비의 최척 최

소비용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년간 최소 총비용(TC)온 모든 발전셜비의 운

전유지비와 투자비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C=CIKl + C2K2 + C31'상 + hlVlKl + (hl+h2)V2K2 + (hl+hz+ha)V3K.a

”-qJ



이와 같은 총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각 발전설비( 첨두， 중간， 기저부하용)

애 대한 장기한계비용을 추정할 수 었다. 여러한 한계비용은 정의상 전력수

요의 약간의 중가분(미래에도 계속 지속됩)에 의하여 야기되는 총비용의 변

화분인 ~(TC)로 표현된다.

lkW의 첨두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전력시스탬 비

용의 중분은 다옴파 같다.

~ (TC)= Cl + hlVl

이 식은 lkW의 수요증가에 따른 한계비용과 통일한 것이다. 이를 kWh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첨부부하용 발전설비의 운전시간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첨두부하에 대한 kWh 단위의 한계비용 = 따11 + VI 원/k빠1

이제 중칸 부하 수요가 lkW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CD기존의 청두부하용 발전

설바률 이용하여 중간부하 수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폰의 청두부하

용 발전설비의 운전시간은 h2시간 만큼 더 중가한다. ~ lkW에 해당하는 중

간부하용 신규발천셜비를 도입하여 hI + hz 시간동안 운전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첨두부하용 발전설비 용량 lkW를 신규 중간부하용 발전설비로 대체한

다.

첫번째 방안에 대한 총비용의 변화분을 살펴 보면， 총비용의 중가분인 4

(TC)는 챔두부하용 발전셜비를 h2 시간동안 운전활 때 발생하는 비용과 일

치할 것이다. 측 ~(TC)= h2VI

두번째 방안에 대한 총비용의 변화분을 살펴 보면， 총비용의 중가분인

6(TC)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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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C2 + (hI + h2) - (C l + hlVl)= h2V2 + C2 

[hl(Vl-V2) + cll

(1)식을 이용하면 대콸호안은 C2와 일치하므로

~(TC)= h2V2

로 나타나서 h2Vl보다 더 작읍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약간의 중간부하 중가를 공급하는 최선의 방안은 중간부하용 발

전셜비를 신규로 도입하여 첨두부하 구간동안 운영하게합과 동시에 첨두부하

구간에도 이 신규 셜비를 운전하여 첨두부하용 발전설비분을 대체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었다.

여상의 중간부하 중가에 대한 한계비용을 kWh단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부하에 대한 kWh 단위의 한계비용 = hzv씨12 = V2 완!kWh (2)

(2)식에는 셜비비와 판련된 비용항복이 없음올 알 수 있는 바 이는 중간

부하용 신규 발전설비가 청두부하용 발전셜비를 대체함으로써 벌생하는 비용

절감(운전 및 투자비)에 의하여 설비비가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즉 C2 = hl(Vl - V2) + Cl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저부하 lkW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총비용의

중가분은 다읍과 같이 나봐난다:

~ (TC)= ~3+，(hl-+:h2+삶)V3-[C2+(hI +l).2)V2]

:= h3V3 + C3 ~ [(hI+h2)(VTV3)+C2l

= h3v3 + C3 - C3

= 11:3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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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저부하에 대한 kWh 단위의 한계비용=. hw쐐1J ='V3 원!kWh

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한계비용은 기처부하용 발전설비의 운전비와 얼치합올 알 수

있는 데 이는 신규 기저부하용 발전설비의 셜비비가 운전비 절감( 더욱 효율

척인 기저부하용 발전설비의 운전올 통한)파 투자비 대체(중간부하용 발천셜

비를 기저부하용 발전설비로 대체합)에 의하여 완전히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은 발전절바의 크기 조정에 충분한 시간이 존채하고 있음올

가정한 것으로 만약 그렇치 않다면 발전설비 대체에 의한 투자비 절감은 실

현될 수 없다. 이상의 부하구간별 장기한계비용은 표 2.3-2와 같이 나타난다.

청두부하

장기한계비용

중간부하

CVhl + VI

기저부하

V2

V3

표 2.3-2 부하구칸별 장기한계비용(원!kWh)

다. 장기 에너지 모형

Screening curve 방법에 의한 한계비용 산출은 비교척 칸편하고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윤 단챔이 제가된다.

。 전력시스탱 분석에 있어서 예비율의 개념을 도업할 수 없다.

。 발전설비의 不可分性을 취급활 수 없으므로 한계비용올 과소 추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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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발전설비의 역활을 묘사할 수 없다.

0 송배전 부분올 고려할 수 없다.

。 발전설비의 기술적 특성 (spinning reserve, 최소부하 제한풍)올 고려할

수 없다.

。 전력시스댐의 신뢰도와 각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Screeining curve 방법의 이러한 단점올 극복하기 워하여 장기

에너지 모형을 이용하여 한계비용올 추정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들

창기에너지 모형온 최척화 모형으로 잠재가격이 실체의 한계비용올 나타낸다

논 접을 이용한다.정)

본 연구에서는 선형계획 최적화 방법에 의하여 재발된 모형올 이용하여

각 부하구간별 한계비용올 산출하도록 하였다.

부하구간별 한계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우선 부하지촉곡션의 모양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5단계로 구성되는 선형 부하지속곡선올 설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양과 형태는 그립 2.3-3과 같다. 그런데 각 부하구간별 잠재가

격 (dual p꺼ce)은 원!kW의 단위로 산출되므로 이를 원/kWh 단위로 변환해야

한다. 원/kW 의 단위로 측정하면 부하지속 구간의 폭이 넓윤 부하구간의 잠

재가격(dual p퍼ce)이 더 높은 값을 갖게된다. 그런데 원/kWh 단위로 측정하

면 첨두부하의 dual price가 가장 높고 기저부하의 잠재가격(dual price)이 가

23) 0 B. Biet, G. Castelli, F. Mazzetto and G. Riva, Manual on Design and Assessment of
Integrated Fann energy Systems(SIENA), PEUR Technical Series 6, FAO, 1988. __

o Buehring, W.A. and VanKuiken, J,C. "Assessment of long run marginal costs for
designing electricity, tariκ's based on analysis of electric power least cost expansion
programs" paper prepared for the World Bank ’s Meeting of the Energy Planning
Project at the IAEA, Vienna, June 1987.

o McKecknie, Application of WASP by World Bank in Preparing Electricity Pricmg
and Investment Strategy, Power and Energy Development Division,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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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값올 갖도록 된다. 원!kW 단위로 표시된 첫번째 부하구칸의

dual price가 DPl이고 그 부하지속 구간의 쪽이 BANDl( 부하지속 팍선악 부

하지속 시간은 1로 normalize 되었음)이라면， DPl 원!kW는 다음과 같은 과

정올 통하여 원/kWh 단위로 변환된다.24)

월LkW

DPl

월4핀뇨

DPJ(BANDl x 8760시간)

24) 다용 품헌융 참조하였옵.

H.D. Sherali, A.L. Soyster. F.H‘ Murphy, S. Sen, "Linear programming based
analysis of marginal cost pricing in electric utility capacity expansion",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1, 1982, PP. 349-않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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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제 4 절 전력공급 모형설정

1. 도 입

전원계획의 수렵에 았어서 경제적 최적화한 일반척으로 수학적 모형율

이용하고 있는데 수학척 모형의 구성온 비용 최소화 앨고리즘야 그 근간올

이루고 - 있다. 비용최소화 앨고리즘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적계획법(Dynamic

Progr와nming)과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계획은 통적계획법올 최적화 앨고려즘으로 사용하고 있

는 WASP올 주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지구차원에서 환경규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마침내 기후변화협약이 1잃4년 3월 21올 기해서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애 환경오염뿔질의 배출량규제에

노출될 가놓성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었다. 기후변화협약에

서는 아직 이산화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분명한 규제 방침올 정해 놓고 있지

는 않은 장태이지만 OECD국가틀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히 시행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OECD국가에의 진입올 계획하고 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 규제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다방면에서 요

구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부문의 규모도 커지면서 국민경제에서 발전부문

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부문의 환경오염 배출물

질의 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전력생산과

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쩌1 약올 고려해야활 펼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기폰의 전원계획에서 이용하였던 WASP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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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계획법의 최적화 앨고리즘에 곤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적인 측

면에서의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고려하기 어려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앨고려즘으로 선형계획법올 사용하는 전원

계획모형올 개발함으로써 환경규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도룩 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기존의 WASP모형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써 그 사용의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원계획모형의 용도는 전원개발계획， 이산화탄소의

배출제약하의 전원구성 이산화탄소 배출의 한계비용분석 둥이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정)

。 선형계획기법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며 선형계획기법의 앨고리즘

은 LINGO프로그랩올 이용함.

。 발전설비의 不可分性올 고려하기 위하여 Integer program올 구현하여 각

발전설비의 투입은 사전에 발전원별로 주어진 설비용량올 단위로 결정되

도록함.

0 환경오염 배출불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체약올 가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천원계획모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의 신규투입 여부

가 전원구성 및 전력시스댐 비용에 미치는 효과룹 분석하고 나아가 전력가격

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입력자료를 공급하도록 한다.

2. 모형의 개요 및 구성

25) 본 모형은 LINGO프로그램율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입력자료는 LOTUS 123를 이용하여

작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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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올 통하여 도출되는 변수는 근본적으로는 연도별/전웬별 발천설

비용량과 발전량이다. 뿔론 버용최소화 과정에서는 총비용의 크기가 도출되

며 각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dual value7} 산출된다. 그런데 발전설비용량은

不可分性의 특정이 었으므로 연속척안 숫자로 도출되어서는 실제적인 현실과

괴리가 있게 되며 따라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

설비의 不可分性올 고려하기 위하여 Integer program을 구현하였으며 각 발

전설비의 투입은 사전에 발전훤별로 주어진 셜벼용량올 71본단위로 결정되도

록 함으로써 실제 상황과 부합되도록 하였다. 모형에 대한 셜명에 있어서 야

해롤 돕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랩 list롤 부록에 첨부하였다.

가. 목척함수

목척합수로는 분석대상기간동안에 투입될 모든 발전셜비의 건셜비， 운전

유지바， 연료비를 활인하여 합한 것으로 하였다

(1) 건셜비

Min I: C)(J

여기에서 Cj는 발전설비 j의 할인환 건설 ul 이며 단위는 천원/MW이다.

xi는 각 발전양식의 젤비용량(MW)이다. 이러한 목적함수는 end effect를 고

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결파는 왜곡될 소지를 갖고 있다. 계획총료기간

동안만의 수요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종화기간 이후의 전력수요는 0여

라는 매우 비현실척인 가정올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계획종료기간

이 가까울 수록 자본집약척인 발전설비 즉 초기투자비가 많고 운전유지비가

적은 발전설벼의 투입은 과소평가 된다. 본 모행에서는 계획종료이후의 전력

수요는 계획종료 마지막 년도의 전력수요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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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계획종료기간 이후의 잔폰가치(salvage value)를 고려하였다.

어떤 발전설비의 건설단가(총건젤비를 설비용량으로 나눈 값)롤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률 연간 건셜단가로 균둥 분활한 후 이률 다시 건셜단가로

환원하는 방법올 사용하였다. 건셜단가로 환원할 때 계획종료기간 까지와 연

간 건설단가만올 대상으로 환다. 물론 어떤 발전설비의 수명이 계획종료기간

안에 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의 연간 건설탄가만올 고려해야 하므로，

연간 건셜탄가를 건설단가로 환원한 결과는 원래의 건셜단가와 동일한 값올

갖게 된다(이 경우에는 end effect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그러나 계획종료기

간 이후에 잔여 수명기간이 납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간 건설단가분

은 건셜단가로 환원되지 않음으로써 salvage value를 고려하게 됨다.

CRFLTj를 어떤 발전설비의 수명기간동안의 capital recovery factor라고

하고 CRFETj를 어떤 발전설비의 계획종료기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capital recovery factor 라고 하면 위의 건셜비에 대한 목적합수는 다옴과 같

이 수정된다.

Min. ~C;XjXCRFLT/CRFETj

이와 같은 end effect의 수정방법은 계획기간 종료이후의 전력수요가 계

획기간 마지막 년도와 동일한 수준올 유지한다는 것올 가정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는 계획기간종료 이후의 전력수요의 크기는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오차가 폰재할 수 었다*

(2) 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는 발전설비 한 단위툴 1개월 동안 운전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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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계산되어 단위는 천원자(w-月로 표현되고 모든 대상발천셜버의 운천

유지버는 입력단계에서 기준시점으로 할언하여 업력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어떤 발전설비의 운전유지비는 그 발전설비가 투입되는 시접에 모두 발생하

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운전유지비는 정의상 기갇당 버용(예를 틀면

연간비용)의 성격올 갖고 있으므로 이를 투입시점의 비용으로 할인하여 합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떤 발전설비의 계획종료기칸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capital recovery factor의 역수를 산출하여 기간당 운천유지비(천원자{W‘

月)에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발전설비 중에서는 계획종료기간 이

내에 폐지되는 발전젤비가 었으므로 운전유지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어떤 발전쩔비가 계획종료기간 이내에 폐지되기로 겨}획

되어 있’다면，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비는 다음과 같은 푸 단계로 계산되도

록 하였다.

1단계 : 계획종료기간 까지의 기간당 운전유지비를 투입시점으로 할인하

여 합한다.

2단계 : 1단계에서 산출된 운전유지버에는 폐지용량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빼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왜지되는 시첨부터 계

획종료서점까지의 기간당 운전유지비를 빠져시접으로 활언하여 합한 후 이를

l단계악 산출 결파로부터 빼 주도록 한다.

이상의 결파를 요약하면 운전유지비 항목윤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Min ~(OMCOSTj~ 121CREET) - I:~(EXJi，j x OM~O$TjX 121EX/CRFi )

단， OMCOSTJ ; j종류 발전셜비의 운전유지비(천원까(w-月)로서 기준

년도로 할인휠 수치

EXJ,J : i기간에 있어서 j발전설비의 폐지용량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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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JCRFj : 발전설비가 폐지되는 i시점으로부터 계획종료시점까지

의 가간에 해당하는 capit허 recoveη factor

CRFETj : 어떤 발전썰비의 계획종료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capital recovery factor

12 : 운전유지비를 천원/KW-月로부터 천원IKW-年으로 바꿔주는

계수

(3) 연료비

Min. ~~횡(윈 i X Vj ,i. b X q i , bl (l +Dα ’)

여기서 Fi， i는 발전셜버 j의 i년도에 있어서 할인되지 않은 연료비(원

/MWh)이고， DG는 할인용， Uj ，i ，b는 i년도에 있어서 부하지속곡선상의 수요구

간 b에서의 발전셜비 j의 출력 (MW)을 나타낸다. 족 Uj ，i ，b는 발전설비 j의 운

전계획올 나타내는 것이다. 포한 qi，b는 i년도에 있어서 각 부하구칸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4) 목적함수

이상의 복적합수의 구성항목올 종합하변 본 모형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M쩌. 힐(CjXjXCRFLT/CRFET j)

+ L(OMCOSTj x 121CRFETj) - ~ "Z{EXJi.j x OMCOSTj x 12/EX/CRFi)

+ 횡￥￥(진.i × 다 i.b X qi.b/(l +D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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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약조건

본 모형에서의 제약조건은 수요제약조건， 발전셜비제약조건， 기존 발전설

비 제약조건， 예비올 제약조건， 수력발전량 제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약초

건 둥으로 구성된다.

(1) 수요 제약조건

쏠lα i. b 능 Qi.~모든 i와 b에 대하여)

여거에서 Uj ，i，b는 i년도에 있어서 부하지속곡선상의 수요구간 b에서의 발

전셜버 j의 출력올 나타내며. Qi，b는 i년도에 있어서 각 부하구간의 수요수준

윷 나타낸다. 즉 수요제약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년도와 부하지속곡선의

모든 구간에 있어서 모든 설비의 운천출혁의 크기가 전력수요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발전젤비별 출력제약조건

U),i,b s Aj,i Xl모든 j , i , b에 대하여)

여기에서 Aj，i는 i년도에 있어서 발전얼버 j의 가동률이다. 즉 발천셜비

제약조건이 의미하논 바는， 발전설비의 운전출력의 크기는 가동률을 고려한

순설비용량올 초과활 수 없다는 것이다.

(3) 기존 발전설비 제약조건

X j =헐 (j = 1, ... ,21)

기폰 발전설비률 217~로 분류하고 셜비용량은 주어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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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율 제약조건

~Xj 늘 Q i,l, X(l +m)(모든 t와 b=H최대수요)에 대하여)

여기에서 m은 예비용올 나타낸다. 예비윷 제약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어

떤 년도에 있어서 총발전설비용량의 크기는 최대수요에 부가하여 예바율만큼

더 켜야 한다.

(5) 수력발전 제약조건

E￥Lj찍 LbXqib s κ(모든 i에 대하여)

여기에서 Hi는 i 년도에 있어서 최대가능 수력발전량을 나타내며 Lj은 빡

터로서 그 값이 1이면 수력발전을 나타내고 0이면 수력이외의 발전설비를 나

타낸다. 따라서 수력발전 제약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년도에 있어서 수

력발전량윤 수력발전설비 뿐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수량차원(water

resources)에 의해서도 제한 받는다는 것이다.

(6)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약조건

할횡 cαCFi × [l;i, i bX qi.b s cαi(모든 i에 대하여}

여기에서 C02CFj는 발전설비 j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발전량당)이고

C02i는 i년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배출 상한올 나타낸다. 이 제약조건윤 매

년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상한올 초과활 수 없

다는 것올 의미한다.

(7) 기타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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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제약조건이외에도 기확정된 발전소혜지계획과 현재 건셜중

에 있는 투업이 확정된 발전소를 반영하기 위한 제약조건여 추가된다.

3. 변수 구조의 설명

결정변수는 발전설비용량 (X)과 운전출력 (Ujtb)이다.

• 발전설비와 투압 년도와의 관계

Xl - X21 : 1992연말 현재의 젤비

X22 - X28 : 1993-4년에 투입될 발전젤비

X29 - X35 : 1995-6년에 투입될 발전철비

X36 - X42 : 1997-8년애 투입될 발전설비

X43 - X49 : 1않웠-2αm년에 투입될 발전젤비

X50 - X56 : 2001-2년에 투입될 발전셜비

X57 - X63 : 2003-4년에 투입될 발전설비

X64 - X70 : 2005-6년에 투입될 발전설비

본 모형의 운용에 있어서는 신규발전설비의 경우 유연판， 경수로， 중

수로， LNG의 4총류만올 고려하였기 때문에 기간 별로 3개의 발전설비는 실

제산출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 변수는 X26, X27, X28, X33, X34,

X35, X40, X41 , X42, X47, X48, X49, X54, X55, X56, X61 , X62, X63,

X68, X69, X70 안데 이 변수를 이용하면 실제로는 7개의 발전절비총류를 셜

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본 연구에서는 이졸 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에

이미 확정환 발전소투입올 반영하도록 하였옴) .

• 변수의 개수 빛 규모

X변수의 개수는 70j헤이며 U변수의 개수는 2，450개 (7 x 70 x 5)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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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변수의 개수는 2，5207H 이다. 한편 제약식의 총 개수는 2，5277H 아며 이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수요제약조건:35개( 7 x 5)

- 발전설비별 출력제약조건: 2，450개

- 기존 발전설비 제약조건: 217H

- 예비율 제약조건:7개

- 수력발전량 제약조건: 7개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약조건:7개

4. 입력변수

모형의 개요 및 설명 항에서 입력변수에 대한 설명올 이미 하였으므로

본 항에서는 구체적인 sample program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자료

의 입력은 LOTUS에서 Range Name Create로 변수명을 생성하고 범위와 수

치를 입력시킴으로써 하나악 file(PLANDATA.WKl)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

작된다. Lll따O프로그랩 file에서는 프로그랩부푼과 데이터(LOTUS 짚Ie)를

읽어 틀이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었다.

표 2.4-1 일반적 가정

향 -& 적 용 치

가격의 기준년도 1994년 1월

할인의 기준시점 1994년 1월

비용의 지출시점 각년도의 말(12월)

할 인 옳 8%/년

분석 대상기간 1없4년 - 21α%년

원 자 력 30년

수명기간
유연탄화력 30년

LNG C/C 20년

-tk「 력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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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발전소별 주요 기술특성자료

용량 。I용륨
C02 계수

구 분 발전소名 변수명 (ton!(Gross-MWe) (%)
MWh)

고리1/2 Xl 1,237 84.5 0
원자력 고려3/4，영광1/2，울진1/2 X2 5.700 84.5 0

월성1 X3 679 86.8 0

복합화력
영월， 군산 X4 앉)() 26.8 0.3333

기 울산 X5 160 26.8 0.3잃3

내연력 1님-‘t연잉 경~ X6 388 16.9 0.3333
울산1/2/3 ， 부산3/4 ， X7 1，많8 70.2 0.6640

존
영남1/2 ， 서울4/5

。il화력
올산4/5/6 X8 1,200 70.2 0.6640
여수1/2 Xg 500 70.2 0.6640

발
경언 XlO 325 70.2 0.6640

“
제주 XII 40 70.2 O.앉340

무연탄 부산1/2，영동1/2，군산 X12 530 67.8 0.8492
영월1/2 XI3 100 67.8 0.8492

전 화력 서천1/2 X14 400 67.8 0.8492
유연탄 삼천포1/2 X15 1.120 81.9 0.8492

보령 1/2 XI6 1，α)() 81.9 0.8492
-까4、. 화력 호남1/2 Xl7 닮O 81.9 0.8492

인천1/2/3/4 XI8 1,150 62.8 0.3333
LNG ‘ i명택 1/2/314 X19 1,400 62.8 0.3333

서인천 안양，분당，평택 X20 2,947 62.8 O.잃33
}《i| 려「 일반수력+양수 X21 2,498 22.4 0

신 유연탄 X22,X29'" 5OO/UNIT 81.9 0.8492

규 경수로 X23,X30'" l,OOO/UNIT 84.5 o
처1.，.;. 중수로 X24,X31'" 70αI1JNIT 86.8 0

LNG - X25,X32'" 400/UNIT 62.8 0.3333

참 고 자 료 '93 경영통계 L‘B 계수
주)C02 계수에서 사용한 Heat Rate는 ’93.7 전원계획자료에서 인용하였음.

‘ 산출예) 유연탄의 COz계수 : 4.32(ton!TOE) * 2,123(KcaI!l‘Wh)
I 0.08*107

) (KcaVTOE) / 103

= O.8492(tonI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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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비용항목별 입력자료(’94.1 불변가격 기준)

건셜단가 운전유지비 연 료 비

구 분 변수명 (천원/ (천완/
10W/Gcal Kcal/l‘Wh 원싸WhG-Kw) Kw-月)

Xl 0 2.91 164.2 2,500 4.10
원자력 X2 0 2.72 164.2 2,442 4.01

X3 0 3.90 71.3 2,852 2.03

복합화력
X4 o 0.62 1,459 2,261 32.99
X5 o 0.62 1,459 2,521 36.78기

내연력 X6 0 1.40 1,459 2,232 32.56
X7 0 1.32 911.7 2.364 21.55

존 X8 0 0.65 911.7 2,188 19.95
Oil화혁 X9 o 0.94 911.7 2，잃3 21.73

X10 0 0.19 911.7 2，잃8 21.41

발 Xll 0 11.64 911.7 3,077 28.05

무연탄 X12 0 4.62 1,155.5 2,825 32.64
X13 0 5.52 1,155.5 3，똥4 37.60

전
화력 X14 0 3.71 1,155.5 2,526 29.19

유연탄 XIS 0 1.21 603.6 2,220 13.40
X16 0 1.25 603.6 2,226 13.44

화력 Xl7 0 1.47 603.6 2，잃O 14.37
-까」、- XI8 0 1.08 1,706 2，잃4 39.82

LNG X19 0 0.72 1,706 2,300 39.24
X20 0 1.38 1,706 2,941 50.17

수 력 X21 0 0.05 - 0

신 유연탈 X22.X29··· 892 3.316 603.6 2,123 12.81
’

규 경수로 X23.X30"· 1,373 3.722 164.2 2,498 4.10
’

~져- 중수로 X24.X31"· 1,532 4.많3 71.3 2,774 1.98,

원 LNG X25.X32·" 516 1.379 1,706 1,773 30.25,
- 발열량단가는 ’93.7전원계협자료

참고자료 - ’93 경영통계 - H.R는 WASP입 력자료(기존발전소)

’93 ‘7 천원계획자료(신규발전소)

위에 표시된 건셜단，가 및 운전유자비는 ’94년 1월의 가격으로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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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투입되는 발전소의 건셜단가는 1994년 1월의 가격으로 할인된 버용올

건설탄가로 입력하였다. 운전유지비의 경우는 발전소 투입 년도에 2006년까

지의 비용이 일팔적으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 71잔별 0= 1"',7) 업 력자료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올 7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l년

을 1기간으로 하면 변수 및 제약식의 수가 상당히 중가하기 때운에 이를 피

하기 위해 2년을 171간으로 셜정하였기 때문이다.

잃tt 예비율 수력발전량 최대수요 C02규제량
폐지발전소의

O&M 비용
(%) (GWh) (MW) ’90년실적(톤)

차감 CRF

기간1 (1994년) 18 7,150 24,463 제한 없음 0.1265

기간2 (1996년} 18 7,670 28.501 채한 없음 0.1401

기간'3 (1998년) 18 7,867 32,426 제한 없음 0.1601

기간4 (2(빼년) 18 8,467 35.656 32,672,942 0.1921

기깐5 (2002년) 18 8,997 38.932 32,672,942 0.2505

기간6 (2004년) 18 9,437 42,211 32,672,942 0.3880

기간7 (2006년) 18 9.877 45，않3 32,672,942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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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부하지속곡선의 각 구간별 폭 - 1년(8760서깐)올 1로함 >

강강루f 1구간의 폭 2구간의 폭 3구간의 폭 4구간의 폭 5구간의 폭

기간1 0994년) 0.075 0.225 0.305 0.275 0.120

기간2 0996년) 0.080 0.225 0.305 0.275 0.115

기칸3 (1998년) 0.080 0.225 0.305 0.275 0.115

거간4 (2αm년) 0.080 0.225 0.305 0.275 0.115

기간5 (2002년) 0.080 0.225 0.310 0.275 0.110

기간6 (2004년) 0.080 0.225 0.305 0.275 0.115

기간7 (21α)6년) 0.075 0.225 0.305 0.275 0.120

< 선형 부하지속곡선의 구간별 높이 - 최대수요(peak demand)를 1로합 >

앉￡t 1구간의 2구간의 3구간의 4구간의 5구간의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기간1 0994년) 1.α)() 0.869 0‘738 O.얹B 0.477

기간2 (1996년) 1.α)() 0.869 0.739 0.608 0.477

기갇3 (1998년) 1.어O 0.869 0.738 0.608 0.477

기간4 (2C뼈년) 1.αm 0.869 0.739 O.앉잉 0.477

기간5 (2002년) 1.αR 0.869 0.738 O.앉)8 0.477

기간6 (2004년) 1.αm 0.869 0.738 0.608 0.477

기간7 (2α%년) 1.000 0.869 0.738 O.앉B 0.477

주) 선형 부하지속곡선의 모양은 WASP의 LOADSYS 모률에서의 5차다항식

업력 계수률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를 위한 program은 “이한명 (1989)"

융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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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A-4 ’ 변수의 설명

권숨폰것
변수의

변수의 설명

범위

XJ(j) j=1,70
각발전설비의 용량(MW)

(SCALE 변수로 조정된 것임)

결청변수

UJTB(i,j,k)
i=1,7 j=l,70 부하지속곡선에서 각 발전설비의

k=1.5 운전출력 (MW)

SXJ(j) j=1,70 발전소별 Gross용량(MW)

Fl(j) j=1,70 발전소별 건셜단가(천원싸We)

VJ(j) j=l,70 연료비(원/kWh)

OMCOST(j) j=l,70 운전유지비(1994.1로 할인됨)

A(j) j=1,70 가동률(fraction)

CPF{j) j=l,70 이용률({rae디on)
4

SCALE(j) j=l,70 용량투업조정계수

‘ FADD(j) j=l,70 기확정투입기수

수력발전소 표시 기능(0 혹은 1)COUNT(j) j=l,70

LIMIT(j) j=1,70 발전소별 최대투입기수

입력변수
C02CF(j) j=1,70 이산화탄소 배출계수(톤/!VIWh)

CRFLT(j) j=1,70 수명기간동안의 CRF

CRFET(j) j=1,70 투입시점부터 2006년까지 CRF

EXj(i,j) i=1 ,7 j=l,70 폐지발전소의 용량(MW)

M(i) i=l,7 최소 설비예비율(fraction)

H(i) i=l ,7 수력발전량 상환(GWh)

PEAK(i) i=1.7 최대수요(MW),
C02(i) i=1,7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CQz ton)

EXjCRF(i) i=1,7 폐지발전소의 2α)6년까지 CRF

De(D i=1.7 기간별 할인올(£rae디on),

BANDO,k) i=1,7 k==l ,5 부하지속곡선의 부하구간별 폭

DTB(i,k) i=1,7 k==l ,5 부하지속곡선의 부하구간별 높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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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LOTUS 따일(PLANDATA.WKl)에서의 셀의 주소 및 입력방법

구 분 변 수 명 셀의 주소 변수값의 의미

- B5 할인의 기준시점(연초)

일반자료
- B6 활인율

- B7 분석대상기간의 최종년도

- CI0..C16 zf 발전타입별 수명기간

- DI0..D13 단위기 Gross 용량
- E10..E13 건젤단가(천원/kWe)

- FIO..F13 발열량단가(10원/GcaD

- GI0..G13 열소버율 (Kc외!kWh)

신규발전소 - H10..H13 연료비(원!kWh)

- 110..113 운전유지비(기준년도 가격)

MI0..M13 가동률

- NI0..N13 이용풀
. 510..513 이산화탄소 배출계수(ton!MWh)

SXJ D24..D44 발전소별 Gross용량

FJ E24..E44 발전소별 건셜단가(천원/kWe)

VJ H24..H44 연료비(원/kWh)

기존발전소
OMCOST 124..144 운천유지비(기준년도 가격)

A M24..M44 가동률

CPF N24..N44 이용률

SCALE 。24..044 1로 입력

C02CF 524..544 여산화탄소 배출계수(ton!MWh)

FADD P24..P93 가확청투입기수

COUNT Q24..Q93 수력발전소 표시 기능(0 혹은 1)
LIMIT R24..R93 발전소별 최대투입기수

CRFLT τ'24..T93 수명기간동안의 CRF
CRFET U24..U93 투입시점부터 2C뼈년까지 CRF

기간변수 EXj B97..B5103 폐지발전소의 용량

및
M B107..B113 최소 셜비예비율

H CI07..Cl13 수력발전량 상한(GWh)

모든발전소 PEAK DI07..D113 최대수요(MW)

C02 EI07..E113 이산화판소 배출량 상한

EXJCRF FI07..F1l3 폐지발전소의 2α)6년까지 CRF
DC HI07..H113 기간별 할인율

BAND JI07..N113 부하지속곡선의 부하구간별 폭

DTB Q107..Ul13 부하지속곡선의 부하구간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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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파일에서 경제척인 자료나 기술적인 특성자료를 입력사카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젤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얘우 편리하다. 기폰발전소의

비용/거술척 자료는 직접척으로 입력시키도록 되어 았으며 신규발전소의 자

료는 따일의 맨 윗부분에만 입력시키면 각 기간 별로 자료가 변환되어 자동

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었다. 단 신규발전소의 7개 타입중 끝의 3개 타압윤

미래에 이미 확정된 발전소투입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효의

입력방법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LINGO 프로그램에서는 범위명으로 풍록

되어 있는 젤의 내용만 읽어를이기 때문에 신규발전소에서 압력되는 셀의 내

용은 자동적으로 수정/계산된 내용올 지정하고 있는 범위명의 젤의 값올 통

해 반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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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증분석의 결과

1. 분석의 개요

전력가격올 구성하고 있는 부문척 비용요소를 보면 발전부문과 송배전부

문， 영업부문， 영업외 부문 둥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이 주축이 되어 었다.

이중에서 장기전원계획의 초점이 되는 발전부문띄 비용온 전력부문 경제성평

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전력시스댐은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동 여러가지 에너지원의 적철한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시스햄의 구성형태에 따라 .투자비， 연료버의

소요규모가 다르게 되고 이는 전력가격결정에 직접척으로 영향을 피치게 된

다.

본 분석에서는 기술/경제적 변수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에

근거한 천력공급계획올 수렵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도출된 천력공급

계획올- 기준으로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전력공급계획 및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올 통해 원자력의 역할올 평가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가 없융 겸우 전력시스댐내에서의 훤자력의 역할올 정량척으로 분석하였다.

전력가격비교를 통한 원자력의 역할훈석은 그렴 2.5-1과 같은 절차에 의

해 수행되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전력선형계획모형은 제4절에서 설명한

LINGO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축되었으며 LOTUS와 회귀모형을 이용한 전력

가격셜정모형도 이미 설명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평가의 기본적 틀은，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도출흰

각각의 전력공급계획에 대해 전력시스댐 명균비용파 한계비용올 연도별로 산

출함으로써 전력가격결정방법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대안별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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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구성

본 분석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도출된 ztzt의 천원공급계획올 가지고 있

으며 모든 대안은 기준안에 대한 외생적 요인의 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력시스댐에서 원자력의 역할올 명가하기 위해 사용한 명

가척도는 발전애 소요된 총비용과 발전량의 관계률 이용하여 평균비용 및 환

계바용이 변화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훤자력의 기여도를 판단하가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도출된 기준안의 전왼투입계획에서 원자력의 투입이 제한되어 타

발전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용상숭정도롤 측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체산화탄소 배출량규제(강규제，약규제)가 실시될 경우에 있어서

이미 계획된 전력시스댐의 전원구성올 원자력중심으로 유도하는(탄소세률 부

파하지 않음) 방안과 판소셰률 부과하는 방안의 전력가격변화를 비교함으로

써 전력시스댐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대상으로한 대안의 종류와 평균비용 및 한계비용올 산출한

것올 .요약하면 표 2.5-1과 같다.

표 2:5-1 분석된 대안의 종류

분석 방법
구분 분류단계 l 분류단계 2 분류단계 3

i ‘ 1 명균바용 한계비용

제 약 없 옴 o o

71 강규제 배출량제약 o o

준 이산화탄소
0990년 수준) 탄소세부과 o o

안 배출규쩨
약규제 배출량제약 。 o

0993년 수준) ‘ ’;
도/ 시 한소세부과. o i' 0

출
원차력투입 기춘안의 1/2 o ×
제한 신규투입율 고려하치 않용

. - .
‘o ×

주) 0는 비용불석이 수행된 경우률‘ 의피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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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결과

가. 기준안

앞에서 이미 셜명흰 경제/기술척 입력자료와 LINGO프로그랭올 이용하여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원투입계획올 도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외생적

규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신규로 투입되는 천원별 기수를 중심으로 기준안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5-2와 같다.

표 2.5-2 기준안의 결과

분
신규발전소 투입(기) (원/kWh)

구
석탄화력 경수로 중수로 LNG 평균비용 한계비용 전력가격

1뽀4년 5 0 0 4 34.31 - 57.52

1않)6년 2 2 0 34.09 57 .16

1998년 7 1 2 0 33.밍 - 56.19

2α)()년 2 1 1 33.40 38.13 56.03

2002년 1 3 0 0 32.95 36.04 55.29

2004년 0 5 0 0 32.22 - 54.10

2α}5년 0 6 3 0 31.63 - 53.13

총 계 17 18 6 6 - - -
주) 전력가격은 평균비용에 의한 전력가격산출꼴 의마함.

나. 원자력투업 체약하의 분석

여기에서는 비용최소화원칙에 따른 최척 전원계획의 기준안을 기초로 하

여 훤자력발전소의 신규투입이 제한될 경우 전력시스햄에 미치는 영향(전원

별 투입 및 발전원가)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저부하용인 원자력발전여 공급 불가능할 경우 추가적 투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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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은 LNG화력으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이며 기준

안에서의 투입이 확청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석탄화력

의 추가투입은 고정시키고 LNG화력만을 투입 가능하도록(투업기수의 상한이

없음) 하였으며 이로 인환 명균비용의 상숭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녔다.

다만 다음 철에서 다루어질 이산화탐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조건온 없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채한 요인올 감안하면 비용상숭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훤자력발전소 투입제약에 대한 시나리오는 두가지로 나뒤어지는데 첫번

째는 신규원전투입기수를 기준안의 “1/2"로 체한활 경우이며 두번째는 신규

원전투입올 전연 허용하지 않는 경우 퉁으로 젤정하였다.

1) 기준안 투입기수의 “1/2"

원자력발전소의 투입을 기준안의 “1/2"로 제한할 경우 전력시스댐의 구

성 빛 비용에 관련된 효과를 요약하면 표 2.5-3과 같다.

표 2.5-3 “1/2" 원자력투입안의 결과

신규벌천소 투입(기} (원/kWh)
구 분

석탄화력 경수로 중수로 L~G 평균비용 전력가격

1994년 5 0 0 4 34.31 57.52

1996년 2 1 0 2 34.66 58.00

1998년 7 1 4 34.17 57.29

2α)()년 2 0 0 3 34.62 58.02

2002년 1 0 4 34.71 58.17

2004년 0 3 0 6 34.27 57.뼈

2α)6년 0 3 2 4 33.68 56.49

총 계 17 9 3 29 .

주) 전력가격운 평균비용에 의한 전력가격산출올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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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의 투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기준안

에 비해 전력가격이 2(뼈년에는 1.99 원!kWh( "'3.6%), 2006년에는 3.36 원

!kWh("'6.3%) 상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신규원전투입올 허용 안합

“1/2>t 신규원전투입안의 산출과정의 가정사항올 그대로 척용하고 기준안

의 신규원전투업올 전혀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쉽게 예상활 수 있듯이 바교

척 를폭의 비용상숭을 초래한다.

전원별 투입기수 및 바용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5-4와 같다.

표 2.5-4 “0" 원자력투입안의 결과

신규발전소 투입(기) (원!kWh)

구- 분
석탄화력 경수로 중수로 LNG 명균비용 전력가격

1994년 5 0 0 4 34.31 57.52

1996년 2 0 0 5 35.11 58.82

1998년 7 0 0 7 35.28 59.10

2000년 2 0 0 6 35.67 59.74

2002년 I 0 0 7 36.06 60.37

2004년 0 0 0 13 36.53 61 .14

2α)6년 o 0 0 14 37.1 1 62.09

총 계 17 0 0 56 -
주) 전력가격은 명균비용에 의환 전력가격산출올 의미합.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의 투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기준안에

비해 천력가격이 2{뻐년에는 3.71 원/kWh( t6.6%), 2006년에는 8.96 원

!kWh("'17.0%)의 비교적 큰폭으로 상;송하는 캘과를 나타냈다.

원차력발전소의 투입이 제한될 경우의 영향올 총괄적으로 표시하면 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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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와 같다.

투입체약하의분석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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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산화탄소 배출규제하의 분석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함께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

되고 각 국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준비중에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논 조만간에 전세계적인 합

의롤 통해 각국별로 배출규제를 강요시킴으로써 국가와 에너지정책수립에 결

정적인 영향올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건은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훨 전망이며 이에 대한 사전준비단계로써 산업구초

의 조정 및 배출가스관련 기술개발 둥에 관한 체계화작업이 이루어져야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올 규제하는 방법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직접 

적으로 산업부문별 배출량올 할당시키논 방법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

금올 부과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출량올 감소시키는 방법여다.

두가지 방법에서의 문본적 차이점은 첫번째 방볍이 각 산업부문이 스스

로 구조변화 둥을 통해 새로운 환경규제에 통태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반해 두번째 항법은 이미 고정된 산업구조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 ‘

재무척버용올 부파시키는 좁 더 수동적인 대용방안이라는 점이다.

이를 전력공급부문에 적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씩 양적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완자력 퉁 청정연료발전원의 투입으로 타발전원을 대체시키면서 전훨구

성올 변화시켜 환경규제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활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세를 부과시키는 대안은 기준안의 전력시스댐구성을 유지시키면서 발전원별

연료비에 탄소26)세를 부가함으로써 두가지 방법에서 산출된 각각의 비용비교

26) 일반적으로는 탄소셰홉 이산화탄소세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연기서의 탄소세는 이

산화탄소세훌 의미한다. 이산화탄소세를 탄소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4/12톨 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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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균비용 및 한계비용)를 통해 환경정책수렵에 이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가격의 결정방법이 명균비용에 의한 것과 한계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의 전력가격 결정방법하에서 적용해야할 이산화

탄소 배출규제전략의 선택을 가농케하는 것올 의미하고 있다.

아산화딴소가 배출되는 연료원별 수치는 Lawrence Berkeley계수를 이용

하였으며 연료의 채팡， 수송과청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고려하지 않았

으며 단지 전력생산부문에서의 발생량올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에서 사용된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관련 자료들을 요약하

면 표 2.5-5와 같다.

표 2.5-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구 석 판 석 유 LNG

Lawrence Berkeley 계수
4.32 3.1 1 2.03(C02 toψ'TOE)

(KcaVTOE) 1.08 X 107

발열량 2.1 23(0) 2,306(") 1.773(0)
(KcaIlkWh) ,

-'
,

(C02 ton/MWh) 0.8492 0.6640 0.3월3

(*) : ’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입력자료용(전원계획처 1993.7)참조.

(**) : 1992년도 중유발전소의 설척자료임(한전경영통계).

1) 평균비용에 의한 전력가격결정의 경우

배출량규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이산화탄소셰흘 부파하는 두가지 대안사

이의 연도별 명균비용올 비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

출량규제 및 탄소세부과의 시작년도툴 2αP년으로 하였으며 각 대안의 특정

올 보면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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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배출량을 규제함에 있어서 규제치의 정도는 강규제0990년 전력부

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채치로 함)와 약규제0993년 전력부문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규제치로 함)로 구분하였으며 강규제는 DEeD가입을 전제로

한 매우 강력한 규제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둘째， 탄소써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강규제0990년 수준의 배출량규제시에

도출된 이산화탄소의 잠재가격적용)와 약규채 (1993년 수준의 배출량규제시에

도출된 이산화탄소의 잠재가격적용)로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의 차이점도 대안별 특징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데 배출량규제

시애는 전력공급부문에서의 아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치를 설정하고 발전원간

의 적정한 조합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장기전원계획을 수립한후 새

로운 전력시스댐의 평균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게 된다.

한편 이산화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안애 었어서는 각각의 배출량규제시(강

규제， 약규쩨)에 도출된 야산화탄소 배출량의 장채가격(shadow p디ce)을 이산

화탄소세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안 전력시스템의 연료원별

연료비에 단위전력당 비용의 형태로 부가시킴으로써 새로운 평균비용을 산출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위의 두가지 대안애서 산출된 평균비용들의 비교를 통해

대안별 우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즉， 평굵비용의 관접에서 봉때 이산

화탄소 배출량 규채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투업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탄소세

를 부과하는 방안의 경채적 비교룰 수행하는 것이다.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투입어 허용된 경제

적인 최적천원구성올 도출한 결과에서는 예상활 수 있는 것처럼 원자력의 투

입이 대폭 충가하였으며 강규제와 약규제시의 대안별 결과를 요약하면 표

2.5-6 및 표 2.5-7과 같다.

표 2.5-6 강규제시(1990년 수준)의 대안별 비교(평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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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규제안;C02세부과안 평균비용(원!kWh)
구 분

석탄화력 경수로 중수로 LNG 배출량규제안 C02세부과안

1994년 5/5 0/0 0/0 4/4 34.31 (57.52) 34.31 (57.52)

1996년 2/2 2/2 0/0 1/1 34.09(57.16) 34.09(57.16)

1998년 7/7 1/1 2/2 0/0 33.50(56.19) 33.50{56.19)

2α)()년 1/2 6/1 4/1 0/1 37.94(63.44) 49.69(82.53)

2002년 011 6/3 0/0 0/0 34.56(57.92) 47.96(79.73)

2004년 0/0 3/5 0/0 0/0 33.74(56.58) 44.64{74.34)

2006년 a 1 a 5/6 a I 3 o I a 32.17(54.00 39.78(66.44)

총 껴l 15 / 17 23 / 18 6/6 5/6 - -
참고1) 이산화탄소셰 부과안에서 척용된 세율은 이산화탄소 톤당 42，300원

(2000년 기준)임.
참고2) 괄호안의 숫자는 전력가격 임 .

표 2.5-7 약규제시0993년 수준)의 대안별 비교(명균비용)

배출량규제안/C02셰부과안 평한비용(원/kWh)
구 분

석탄화혁 경수로 중수‘로 LNG 배출량규제안 C02세부과안

1994년 5/5 0/0 0/0 4/4 34.31(57.52) 34.31(57.52)

1996년 2 I 2 2/2 DID 1/1 34.09(57.16) 34.09(57.16)

1998년 7/7 1 / ] 2/2 0/0 33.50(56.19) 33.50{56.l9)

2(뼈년 1/2 6 I 1 2/1 011 33.72(56.55) 43.99(73.29)

2002년 0/1 4/3 0/0 0/0 32.63{54.77) 42.72{71.22)

2004년 0/0 2/5 0/0 0/0 32.39(54.37) 40.32(67.32)
;‘

2006년 0/0 6/6 0/3 0/0 31.50(52.92) 36.97{61.86)

총 계 15 / -17 21' / 18 4/6 5/6 - -
참고1) 이산화탄소세 부과안에서 적용된 써율은 이산화탄소 폼당 27，073원

(2α)()년 기준)임.

참고2) 팔호안의 숫자는 전력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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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 산출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α)()년 기준).

- 강규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기준안에 비해 배출량규제안이 4.54 원

/kWh (약 14%) 상숭하고 이산화탄소서f 부과안이 16.29 원!kWh(약 49%) 이

상숭함으로써 배출량규제안의 상대척우위성이 업중되었다.

- 약규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기준안에 비해 배출량규제안이 0.32 원

/kWh (약 1%) 상숭하고 이산화탄소세 부과안이 10.59 완!k뻐1(약 32%)어

상숭함으로써 배훌량규제안의 상대적우위성이 입충되었다.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5-3 그림 2.5-4와 같다.

평균비용에 의한 대안별 비교(강규제)

2002년2000년1998년1996년

90 T ...

80 •… '"

표 70 •· ..

홀 60 •........ . ... ‘ .-. ..• ......•.. ••.. . .. ‘ ~.-=

웰 50 '+
~ 40 •· •.

투 30 •· ..

춘J 20 t··
10
o
1994년

e-기츰안 ..-- 배출량규제(강l .- 이산화탄소서I (강)

그림 2.5-3 형균비용에 의한 대안별 비교(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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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에 의한 태안별 비교(약규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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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비용에 의한 전력가격결정의 경우

전력가격결정의 이론에서 보았듯이 자원의 효융적 배분올 위한 측면에서

는 명균비용보다는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올 추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의 전력수요가 한단위 더 중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전력시스댐의 총비용중가

분을 전력가격결정에 이용하는 것올 의며한다.

‘ 한채비용에 의한 분석은 기본척으로 명균비용에 의한 분석에서와 똑같윤

가정파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다반 전력수요의 잠재가격(한계버용)을 이

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비용산출올 필요로 하지 않고 LINGO 프로그

랩올 통해 I평균비용분석에서 도출된 컬과의 부하구간대별 잠재가격에 문거하

여 부하구간별 한계비용올 얻올 수 있다.

한계비용은 명균비용과 달리 부하구간별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청두부하구간은 다른 부하구간대에 비해 전력시스댐의 운영상 더 높은 운영

비가 부과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력시스템의 구성윤 평균비용분석에서와 같으며 부하구간별 한계비용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5-8, 표 2.5-9와 같다.

표 2.5-8 강규제시(1990년 수준)의 한계비용 비교(2002년)
(단위 : 원싸Wh)

구 τl:!. 71 준 안 배출량규제안
이산화탄소세

부과안

부하구간 51.20 54.53 65.60

부하구간 2 51.20 54.53 65.60

부하구간 3 41.30 55.03 60.85

부하구간 4 22.g] 52.65 52.49

부하구간 5 13.18 4.03 50.10

종합(가중〉한계비용 36.04 48.36 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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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9 약규제시(H잃년 수준)의 한계비용 비교(2002년)

(단위 : 원/kWh)

안 배훌량규제안
이산확탄소셰

구 붐 기 줌

부과안

부하구간 1 51.20 52.80 60.40

i흙하구간 2 51.20 52.80 60.뼈

I용하구간 3 41.30 47.64 55.36

부하구간 4 22.97 44.78 40.09

부하구간 5 13.18 41.16 36.81

종합(가중)한계비용 36.04 47.68 ffi.56

위의 봉석에서 나타난 총합한계비용올 기춘으로 하여 결파률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 강규제가 실시훨 경우에는 기준안에 비해 배출량규쩨안이 12.32 원

/1<따1 (약 34%) 상숭하고 이산화탄소세 부과안이 22.72 원/kWh(약 63%)이

상송합으로써 배출량규제안의 상대적우위성이 입중되었다.

- 약규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기준안에 비해 배출량규제안어 11.64 원

k뻐1 (약 32%) 상숭하고 이산화탄소세 부과안이 14.52 원!kWh(약 40%)야

상숭함으로써 배출량규제안의 상대척우위성이 입중되었다.

위의 컬과률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5-5, 그림 2.5-6과 칼다. 여기에서

중간부하구간이라 합온 부하구간 2，3，4률 의미하며 그림에서는 이 중 의미있

는 구간의 수치률 표시하였다.

또한 그림 2.5-7에서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한 대안별 비교를 종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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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강규채시 한계비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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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규제시 한계비용의 비교

70

60

50

흙I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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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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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약큐제시 한계벼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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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신규 추가 투업여부가 발전부문의 비용변화에

미치는 효과툴 롱하여 전력가격 변수에 미치는 효파를 분석하는 데 초점올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력시스댐내에 원자력 발전의 신규 추가투입이 제

한 될 경우 전력가격 상송에 미치는 효과가 때우 큰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국민경제에서 향후 전력에너지의 중요도가 점차 중가할 것올 고려할 때 훤자

력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올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산화탕소 배출규제가 전력가격에 미쳐는 효파분석에 있어서 탄소

세롤 부파하는 정책보다는 원자력발전의 추가 투입에 의한 배출량 완화 정책

이 천혁가격의 안정화 측면에서 더 바랍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전력가격은 주로 명균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지딴 효융척인

자원배분의 중요성올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한계비용에 근거한 부하구간별 전

력가격 결정 방법이 요구될 전망이다. 첨두부하에 대하여는 높온 환계비용

가격이 부과되는 반면 기저부하에 대하여는 낮은 한계비용 가격이 부과되어

야 한다. 이러한 한계비용 가격정책은 천력시스댐의 부하율을 향상시킴으로

써 원자력발전의 역할파 기여톨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전력부문에 국한시켜 분석하였으나

이를 발전부문 이외의 에너지 부문에도 확장시켜 분석할 필요가 었다. 따라

서 이산화탄소배출 총량규제에 있어서 발전부문의 적정 할당량 수준율 도출

하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올 규명하려는 연구가 포환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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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력꽁급 모형의 전산 프풍그랩 리스트

MODEL:

1]1 MODEL OF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NING;

2]

3]! CONSTRAINT OF C02 EMISSION CAN BE ALLOWED IN

THIS MODEL;

4]

5)! THE MODEL WAS DEVELOPED BY LEE, MAN KI AND

KIl\1, SUNG SU

6] AS ONE OF RESEARCH ACTIVITES

7] OF THE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IN KAERI;

8]

9]1 DEMENSIONS OF EACH VARIABLE ARE DECLARED;

10] I THE TOTAL NUMBER OF PERIODS IS 7;

11] ! THE TOTAL NUMBER OF X VARIABLES IS 70;

12] ! THE NUMBER OF DEMAND BLOCK OF LOAD

DURATION CURVE IS 5;

13]

14]SETS:

15] 파ne / 1..7 / :dc, h, ro, peak,C02, power, genr,cpwr,tpwr,cphwr,

16] tphwr,ccoal,tcoal,clng,t1ng,cothers,tothers,cg-PWf.1g-pwr,

17] cg-phwr.tg-phwr. cg_coal,tg_coal,cg_other,tg_other,

18] cg_lng,tg_lng,toil,tg_oil. icostexj, ocost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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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jcrf, icost, genrc, icostkwh, fcost, ocost, tac,

20] dpwr,tipwr, dphwr, tiphwr, dcoal, ticoal.

21] dIng. tiIng ;

22]

23] xtime / 1 ..70/ : xj , 젠， vj , count,sxj, a, scale, fadd ,LIMIT,

24] C02CF,OMCOST,crflt,crfet,fout,maint,fjcon,omcon,intcsum ;

25) thetiLb / 1..5 / : ;

26] tx( time, xtime) : exi , gen, vij ;

27) 디b( tx, theta_b) : ujtb;

28] ib( time, theta_b) : dtb, band;

29] pair(time,time) : pwr,phwr,coal, lng, others,

30] g_pwr ，g페lwr ，g_Ing ， g_coal, g_other,

31] ipwr, iphwr, icoal, ilng ;

32]ENDSETS

33]

34]! THE PROBLEM IS TO CHOOSE X VARIABLES AND

ASSOCIATED U VARIABLES

35] SO AS TO MINIMIZE TOTAL DISCOUNTED SYSTEM

COSTS, CONSISTING OF

36] INVESTMENT, O&M, AND FUEL COSTS;

37]

38]1 THE INTRODUCTION OF SCALE VARIABLE ALLOWS

INTEGER PROGRAM.

39] END EFFECT IS ALSO CONSIDERED TO PREVENT

DISTOR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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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l]! THEREFORE, OBJECTIVE FUNCTION IS SET UP AS

FOLLOWS;

42lmin :: @sum(x파neG): xj(j) * fj(j)* scale(j)*crflt(j )!cnet(j»

43] + @sum(xtime(j): xj(j)*OMCOST(j)*12*scale(j)!crfet(j»

44] - @s따n(tx(ij)1 i #e쩌#1

45] : exj (i~j)*OMCOST(j}*12*scale(j )/exjcrf(i))

46] - @sum(tx(ij)1 i #ge#2

47] : (exj (ij)-exj (i-피) )*OMCOST(j)*12*scale(j )/exjcrf(i»

48] + @sum(tjb(ij ,k): ujtbO,j,k)*band(i,k)*8.76*vj (j)

49] /(1+dc(i»"(2*(i-l)+1) )

50] - @sum(tx(i,j)1 i #eq# 1

51] : exj(ij)*폐(j )*scale (j )*crflt(j )!exjcrf(i»

52] - @sum(tx<ij)1 i #ge# 2

53] : (exj (i，j) -exj (i -l ，j»*폐(j)*sca1e(j )*crflt(j )/exjcrf(i) );

54]

55]~ U VARIBLES ARE DECLARED AS NON NEGATIVE;

56]@for( 다b(ij ，k) : @bnd(O, ujtb(i ，i ，k) ，9얹왔뾰));

57]

58]! X VARIABLES ARE DECLARED AS NON NEGATIVE;

59)@for( xt피le(j) : @bnd(O, xj(j), 9999댔99) );

60]

61]! C02 EMISSION CONSTRAINTS;

62]!@FOR(TlME(I) : @SUM(TJB(I,j ,K) :

63] C02CF(j)*UjTB(I,],K)*BAND (I,K)*8760) < C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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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 DEMAND CONSTRAINTS;

66] ! THE PLANT IN OPERATION MUST BE SUFFICIENT

AT ALL TIMES ‘ TO MEET

67] THE INSTANTANEOUS PO\\'ER DEMAND;

68]@for( ib(i.k) I k #ge# 1

69] : @sum(디b(i，j ，k): ujtb(U ,k» > dtb(i，k)*pe하<.(0 ;);

70]

71]! CAPACITY CONSTRAINTS;

72] ! THE OUTPUT OF EACH PLANT MUST NOT BE

GREATER THAN THE AVAILABLE

73] CAPACITY;

74]@for( 이bCij ，k) I k #eq# 1

7되 : ujtb(i,i ,k) < (band(i,k)*8760-fout(j )/100*(band(i,k)*8760) )1

76] (bandCi,k)*8760)*scale(j )*(xj (j )-exj (i j»*(l-intcsum(j )/l00»;

77]@for( 디bCi，j ,k) I k #ge# 2

78] : ujtb<i,j,k) < «1-band(i，l»*8760-maint(j )*24-fout(jν

79] l00*« (l-band(i,l) *8760-maint(j )*24»1

80] «1-band(i,1 »*8760)

81] *scale(j)*(xj (j )-exjO ，j»*(!-intcsum (j )/lO이 );

82]

83]

84]! RESERVE MARGIN CONSTRAINTS;

85] ! TO GUARANTEE PEAK POWER SUPPLIES TO AN

ACCEPTABL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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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LIMIT, THE INSTALLED CAPACITY MUST BE

SUFFICIENT TO MEET

87] THE PEAK DEMAND WITH A MARGIN OF RESERVE

CAPACITY;

88]@for( ib(i,k) I k #e여q# 1

89외] : @sum비1(야t얹x(“l~피’j페j

90어~ #빼o이r##

91] (i #eq#2 #and# (j #ge#l #and# j #1e#35»

92] #or#

93] (i #eq#3 #and# (j #ge#l #and# j #le#42»

94] #or#

95] (i #eq#4 #and# (j #ge#l #and# j #le#49»

96] #or#

97] (i #eq#5 #and# (j #ge#1 #and# j #1빼56»

98] #or#

991 (i #eq#6 #and# <i #ge#l #and# j #le#63»
100] #or#

101] (i #eq#7 #and# (j #ge#l #and# j #1e#70»

102] : scale(j )*(xj (j )-exj (ij» )

103] > dtb(i，k)*pe와(i)*(1+m(i}) );

104]

105]! HYDRO CONSTRAINTS(GWh);

106] ! THERE WILL BE AN UPPER LIMIT TO THE HYDRO

ENERGY AVAILABLE

107J IN AN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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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for( 파ne(i) : @sum( 디b(i j ，k)

109] : count(j)*띠tb(i，j ，k)*band(i，k)*8.76) < h(i); );

110]

11ll! INITIAL STOCK CONSTRAINTS;

112] ! THE CAPACITIES OF THE EXSISTING PLANTS WHICH

ARE GROUPED 21 PLNATS

113] IS DETERMINATED EX ANTE;

114]@for(xtime(j) I j #le#21

115] : xj(j) = sxj (j) );

116J

117]! TIME DIMENSION MATCHING;

118) ! SOME VALVES OF U ARE ZERO. FOR EXAMPLE, X42

WILL BE BUlLT

119] IN THE FOURTH PERIOD. SO U0,42,k) =0 IF i < 3 AND

SO ON.

120] U VARIABLES WHICH HAVE ZERO IS EXCLUDED FOR

THE EFFICIENCY

121] OF CALCULATION;

122]@for(tjbCi,j,k) I (i #eq# 1 #and# (j #ge# 29 #and# j #le# 70 »
123] #or#

124] (i 빼q# 2 #and# (j #ge# 36 #，퍼ld# j #le# 70 )}

125J #or#

126J (i #eq# 3 , #and# (j #ge# 43 #and# j #le# 70 »

127] #or#

128] (i 빼q# 4 #and# (j #ge# 50 #and# j #le#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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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 #eq# 5 #and# (j #ge# 57 #and# j #le# 70 »

#or#

(i #eq# 6 #and# (j #ge# 64 #and# j #le# 70 »

! unused parts are defined to be ex미uded;

: ujtb(i,i ,k)=ujtbO.i.k)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CAPACITY OF EACH PLANT SHOULD BE GREATER

THAN OR EQUAL TO

137] THE CAPACITY OF ALREADY COMMITTED OR

PLANNED TO BE INTRODUCED;

138]@for(x디meO) : xj (j) > fadd {j) );

139]

140]1 THERE ARE LIMITS ON THE PLANTS TO BE

INTRODUCED PER PERIOD;

141]@FOR(XTIME(J) : XJ(J) < LIMIT(J) );

142]

143]! INTEGER VALUES FOR X VARIABLES IS DECLARED;

144]@for(xtime(j) : @gin(xj (j» );

145]

146]1 OUTPUT VARIABLES ARE CREATED;

147] ! THE VALUES OF THE CREATED OUTPUT VARIABLES

ARE STORED ON

148) EOUT.WKl IN LOTUS/l2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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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OUTPUT FILE FROM LINGO IS ECONO.OUT;

151]

152] ! CAPACITY PER PERIOD BY TYPE;

153]@for(time(i) I i #ge#l

154] : powereD =@sum(xtime(j) I j #le# (7*i+2l)

155] : (xj (j )-exj(i끼*sca1e(j» );

156]@for(pair(i,l) I i #ge#l

157] : pwr(i,l) ::: @sum(xtime(j) I 1 #le#i #and# (j #eq#(7*1+16»

158] :(xj(j)-exj Oj))*scale(j) »;

159]@for(디me(i) I i #ge#l

160] : cpwr(i) ::: @sum(pair(i,D: pwr(i,D »;

161] @for(time(i) I i #ge#l

162] : tpwr(i) ::: cpwr(i) + xj (l) + xj(2»;

163]@for(pair(i,n I i #ge#l

164] : phwr(i,l) ::: @sum(xtime(j} I 1 #le#i #and# (j #eq#(7*1+17})

165] :(xj (j )-exj O,j»*scale(j) »;

166]@for(time(i} I i #ge# 1

167] : cphwr(i) ::: @sum(pair(i,l): phwr(i,l) )};

168] @for(time(i) I i #ge# 1

169] : tphwr(i) ::: cphwr(i) + xj(3) );

170]@for(pair(i,l) I i #ge#1

171] : coa1(i,l) ::: @sum(xtime(j) I 1 #le#i #and# (j #eq#(7*1+15)

172] #or# j #eq# (7*1+20»

173] :(xj (j )-exj (i j»*sca1e(j) »;

174]@for(time(i) I i #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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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ceo려(D ::: @sum(pair(i,D: coaHi,D »;

176] @for(따neeD I i #ge# 1

177] : tcoal(i) = ccoaI(i) + xj(5) + xj(6) + xj(7)

17허 + xj(2) +xj(13) +xj(14) -exj(i,l2) -exjO,l3)

179] -exj(i,l4) -exj (i,15) -exj (i,16) -exj(i.l7) );

180]@for(pair(i,D I i #ge#l

181) : IngO,D ;: @sum(xtime(j) I 1 #1빼i #and# (j #eq#(7*1+18»

182] ‘ :(xj(j)-exj (i j»*scale(j) »;

183]@for(디meO) I i #ge# 1

184] : clng(i) ::: @sum(pair(i,l): lng (i,n »;

185] @for(tirne( j) I i #ge# 1

186] : tlng(i) = clng(i) + xj(8) + xj(19) + xj(20)

187] ‘ exj (i,18) -exj(i,19) -exj (i,20) );

188]

189]@for( 띠neeD I i #ge# 1

190] : toiI(i) ::: xj(7) + xj(8) + xj(9) +xj (lO) + xj(l!)

191] -exj(i,7) - exj (i,8) - exj (i,9) - exj (i,lO)

192] -exj (i,11) );

193]

194]@for(pairCi,D I i #ge#l

195] : others(i,D = @sum(xtime(j) I 1 #le#i #and# (j #eq#(7*1+19) ‘

196] #or# j #eq# (7*1+21)

197] :(xj (j )-exj (i j»*scale(j));

198]@for(파neeD I i #ge# 1

199] : cothers(i) = @sum(p없r(j，}): others(j,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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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me(i) I i #ge# 1

: tothers(i) = cothers(i) + xj(4) + xj(5) + xj(6)

+ xj(2D -exj (i,4) -exj(i,5) -exj Ci,6) -exj (i,21) );

200]

201]

2021

203]

204J1 GENERATION BY TYPE PER PERIOD;

205]@for(파ne(i) I i #ge#l

206] : genr(i) =@sum(tjb<i,j,k) I j #le#(7*i+21)

207] : ujtb(ij ,k)*band(i,k)*8760) );

208]

209]@for(pair(i,I) I i #ge#l

210] : g-pwr(i,I)= @sum(tjb(i,j,k)

211] I 1 #le# i #and# {j #eq#(7*1+16)

212] : ujtb(i j ,k)*band(i,k)*8760) );

213] @for(time(i) I i #ge#l

214] : cg_pwr(i) = @sum(pair(i,I): g_pwrO,I) »;
215] @for(디meO) I i #ge# 1

216] : tg_pwr(i) = cg_pwr(i) + @sum(tjbO,j,k)

217] I j #eq#l #or# j #eq#2 : 피tbGj ，k)*bandG，k)*8760»;

218]

219]@for(pair(i,D I i #ge#l

220] : g_phwrG,I)= @sum(tjbOj ,k)

221] I 1 #le# i #and# (j #eq#(7*1+17»

222] : ujtb(ij ，k)*bandO쩌*8760) );

223] @for(time(i) I i #ge#l

224] : cg_phwr( i) = @sum(pairO,I): g_phwr(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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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time(i) I i #ge# 1

: tg• phwr(i) := cg_phwr(i) + @sum(디b(ij ，k)

I j #eq# 3 : 비tb(i，j ，k)*bandCi，k)*8760»;

잃5]

226]

227꺼]

228]

229]@for(p머rO，D I i #ge#l

230] : g一coaHi，D= @sum(tjb(i,j,k)

231] I 1 #le# i #and# (j #eq# (7*1+15) #or#

232] j #eq# (7*}+2이)

233] : 미tb(ij ，k)*band(i，k)*8760) );

정4] @for(띠meeD I i #ge#l

235] : cg_coal(i) = @sum(pair(i,D: g_coal(i,D »;
236] @for(time(i) I i #ge# 1

237] : tg_coal(i) =: cg_coaI(i) + @sum(tjb(i，j쩌

잃81 I j #gelH2 #and# i #1e#17 : ujtb(i，j ，k)*band(i，k)*8760))~

239]

240]@for(pair(i,D I i #ge#1

241l : g_lng(i,D= @sum(tjb(i,j,k)

242] I 1 #le# i #and# (j 빼#(7*1+ 18»

243] : ujtb(i,j,k)*band(i,k)*8760) );

낌4] @for(time(i) I i #ge#l

245] : cg_lng(i) = @sum(pair(i,D: g_lng(i,n »;
낌6] @for(뎌meeD I i #ge# 1

247] : tg_lng( i) = cg_lng( i) + @sum(tjb(i,j,k)

장8] I j #ge#18 #and# j #1e#20 : 피tb(i，j ，k)*band(i ，k)*8760»;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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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for(파neeD

251] : tg_oiI(i) = @sum(tjb(i,j,k)1 (j #ge# 7) #and# (j #le# 11)

252] : 버tb(i，j ，k)*band(i，k)*8760 »;

253]@for(pair(i,l) 1 i #ge#1

멍4J : g_other(i,])= @sum(tjb(i j ,k)

잃5] I 1 #le# i #and# (j #eq#(7*1+19) #or# j #eq# (7*1+21) ‘

256] : ujtbO，i찌*bandO，k)*8760) );

257] @for(time(i) I i #ge#l

258] : cg_other(i) = @sum(pair(i,I): g_other(i,l) »;

259] @for(디meeD I i #ge# 1

260] : tg‘ other(i) = cg_other(i) + @sum(tjbOj,k)

261] I j #eq# 4 #or# j #eq# 5 #or# j #eq# 6 #or#

262] j #eq# 21

263] : ujtb(i,i ,k)*band(i,k)*8760»;

264]

265]

266]! Yearly average cost(Won!kWh) for the horizon period only;

26깨

268]! Investment cost;

269]@for(time(i} I i #ge# 1

270] : icost(i)=@sum(xtime(j) I (j #le# (7*i+2l)

271] : xj(j)*scale(j)*폐con (j)*crflt(j ) ));

272]@for(time(i) I i #ge# 1

273J : icostexj(j)=@sum(tx (i,j)

274] : exj (i，j) *scale(j)*폐con(j )*crflt<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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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76]!@for(time(i) { i #ge# 1

277] : genrc(i)= @sum(tjb(ij써 I j #ge# 22 #and# (j #le# (7*i+21)

278] : 비tb(i，j ，k)*band(i，k)*8760) );

279]!@for(time(D I i #ge# 1

280] : icostkwh( i)= icost(i)/genrc(i)*lα)(»;

281]

282]! O&M cost;

283]@for(디meeD I i #ge# 1

잃4] : ocost(i)=@sum(x디meej) I (j #le# (7*i+21))

잃5] : omcon(j )*12*xj(j}*scale(j) »;

잃6]@for(디me(i) I i #ge# 1

287] : ocostexj(i)=@s파n(tx(i j)

갱8] : exj(i,j)*omcon(j )*12*sca1e(j) »;

앓9]

290]

291]! Fuel cost:

292]!@for(tx(ij) I (j #le# (7*i+21»

293] : gen(i j)=@sum(tjb(i,j,k)

잃4] : 피tb(i，j ，k)*band(i，k)*8760»;

295]@for(tirne(i) I i #ge# 1

296] : fcost(i)=@sum(tjb(i j ,k)

297] : vj(j)*미tb Ci，j ，k)*bandCi，k)*8760 ) );

298]

댔9]! Total averag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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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for(time(i) I i #ge# 1

30l] : TAC(i)= icostkwh(i) + fcost(D ~ ocost(i) );

302]

303] !Investment and O&M cost by fuel type;

304]@for(pair(i,l) I i #ge#l

305] : ipwr<i,D =@sum(xtime(j) I I #le#i #and# (j #eq#(7*1+16»

306] : (xj(j)-exj (i，j»*scale{j)*(폐con(j )*cl뀐t(j )+omcon(j )*12) »;

307] @for(time(i) I i #ge#l

308] : cipwr(i) = @sum(pair(i,I): ipwr(i,I) »;

309] @for(time(i) I i #ge#l

31이 : 피pwr(i) = cipwrG) + xj(l)*(폐con(l )*c납It( 1)+omcon(I) *12)

311] + xj(2)*(폐con(2)*crf1t<2)+omcon(2)*12»;

312]

313]@for(pair(i,l) I i #ge#l

314] : iphwr(i，I)=@sum(xψne(j) I 1 #1밟i #and# (j #eq#(7*1+17»

31되 : (xj (j)-exj (i,j))*scale(j )*(폐con(j)*crflt(j )+omcon(j )*12) »;

316] @for(time(i) I i #ge#1

317] : ciphwr(i) = @sum(pair(i,l): iphwr(i,l) »;

318] @for(time(i) I i #ge#l

319] : tiphwr(i)=ciphwr(i) + xj(3)*펴con(3)*crflt(3)+omcon(3)*12»;

320]

32l]@for(pair(i,l) I i #ge#l

322] : icoal(i,I)==@sum(xtime(j) I 1 #le#i #and# (j #eq#(7*1+15»

323] : (xj (j )-exj (i，j»*scale(j)*(덩con(j )*crflt(j )+omcon(j) *12) )};

324] @for(time(i) I i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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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o려(D = @sum(pair(i,D: ieoaI(i,D »;

@for(파ne(i) I i #ge#l

: tieoa!(i)=cieoaI{i)+@sum(x디me(j)\ (j#ge#12) #and# (j#1e#17)

: (xj(j) -exj(ij))*떠con(j)*crflt(j)+omcon(j)*12»);

342]

325]

32허

327]

328]

329]

330]@for(pair(i,D I i #ge#l

331] : ilng(i,I)=@sum(xtime(j) I I #le#i #and# (j #eq#(7*1+18»

332] : (xj (j )-exj( i，j» *sca!e(j)*(폐eon(j)*erflt(j )+omeon(j )*12) »;
잃3] @for(time(i) I i #ge#1

뒀4] : cilng(i) = @sum(p허r(i，I): i1ng(i,D »;
잃5] @for(디meeD I i #ge#l

336] : 디Ing(i) =cilng(i) +@sum(xtime(j) I (j#ge#18) #and# (j#1밟20)

337} : (xj(j)-exj (ij»*(치eon(j)*erflt(j)+omeon(j )*12»);

잃8]

339]

340]! DATA INPUT SECTION;

341] ! DATA INPUT IS FROM PLANDATA.WKl WHICH IS

WRITTEN IN LOTUS/123.

INPUT DATA VARIABLES SHOULD BE DECLARED IN

PLANDAT.WKl

343] BY RNC(RANGE,NAME,CREATE);

싫4]

싫5]DATA:

싫6] .‘

347]C02CF= @!MPORT(e:\1ts\me\PLANDATA.WKl, C02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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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C02= @IMPORT(c:\1ts\mc'\PLANDATA.WKl, C02);

349]LIMIT ::: @IMPORT(c:\Its\mc\PLANDATA.WKl, LIMIT};

350]PEAK = @import(c:\Its\mc\PLANDATA.WK1 , PEAK) ;

351JBAND ::: @import(c:\lts\rnc\PLANDATA.WKl, BAND) ;

352]a = @impart(c:\Its\me\PLANDATA.WKl, a) ;

353)fj =@importCc:\lts\mc\PLANDATA.WKl , 폐} ;

354]fadd =@import(c:\Its'\mc\PLANDATA.WKl, fadd) ;

끊5]vj =@imp6rt(c:\Its\mc\PLANDATA.WKl , vj) ;

356]dtb =@import(e:\Its'\me\PLANDATA.WKl, dtb) ;

357]sc혀e =@import(c:\Its\mc\PLANDATA.WK1, scale} ;

358]m = @import(e:\Its\me\PLANDATA.WKl, m) ;

359]count=@impoπ(c:\Its'\me\PLANDATA.WKl ， count) ;

360]h = @impoπ(e:\Its\mc\PLANDATA.WKl ， h) ;

361]sxj = @import(C:'Jts\mc'\PLANDATA.WKl, sxj) ;

362]exj ::: @import(e:\Its\mc'\PLANDATA.WKl, exj) ;

363]DC ::: @IMPORT(c:\lts\mc\PLANDATA.WKl, DC) ;

364]OMCOST ::: @IMPORT(c:\Its\mc'\PLANDATA.WKl , OMCOST)

365]CRFLT = @IMPORT(c:\Its'\mc\PLANDATA.WK1, CRFLT) ;

366]CRFET = @!MPORT(c:\lts\mc\PLANDATA.WKl, CRFET) ;

367]EXJCRF = @IMPORT(c:\Its피lC\PLANDATA.WKl ， EXJCRF) ;

368]fout = @IMPORT(c:\Its\mc\PLANDATA.WKl, fout) ;

369]maint = @IMPORT(c:\Its'\mc\PLANDATA.WKl, maint} ;

370]fjcon ::: @IMPORT(c:\Its'피lC\PLANDA TA.WKl , fjcon) ;

371lomcon ::: @IMPORT(c:\Its\me\PLANDATA.WKl, omcon) ;

37l]intcsum :::: @IMPORT(c:\Its\me\PLANDATA.WKl , intes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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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vij = @IMPORT(c:\lts\me\PLANDATA.WKl , vij) ;

372]ENDDATA

373]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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