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에 살고 싶다’ 는 밀양송전탑 문제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인포그래픽 시리즈입니다.

공권력

송전탑 

원자력발전 

전기

재생에너지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 때문에

송전탑 주변의 사람과 자연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선로는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 변전소*(경남 창녕에 위치)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이다. 

이 송전선로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을 

통과하는 선로로서 길이는 90.54km이고 철탑은 162기이다. 

그 중 밀양 구간은 길이 39.15km이고 철탑은 69기이다.

* 
변전소 :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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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선로는 수도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4kV 송전선로

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송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다. 

이 765kV 송전선로가 밀양 구간에서는 마을의 논 밭과 학교 주위로 

너무 가깝게 지나가게 되어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크다.

크기 비교                 
단위: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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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보고서*에는 765kV 송전선로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지는 3mG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

으로 분석됐다. 또 WHO IARC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2003

년 이미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Group2B) 

로 지정했다.

* 
한전보고서(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 보고서) :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대한전기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보고 받은 내용

거리에 따른 전자파의 영향                 
단위: mG(밀리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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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이 송전탑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2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2009년에 전원개발 

촉진법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경우 반영하는 것’ 

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밀양송전탑 건설계획은 법 개정 전에 신청 

되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은 일방적이었고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 법 등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765kV 송전탑 건설 계획은 영남지역의 전력공급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토 면적이 넓어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765kV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의 변경, 장거리 송전이 아닌 상황임에도 

송전탑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이 송전탑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2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2009년에 전원개발 

촉진법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경우 반영하는 것’ 

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밀양송전탑 건설계획은 법 개정 전에 신청 

되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은 일방적이었고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 법 등 



‘밀양에 살고 싶다’는 송전탑 문제와 

이를 둘러싼 배경과 원인을 

5회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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