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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순간 압강하에 한 다양한 력품질 보상기기에 한 투
자 여부를 결정하기 해서는 장비에 한 기술 이고 경제 인 분석이 
필요하다. 력품질 보상기기에 한 수명비용을 분석하기 해 반복 수
행에 있어 강력한 모델인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확률론  
험도 평가를 수행하 으며, 확정모델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 다. 확률
론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반 한 보다 실 인 험도 평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1. 서    론

  지난 수년간 력품질에 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기 기기의 증으
로 인하여 력 공 자와 소비자 모두 력품질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력 공 이 불안정할 경우 생산 단
과 같은 막 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공 자는 력품질에 불
만족하는 고객의 이탈과 부하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력 공 자와 소비자는 일정 수 의 
력품질을 유지하는 서비스 계약을 통하여 기치 못한 비용 손
실을 감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부분의 력 공 자는 분석  
해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확정모델(deterministic model)을 이
용하여 력품질 보상장치 설치 계획을 수립해 왔다. 확정모델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 이 있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반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으로 이
끌 수 있다. 따라서 확률론 인 근방법으로 력품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 의 력 서비스 제공에 한 험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2. 본    론

  력품질 보상장치의 경제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력품질 이벤트와 련 비용에 한 확률 인 성질을 이해한다면 최선

의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다. 만일 력품질 보상장치의 비용과 편익에 
련하는 력품질 이벤트의 발생 회수와 지속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

다면 확률 인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
는 미래의 경제 인 이익은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력품질 보상
장치에 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기 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력품질 련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2.1 확률론적 분석방법
  확률론  방법으로 력품질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분포를 신 하게 고려해야한다. 정확한 확률분포를 선정하는 것은 험
도 분석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 에 하나이다. 입력으로 사용할 
력품질 데이터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취
득할 수 있으며 포아송 분포, 로그 정규분포 혹은 와이블 분포와 같은 
확률분포 형태로 용시킬 수 있다[1]. 이에 따른 출력도 마찬가지로 단
일값이 아닌 확률분포 형태를 지니게 된다. <그림 1>과 같이 취득한 데
이터는 확률론 인 분석을 통하여 정보화되고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1.1 수명비용 분석
  력품질 보상장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 이와 련된 다양한 
비용들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처럼 그  일부는 쉽게 볼 수 있으
나 부분은 숨겨져 있다. 를 들면 리서치, 테스트, 설치공사, 
운   유지보수 등 기기의 체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
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구매 의사결정 이 에 장비 구매
후 폐기 혹은 교체시까지의 체 사용기간에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편익에 한 수명비용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투자비용의 순 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방법을 이용하

여 력품질 보상장치의 수명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NPV는 
로젝트가 원하는 수익률보다 수익이 많을지 을지를 단하므
로 로젝트의 수익성이 있을 것인지 험도 여부를 단할 수 
있다. 

<그림 1> 확률론적 분석과정

 NPV는 재의 액면가를 나타내는  흐름의 순 가치를 반환
한다. 돈의 시간에 한 가치로 인해 재의 돈이 미래의 돈보다 
가치가 높다. NPV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1)

Benefits(t): 감된 력품질 이벤트로 인한 이익
Cost(t): 연간 총 비용
n: 장비의 체 수명 (년)
r: 할인율

  만일 NPV가 ‘0’보다 크다면 투자에 한 수익을 발생시키므로 
로젝트에 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도 각각에 한 NPV를 비교하여 탁월한 사업  선
택을 내릴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Project balance(PB)는 손익
분기 을 제시하여주며 표 식은 아래와 같다.

   
 
 

(2)

PB가 ‘0’인 시 에 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0’보다 크
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위험도 평가
  수용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력품질 이벤트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
리 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력품질 보상장치에 
한 수명비용(life cycle cost)을 분석하기 해 필요한 독립변수들인 비용
과 편익에 해서도 변동성이 연 되어 있다.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
을 반 하여 수명비용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 이
션이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은 미리 정의한 입력 데이터의 확률분
포에 따른 난수 생성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과에 확률  
모형을 제공하는 통계  분석기법이다. 최근 소 트웨어의 발달로 반복 
계산에 따른 실행 속도 지연이 개선되고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먼  입력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고 입력데이
터는 확률분포 범  내에서 난수를 랜덤하게 생성한다. 생성된 값은 수
명비용 계산 결과에 반 되고 이들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데이터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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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 반 된 결과의 확률분포가 결정된다. 확정모델에 따른 방
법과 비교하여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의 장 은 비교  사용이 간단하
고 모든 종류의 분포를 용할 수 있다. 한 데이터 사이의 상 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시뮬 이션에 반 할 수 있다[2]. <그림 2>는 몬테카
를로 시뮬 이션의 간단한 개념도이다. 

<그림 2>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개념도

  2.2.1 수명비용 분석 결과
  (1) 확정모델을 이용한 모의 사례
  모든 입력 변수는 단일 값을 갖으며, UPS, Dynamic Sag 
Corrector(Dysc) 그리고 Static Switch 세 가지 종류의 순간 압강하 보
상장치에 한 NPV 분석을 수행하여 비교한다. 단순화를 하여 세 장
비 모두 모든 크기의 순간 압강하를 보상할 수 있고 순간 압강하 기
간동안 항상 고장없이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표 1>은 확정모델을 이용
한 수명비용 분석 결과로 UPS, Dysc, Static Switch에 한 NPV를 분
석한 결과이고, 상 손익분기 은 <그림 3>의 그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력공 자의 입장에서 순간 압강하 발생 횟수를 
이기 한 보상장치의 종류 선정시 NPV 값이 가장 큰 Dysc를 선택

하는 것이 경제  이익을 최 화할 수 있다. 

  <표 1> 확정모델을 이용한 NPV 분석결과

UPS Dysc
Static 

Switch

비용에 한 재가치(U$) 577,217 528,676 615,826

편익에 한 재가치(U$) 2,100,350 2,100,350 2,100,350

NPV(U$) 1,533,132 1,581,673 1,494,524

손익분기 (년) 2 2 2

  

<그림 3> 전력품질 보상장치별 예상 손익분기점

  (2)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한 확률론  모의 사례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한 입력 변수로 기비용, 운 비용, 유지
비용과 순간 압강하율을 정하고 각각의 입력 변수에 하여 합한 확
률 분포를 모델링한다. 입력변수에 한 데이터는 참고문헌 [1]의 제
모델을 참조하 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10,000번 반복 수행하 다. <그림 4>와 <그림 5>는 Dysc에 한 NPV
분석결과를 각각 확률 도함수와 분포함수 형태로 표 한 것이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에 의한 수명비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ysc를 
설치할 경우 NPV 값이 양수일 가능성, 즉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55.91% 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3) 확정모델과 확률론  모의 결과 비교
  확정모델을 이용한 모의 결과는 Dysc를 설치하는 것이 경쟁 장비에 
비하여 최  이익이 발생한다는 단편 인 결과를 제시하지만 확률론  
모의 결과는 Dysc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
성을 종합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NPV 확률밀도함수 예측 결과

<그림 5> NPV 누적분포함수 예측 결과

 이와 같이 확률론 인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55.91%라는 이익발
생 가능성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정 인 수치로 받아들여져 확정모델
에 의한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결    론

 력품질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력 공
자와 소비자 모두 력품질 향상을 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
고 있다. 이때 확정모델에 의한 험도 분석은 실의 불확실성
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
만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과 같은 확률론 인 분석방법을 이용
하면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
다 실 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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