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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 수요 패턴의 변화로 계
통의 전압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
다. 계통 전압이 높으면 작게는 설비 상의 문제부터 크게는 계통
안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압 유지 및 계통 안정
도 향상을 위해서 적정한 위치에 조상설비 투입을 고려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 전압을 초과하는 모선의 전압을 낮추기
위해 최적의 조상설비 설치 위치 및 용량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2014년 시간대별 데이터를 대상으로 최적조류계
산을 수행하여 리액터 용량을 계산하고 경부하시 리액터 투입하
는 것이다. 제안된 최적조류계산을 활용한 리액터 설치 지점 및
용량 선정 방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계통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 수행되었다.

1. 서    론

최근 부하 밀집 지역의 계통이 점점 혼잡해지고 많은 지역에서 지중
케이블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전압 수준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가
공 송전선로를 지중 케이블로 교체하면 선로의 충전 용량이 커지게 된
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일부 계통에서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높게 나타
난다. 전압이 높을 경우, 전력설비의 열화 및 수명단축의 유발 및 설비
소손에 의한 고장, 전기 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부하시 계통의 전압 기준을 초과하여 높게 운전되는 경우가 자주 발
생한다. 그런 경우 계통 운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과전압이 발생한
지역의 선로를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선로를 개방하면
계통 구성이 변경되어 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계통 구성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부하 밀집 지역의 전압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1].
전력계통 계획 관점에서 전압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무효전력
보상 장치 설치, 발전기 무효전력 출력 제어를 통한 단자전압 조절 그리
고 변압기 탭 제어 등이 있다. 무효전력 보상 장치의 설치는 무효전력의
적절한 보상 전략을 수립하여 계통에 적당한 안정도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상기의 용량, 정격 및 설치 위치는 계통에 적용 시
심각한 상황에서도 계통 운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1]. 그런 측면에서 최적 조류 계산(Optimal Power Flow;OPF)은 전
압 기준 범위와 계통 운전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상설비 설치 위
치 및 용량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OPF는 조상설비 투입 용량 최소화라는 목적함수를 만족
시키기 위한 제어변수(조상설비)를 탐색하고 상태변수(V, δ 등)를 계산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국내 계통의 전압 운영 기준은 154 kV 계통 기준으로 중부하시(평일 8
시 ~ 24시)에서 160±4kV, 부하변동시(평일6~8시)에서 157±4kV 그리고
경부하시(평일0~6시, 휴일) 156±4kV이다. 345kV 계통에서는 시간대 별
로 동일한 전압 조정 목표가 정해져 있고 336~360kV로 명시되어 있다.
345kV 모선은 전압 조정 목표 범위가 24kV로 154kV 전압기준보다 넓
은 기준을 갖고 있어 전압 기준을 자주 초과하지 않지만, 평일 심야시간
대 혹은 휴일에 345kV 모선 중 전압 기준을 초과한 개소가 수도권 지
역에서 다수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 전압 기준 위반하는 Case를 대상으로 각각 적
당한 조상설비 위치 및 용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시간별 부하 수준에 대
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통에 필요한 조상설비 용량을 산정하였다.

2. 본    론

  2.1 최적조류계산(Optimal Power Flow; OPF)
최적 조류계산은 목적함수와 등호 및 부등호 제약조건으로 구성되어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류계산 문제와 다르다. 조류계산
시 전력조류방정식은 OPF 문제에서 등호 제약조건으로 취급한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목적함수로는 연료비 최소화, 유/무효전력 손실 최소화,
조상설비 투입 최소화, 융통전력 최대화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압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전압 조정목표를 부등호 제약조건으로 한
OPF의 해를 구하였다.

  2.1.1 조상설비 투입 최소화 문제[3], [4]
조상설비 투입량이 목적함수인 경우에 식(1)과 같이 정식화 할 수 있
고 345kV의 전압 조정 목표는 전압 부등호 제약 조건으로 반영되어 있
다. 목적함수는 총 투입 조상설비 용량 최소화이고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제어변수는 조상설비 투입량이고 나머지 제어변수는 모
두 상수로 고정한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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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부하 수준에 따른 가중치

 : i 모선에 투입할 리액터 용량

부하가 적은 시간대일수록 일반적으로 전압 수준이 높을 것이고 조상
설비 투입량은 많이 책정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가중치를 정의하였다.

경부하시에 주로 345kV모선에서 과전압이 주로 관찰되는 가운데 
값은 식(2)와 같이 시간대별 부하 수준에 따라 적용한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부하시간대의부하
특정시간대의부하



등식 제약조건은 유/무효전력 전력 방정식이고 식(3), (4)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부등식제약조건은 국내 전압조정목표를 바탕으로 154, 345, 765kV에서
기준으로 한 모선의 전압 상한치와 하한치이며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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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전기의 유/무효전력의 출력제약은 식 (6), (7)으로 반영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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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모선번호
 : 총 투입된 조상설비 용량
 : 발전기 유/무효전력 출력

 : 부하량

 : 모선 i로부터의 송전용량

  2.2 2014년 국내 계통 전압 및 부하수준 검토
<그림 1>과 <표 1>은 각각 과전압이 나타나는 수도권 및 인근지역
345kV 모선의 경향성과 검토한 데이터의 전계통 및 수도권 부하를 나
타낸다. 경부하시 전압이 높게 나타나는 모선은 주로 영등포 및 일부 인
천지역이며 그때의 부하는 9월과 12월 모두 월요일 심야시간대에 가장
낮다.
<그림 1>에서 345kV의 전압조정목표는 336 ~ 360kV로 설정하였으며
9월 데이터는 9월 1일 월요일 심야데이터만 전압기준을 위반하는데 비
해 12월 데이터는 7개 데이터에서 전압 조정목표 위반 지역이 다수 관
찰된다.

  2.2.1 계통 모의 조건
조상설비 투입 후보 모선은 1차적으로는 각 데이터별 345kV 모선 중
전압조정목표를 초과하는 모선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모선들에
대해서 OPF를 수행하여 조상설비 투입량과 더불어 투입 유/무를 확인

각 부하 수준에서 최적조류계산을 활용한 조상설비 설치 위치 및 용량 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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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상설비 투입 후보군을 줄여나가면서 모의를 진행하였다.
OPF 수행 시 부등호 제약조건인 전압 제한조건은 식(8)의 Soft limit
linear penalty를 적용하여 목적함수에서 다음 페널티 함수를 적용하여
전압이 설정한 조정목표범위의 Boundary에서 목적함수의 최적해가 도
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5]


  



 ×max  min    

시간대 부하(MW)
수도권
부하(MW)

9월

8월 30일 15시 토요일(휴일) 54614.2 23142.2

8월 30일 24시 토요일(휴일) 52434.3 18231.2

8월 31일 16시 일요일(휴일) 54614.2 19972.9

8월 31일 24시 일요일(휴일) 51569.3 17517.7

9월 1일 05시 월요일 44785.7 14270.7

9월 2일 05시 평일 49254.0 15745.4

9월 2일 16시 평일 66694.7 25928.4

9월 2일 24시 평일 55189.3 18803.7

12월

11월 27일 24시 평일 59783.9 19838.3

11월 28일 04시 평일 53040.0 16697.6

11월 29일 04시 토요일(휴일) 53683.0 17007.5

11월 29일 10시 토요일(휴일) 59148.2 21697.4

11월 29일 24시 토요일(휴일) 56918.4 19057.7

11월 30일 10시 일요일(휴일) 52691.4 18326.7

11월 30일 24시 일요일(휴일) 54894.2 18434.5

12월 1일 05시 월요일 50511.1 16204.1

12월 1일 10시 평일 67935.2 27028.3

<표 1> 검토데이터의 전계통 및 수도권 지역 부하

  2.2.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에서 OPF 수행 결과 X축에 나타나있는 345kV 과전압 모

선들이 모두 전압 조정목표 범위 내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리고 식(8)에 의해 감소한 전압이 모두 Vmax에 거의 근사한 값으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있는 데이터는 345kV 계통의
전압 조정 목표를 초과하는 모선이 포함된 데이터로 모든 전압이 전압
조정목표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OPF 결과는 최소 조상설비 투입량
이 0인 결과가 출력된다. 식(1)을 이용하여 부하수준에 따른 가중치 
를 반영하여 각 과전압 모선에 투입해야할 조상설비를 산정하면 영등포
가 –135MVar, 신성남이 –87MVar 정도로 다소 큰 결과가 도출되는데
주로 12월 1일 월요일 심야데이터에서 과전압이 가장 크게 많은 지역에
서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부하시 일부 수도권 345kV 모선에 높게 나타나는 전
압 수준을 전압 조정 목표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최적조류계산을 이용
하여 필요한 조상설비 투입량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월요일 심야 시간
대에 가장 많은 조상설비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든 시간대를 반영하여 조상설비 투입량을 결정할 경우 전압이 높은
심야시간대를 기준으로 조상설비 용량을 결정하면 중부하시에 무효전력
과보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하수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적 조상설
비 투입 용량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경부하시 전압이 가장 높은 영등포
(345kV 계통 말단 모선)와 선로 연결성이 높은 신성남 모선에 가장 많
은 조상설비 용량이 산정되었다.
추후, 변압기 탭 조정 및 조상설비 투입을 연계한 최적화 문제를 정식
화 시키면 부하수준에 따른 전압 프로파일 개선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서
울

영
등
포

신
양
재

신
가
좌

신
안
산

신
시
흥

신
성
남

9월 1일
05시 월요일 0.0 0.0 -0.1 0.0 0.0 0.0 -52.5

 0.659

11월 28일
04시 평일 0.0 -21.3 -1.8 0.0 0.0 0.0 -112

 0.781

11월 29일
04시 토요일 -7.0 0.0 -0.4 0.0 0.0 0.0 -0.6

 0.790

11월 29일
24시 토요일 -40.5 -55.4 -11.3 0.0 0.0 0.0 -47.9

 0.838

11월 30일
10시 일요일 0.0 -28.6 -5.8 0.0 0.0 0.0 -22.8

 0.776

11월 30일
24시 일요일 0.0 -17.3 -0.1 0.0 0.0 0.0 -84.7

 0.808

12월 1일
05시 월요일 -2.3 -181 -0.3 -44 -4.5 -39.2 -101

 0.744

조상설비
투입량
(MVar)

-34 -135 -9 -33 -3 -30 -87

<표 2> 검토데이터의 전계통 및 수도권 지역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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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전압 모선의 전압 관찰 결과 <그림 2> 과전압 해소 시 전압 관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