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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generator maintenance scheduling
(GMS) problem with due consideration of various objective functions.
The objectives include leveling the reserve rate, maximizing reliability
and minimizing production cost. The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are demonstrated in the simulation for a
real-size power system model in South Korea.

1. 서    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도입후 단일 발전사업자에 의한 통합자원계획
개념으로 추진되어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체계가
시장구조 변화와 발전사업의 분할 등 다원화 시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장의 개념이 많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변화되었다.
전력사업의 기본적인 운용 및 계획 방침은 최적 경제인 운용 및 계획
비용으로 적절한 공급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요구하는 부하조건에 맞게
전력에너지를 확보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 발전기 보수유지
계획은 발전계통 운용계획 중 경제성 및 신뢰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운용계획문제로서 최적의 발전기 보수유지계획은 공급예비율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건설시기도 연기할 수 있기 때
문에 발전기 건설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비용 및 보수
유지비용의 감소를 가져올수 있다.
본 논문은 목적함수별 최적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따른 연료원별 발전량
의 변화와 전력계통에서의 신뢰성 경제성 환경성을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발전기의 확률론적 운전모형
본 연구에서 최적보수유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발전계통
의 운전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때 유효부하(Effective Load)모형을 이용
하였다.[1-3]

(a) 실제 계통 (b) 등가화된 계통

<그림 1> 발전계통에서의 실제계통과 등가화된 계통

그림 1에서와 같이 실계통을 등가화 할수 있다. 이렇게 발전기의 사고
확률을 등가화하여 확률적사고 부하를 실제 부하와 합하여 유효부하라
하고 #i발전기 까지 상승적분된 유효부하지속곡선의 확률분포함수
Fi(xe)는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유효부하 시속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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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xe : 유효부하 확률변수
xoi : i 번째의 발전기에 의한 확률적 사고부하의 확률변수
foi(xoi) : i 번째 발전기의 사고용량 확률밀도함수

<그림 2> 유효부하지속곡선

i번째 발전기의 확률론적 발전량은 유효부하지속곡선의 확률분포함수
Fi-1(x)에서 구간사이의 시간기대치와 같다. 이를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2)

단, i : 발전기의 투입순서

qi : i 번째 발전기의 사고확률
T : 시간
Ui : C1+C2+…+Ci [MW]

  2.2 최소한도 공급예비율(SRRn)의 최대화
발전기 보수유지계획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비
전력의 수준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적함수(Z1)로 고려 할 수 있다. 이를
정식화 하면 식 (3)과 같다.

Maximize   minimum SRR   (3)

여기서 n번째 시간대의 공급예비율(SRRn)은 식 (4)와 같이 정의 된다
.

SRR  ICMCAP  PD  × PD   (4)

단, IC : 발전기의 총 설비용량 [MW]
MCAPn : n번째 시간대의 보수유지용량 [MW]
PDn : n번째 시간대의 최대부하 [MW]

  2.3 공급지장시간기대치(LOLE)의 최소화
발전기 보수유지계획 시 목적함수로 확률론적 신뢰도 지수인 LOLE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고려할수 있다. 이를 정식화 하면 다음 식
과 같다.[1-4]

MinimizeZ  LOLE  NGn UNGn
  pu (5)

단, LOLE : 공급지장시간기대치

3. 사 례 연 구

  3.1 입력데이터
본 사례연구에서는 6차수급계획에 의한 2015년도 우리나라 발전계통
규모와 부하피크값을 입력하였다. 이때 부하피크값의 경우 2015년도 목
표부하인 82,677MW에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평균발전량인 2,040MW를
감한 80,637MW를 입력하였다. 또한 부하패턴의 경우 2014년 부하의 패
턴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사례연구에서 가정한 발전기 종류별 연량단
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표 2는 본 사례연구에서의 Case를 표로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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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발전기 종류별 열량 단가                 [단위 : 천원/Gcal]

열량단가

원자력 1.290 ~ 2.175

석탄화력 15.483 ~ 17.086

유류화력 162.756

LNG화력 71.273 ~ 79.452

 <표 1> 입력자료의 발전기 유형에 따른 CO2배출계수범위

CO2배출계수의 범위[Ton/MWh]

원자력 0

석탄화력 0.80~1.05

유류화력 0.59~0.76

LNG화력 0.36-0.49

 <표 2> 각 Case 분류

목적함수

Case I 최소공급예비율 최대화[%]

Case II 최소공급예비력 최대화[MW]

Case III 공급예비율 표준편차 최소화[%]

Case IV 총 확률론적 발전비용 최소화[103원]

Case V 최대LOLE 최소화[hours/year]

 3.2 출력데이터
표3과 같이 연료의 종류에 른 발전량을 분석하면 원자력 발전의 경
우 목적함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발전량을 지닌다. 석탄화력 발전량의 경
우 각 Case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존재하지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유류발전량의 경우 Case IV에서 최대 발전량이 Case V에서 최소발전량
이 나타 났다.

<표 3> 연료의 종류에 따른 발전량                          [MWh]

아래 그림 3과 같이 각 Case별 발전량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림과 같
이 원자력 31%, 석탄화력 38%, LNG 복합화력 31%로 계산 되었으며
유류의 경우 1%미만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 각 Case별 발전량의 평균

표 4를 살펴보면 목적함수에 따라 발전기 보수유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목적함수에 따른 전력계통의 특성변화를 확인할수 있다. 특히 공급
예력의 경우 Case IV 에 7.3%로 나머지 Case에 비해 크게 하강함을 볼

수 있다. 또한 Case V의 경우 LOLE와 EENS에서 0.064[hours/year]와
11000.07[MWh/year]로 다른 Case에 비해 뛰어남을 확인할수 있다.

 <표 4> 각 Case별 신뢰성과 경제성 및 환경성

Case I Case II Case III Case IV Case V

공급예비율
[%]

13.954 13.954 12.024 7.321 13.954

공급예비력
[MW]

8857.38 10981.51 9462.51 5525.51 10981.52

LOLE
[hours/year]

0.444 0.353 0.154 2.828 0.064

EENS
[MWh/year]

27364.57 22817.11 13146.96 138635.5 11000.07

EIR
[PU]

0.999947 0.999956 0.999974 0.999734 0.999979

확률론적
발전비용
[106won]

29529761 29511319 29415322 29174973 29439907

CO2
[ton]

250141156 250084626 249892841 250344570 249923843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차수급계획에 의한 2015년도 우리나라 발전계통규

모을 기반으로한 최적발전기 보수유지계획을 목적함수별로 수립하면서
경제성과 신뢰성 환경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목적함수별 발전원
에 따른 발전용량을 나타내었다. 목적함수별 최적화를 통해 작성된 보수
계획의 경우 목적함수의 특징에 따라 전력계통의 특성이 변화함을 볼수
있었다. 차후 연구를 통하여 최적발전기보수유지계획의 검증과 SMP등
의 다른 목적함수 및 다중 발전기 보수유지계획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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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량

석탄화력
발전량

유류화력
발전량

LNG복합화력
발전량

Case I 170,328,412 210,154,296 397,391 169,990,219

Case II 170,328,412 210,154,223 311,452 170,080,787

Case III 170,328,412 210,169,530 141,155 170,245,441

Case IV 170,328,412 210,155,074 1,104,279 169,171,280

Case V 170,328,412 210,162,845 82,882 170,312,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