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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력산업은 수년 부터 산업구조를 수직통합체제에

서 경쟁체제로 환하기 한 구조개편을 진행해 왔고, 이에 

따라 력거래에 참여하는 력회사들에게 경제성과 효율성

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발 회사 분리 이후, 력시장의 

완 개방을 고려한 개별 사업자의 최  이익을 목 으로 하

는 연구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력

시장이 개방되면, 송 선을 안정 으로 운용하면서 동시에 

상업  이용을 극 화하기 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량

에 추가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송 용량(Available 

Transfer Capability : ATC)의 정확한 산정은 매우 요하

다[1]. 이에 따라 력 선진국을 심으로 ATC 산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에는 연속조류계산법

(Continuous Power Flow : CPF), 력 송 분배 인자 

(Power Transfer Distribution Factor : PTDF) 등, 주로 계

산속도의 향상을 목 으로 정  한계 (Static limts)만을 고

려한 계산기법이 다수 개발되었다[2]-[7]. 이후, 확률론 인 

근[8], [9]  동  안정도 한계를 고려한 산정밥법[10] 등 

정  한계로는 표 되지 못한 취약부분을 고려한 다각 인 

ATC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계통에 용

할 수 있는 일반  방법론에 한 연구로, 기온, 풍속 등의 

기상상태  선로의 길이와 같은 계통마다 상이한 고유의 

외부요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국의 실제 계통상황에 맞는 실용 인 ATC의 

평가가 필요한 시 이며,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계산 기법

의 제안이 아닌, ATC를 실용 인 측면에서 합리 으로 재

평가하는데 목 을 둔다.

본 논문은 기존의 단일 열  한계치 용의 비경제성을 

극복하고자 실시간 기상 상태를 고려한 동  송 용량 

(Dynamic Line Rating : DLR)을 용하여 ATC를 계산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국내 실 계통의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에서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2. 가용송 용량 (ATC)

북미 신뢰도 원회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 NERC)의 정의에 따르면 가용송 용량(ATC)의 

계산은 송 선을 안정 으로 운용하면서 상업  이용을 확

하기 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량에 추가 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송 용량, 즉 송 계통에 주어진 시간동안 사

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용량을 측정하는 것이다[1]. ATC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포함  (1)

여기서, 총송 용량(Total Transfer Capability : TTC)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계통 안 도의 반 없이 안

하게 송 할 수 있는 최  송 량이며, 송  신뢰도 여유도 

(Transmission Reliability Margin : TRM)는 계통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력계통의 안정 인 운 의 보장을 해 필

요한 양, 설비편익 여유도(Capacity Benefit Margin : CBM)

는 발 설비 신뢰도 기 을 만족시키기 해 필요한 양, 그

리고 ETC는 재 사용용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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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송 용량 (TTC)의 결정

신뢰성을 보장하며 지역 간 송할 수 있는 최  송 용

량으로 정의하는 TTC는 계통의 물리 , 혹은 기  한계

로 제약받게 된다. 일반 으로 송 용량은 그 도체가 허용

할 수 있는 류에 한 열용량, 송  선로의 송수 단 압

강하 한계 값  계통의 안정도 여유에 의해 제약을 받는

다. 따라서 TTC는 결정 시 의 열, 압, 안정도 한계치의 

최소값으로 결정한다.

        (2)

그림 1은 식 (1)의 ATC를 계산의 개념과 식 (2)의 TTC

를 결정을 한 제한요소를 표 한 것이다. 그림 1의 경우 

TTC는 시간에 따라 안정도, 열, 압, 열, 안정도, 열 한계

의 순서로 제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ATC와 TTC의 개념도

Fig. 1 Concepts of ATC and TTC

2.2 계통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여유용량 (TRM, CBM)

TRM은 계통 운 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계통상태의 

변화로부터 안 하게 계통을 운 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TRM을 고려하기 해서는 계통에서 발생 가

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림 2 TRM의 결정

Fig. 2 Determination of TRM

TRM을 결정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Base Case 

TTC와 Alternative Case TTC를 모두 계산하고. 그 에 

가장 작은 값을 갖는 TTC 와 Base Case TTC간의 차이가 

TRM이 된다.

CBM은 발 설비 신뢰도 기 을 만족시키기 한 비력

이다. 각 지역은 일정 수 의 발 설비 신뢰도를 유지하여

야 하며, 발 설비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결정론  방

법과 확률론  방법이 있다. 결정론  방법은 가장 큰 발

기의 손실에 비한 비용량, 혹은 이미 정해진 특정한 양

의 비용량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확률론  방법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신뢰도 지수인 Loss of Load Expectation 

(LOLE) 등을 발 기 강제 고장, 유지보수 고장, 최소 정

시간, 부하 측 등의 입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3. 계통상황  계 특성을 고려한 ATC 산정

3.1 국내 계통의 송  선로 특성

본 논문에서는 국내 실 계통에서 ATC를 모의하기 해, 

국내 계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상조

류를 담당하는 345[kV]  이상 주요 송 선로 6개를 그림 3

과 같이 선정하 다.

그림 3 국내 계통의 지역구분과 연계선로

Fig. 3 Six Tie Lines between Two Areas in Korea

Loadability 곡선은 개별 선로의 용량을 추정하는데 리 

사용되며 도체의 종류, 선로의 규격  송  압 등에 의해 

차이가 있다. 그림 4는 345[kv]  송  선로의 경우 일반

으로 약 80[km] 이하에서는 열용량의 부분을 송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는 압강하의 유지가 문제가 됨을 설명

하고 있다. 한, 약 320[km]이상의 경우 안정도 여유가 송

용량을 제한하는 주요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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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oadability 특성 (345[kV] )

Fig. 4 Loadability Characteristics (345[kV] class)

그림 3에서 선정된 주요 연계선로의 길이를 고려하면(최

 160km 이하) 안정도 여유 한계치는 송 용량을 제한하

는데 큰 향을 주지 않으며, 압강하는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FACTS)와 같은 무효 력 보상 장치

에 의해 많은 부분 보상된다. 따라서 국내 계통은 열 한계

치가 TTC 결정에 가장 큰 향을 다. 이는 사례연구에서 

실 계통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다루도록 한다.

3.2 실시간 기상상태 고려한 동  열용량(DLR) 의 계산

앞서 설명한 TTC의 세 가지 제한요소 , 열  한계치는 

다른 요소와는 달리 물리  제약조건이다. 다시 말해, 다른 

기  제한요소는 계통의 기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열

한계치는 주변 환경 즉 기상조건에 따라 변경하여 용할 

수 있다. IEEE STD.748에서 제공하는 송 선로의 열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1].

   (3)

여기서  는 각각 선로의 온도, 기온, 풍속을 의미

하며, 는 각각 태양복사의 열 이득, 태양복사의 열 

손실, 류에 의한 열 손실을 나타낸다. 이 방정식은 주로 

송 열용량( )의 산정을 해 식 (4)와 같이 활용될 수 

있다.

  






   (4)

여기서 선로의 허용온도(
)는 평형방정식 (3)의 선

로의 온도()의 자리에 입력되고, 따라서 열용량( )은 

선로에 허용되는 최 온도를 넘지 않는 류의 양으로 정의

된다.

정 열용량 (Static Line Rating: SLR)은 최악으로 규정

한 기상조건  선로의 한계 허용온도를 식 (4)의 입력 상

수로 결정하여 계산된 열용량이다. 그러나 일반 인 기상조

건에서도 이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므로, 이 기상요소들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하여 입력 변수로 활용한다면, 실시간 동

열용량 (Dynami Line Rating: DLR)을 계산할 수 있다.

DLR의 계산 기법  용사례는 이미 활발히 연구가 진

행되었다[12]-[15].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15]의 기상 모

니터 방식을 활용하여, 매 시간의 DLR을 계산하 다. 그림 

5는 아산 T/L의 각 계  표일에 해 SLR과 DLR을 계

산하여 매 시간별로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5 열용량의 비교 (아산 T/L)

Fig. 5 Comparison of Thermal Ratings (#3 T/L)

그림 5에서, 겨울철 표일의 경우, SLR에 비해 DLR은 

거의 모든 시간 에서 월등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송  용량으로서 DLR을 사용하는 것이 력 계통운 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반면 여름철 표일의 경우, 

일부 시간 에는 재 용하고 있는 SLR보다 DLR이 낮은 

시간 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 계통에서도 실시간으로 변화

하는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매시간 변화하는 DLR을 용하

는 것은 력계통 운 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면에서

도 유용한 정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림 6은 날씨 효과에 따른 열 정격의 실시간 변화를 설

명하기 해 TTC 산정의 기 이 되는 세 가지 제한요소를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표 한 개념도이다.

그림 6 기상상태를 고려한 TTC 결정

Fig. 6 Proposed Concept for TTC Determination

결국 매시간 변화하는 기상상태를 고려한 DLR을 ATC 

계산에 용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실시간 사용 가

능한 용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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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로의 길이  기상상태를 고려한 

ATC 산정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해, 국내 실계통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 으로 ATC계산 결과를 분석하 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계선로로 선정된 345[kV]  이상

의 주요 6개 북상선로는 PSS/E(ver.30)를 이용하여 조류 증

가를 모의 하 고, 특정 선로 하나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시

이 오면, 그때의 지역 간 총 송 량, 즉 6개 연계선로 조

류의 총합을 Base Case의 TTC로 결정하 다[16].

4.1 선로 정보  모의 조건

TRM 계산을 한 연계선로  각 지역 표발  설비의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ATC 산정결과를 계 별로 비교하기

해 표 2와 같이 표시간을 선정하여 모의하 다.

상 설비 선로명

정격

공칭 압

[kV]

SLR

[A/bundle]

열용량

[MW]

지역 간 

연계 선로

신용인 (#1)

345

917

1086

서청 (#2) 2173

아산 (#3) 2173

신제천 (#4) 2173

신태백 (#5)
765

7290

신안성 (#6) 7290

표   1  연계선로  지역 표발  설비의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Tie Lines and Generators

상 설비 발 기 명 지역 최  발 량 [MW]

각 지역의 

표 발 기

흥 수도권 880

울진 비수도권 1055

계 구분 표시간
발 량[MW]

수도권 비수도권

off-peak 4월 8일  4시 5385.0 35519.0

peak 4월 8일 19시 9122.0 40493.0

여름
off-peak 8월 8일  5시 3454.0 34997.5

peak 8월 8일 15시 11617.0 43152.9

가을
off-peak 10월 8일  4시 3227.0 33084.9

peak 10월 8일 15시 7974.0 40776.4

겨울
off-peak 1월 8일  4시 5453.0 39127.0

peak 1월 8일 19시 10437.0 43323.2

표   2 계 별 표시간에 따른 지역별 발 량

Table 2 Seasonal Information of Generation amount

4.2 단일 열용량 (SLR) 용 결과

본 에서는 TTC의 열 한계치에 SLR을 용하는 기존

의 방법으로 ATC를 산정한 결과를 압강하 보상의 유무

를 가정하여 비교한다. 

4.2.1 압강하를 완  보상하는 경우

본 은 압강하를 완 히 보상하여 송 용량이 으

로 열용량의 한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 다.

TRM 계산을 해 고려한 상정사고 항목과 그에 따른 

TTC 계산 결과들은 표 3과 같다.

Alternative Case TTC 계산결과

[MW]내용 상 설비

연계 선로 상정사고

신용인 (#1) 18614.1

서청 (#2) 13468.9

아산 (#3) 16499.7

신제천 (#4) 19121.2

신태백 (#5) 18461.3

신안성 (#6) 12192.0

표 발 기 고장
흥 18862.1

울진 19371.6

송 선로 용량 3%감소 6개 연계선로 19085.9

표  3 Alternative Case의 TTC 계산결과 - (off-peak)

Table 3 TTC Results of Alternative Cases in spring (off-peak)

표 4는 표 3의 TTC 계산결과들을 이용하여 산정한 ATC 

계산결과이다. 여기서 ETC에 CBM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지역 간 조류량만을 표 하 다.

TTC [MW] TRM [MW] ETC [MW] ATC [MW]

19739.6 7547.6 8493.6 3698.4

표   4   표일(off-peak)의 ATC 계산결과 

Table 4 ATC Results in Spring (off-peak)

같은 방법으로 표 2의 계 별 표시간에 한 ATC산정

의 결과들은 표 5와 같다.

계 구분
TTC

[MW]

TRM

[MW]

ETC

[MW]

ATC

[MW]

off-peak 19739.6 7547.6 8493.6 3698.4

peak 19927.1 6992.7 11320.4 1614.0

여름
off-peak 21109.6 7214.1 9852.0 4043.5

peak 21231.5 7457.6 10369.7 3034.2

가을
off-peak 19451.5 6956.8 8649.2 3845.5

peak 20702.3 7021.9 11710.6 1949.8

겨울
off-peak 20460.9 7624.5 8825.9 4010.5

peak 20502.8 7818.4 11062.5 1621.9

표   5  계 별, 시간 별 ATC 계산결과 

Table 5 ATC Results using Table 2

결과를 분석해보면, 모든 계 에서 peak시의 ATC는 

off-peak에 비해 상 으로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하가 집 된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조류량(ETC)이 peak시 

증가하는 국내 계통의 특성상 자명한 결과이다.

반면 연간 peak인 여름철 peak의 경우 오히려 다른 계

에 비해 ATC 결과는 큰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다른 계 에

는 비수도권의 용량 발 기들에 의해 국 계통의 부하를 

모두 감당하지만, 연간 peak인 여름철 peak의 경우 수도권

의 용량 고가 발 기가 가동되는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간 peak시 각 지역의 총 부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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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값을 기록하지만, 수도권의 발 량이 다른 시 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비수도권의 발 량은 그 지역의 늘어난 부하

량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북상조류의 량은 상

으로 어들고 결국 연계선로에 남아있는 가용용량은 크게 

산정된다.

4.2.2 압보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본 에서는 압강하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보상장치가 없거나 오동작으로 인해 송 단에서 수 단으로 

압 강하가 그 로 드러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를 

모의하기 해, 우선 압강하와 안정도 여유 한계치를 고려

하여 선로 길이에 따른 송 용량의 근사치의 계산 결과를 

표 6과 같이 나타내었으며[17], 이를 이용하여 Alternative 

Case의 TTC를 계산하면 표 7과 같다.

선로명
선로 길이 

[km]

열용량 

[MW]

송 용량

[MW]

신용인 (#1) 52.574 1086 1086

서청 (#2) 108.371 2173 1265

아산 (#3) 48.184 2173 1910

신제천 (#4) 128.391 2173 1162

신태백 (#5) 154.886 7290 4957

신안성 (#6) 137.37 7290 5467

표   6  연계 선로의 길이와 송  용량

Table 6 Length and Capability of Tie Lines

Alternative Case TTC 계산결과

[MW]내용 상 설비

연계 선로 상정사고

신용인 (#1) 15299.4

서청 (#2) 13243.8

아산 (#3) 11551.1

신제천 (#4) 15137.5

신태백 (#5) 8873.5

신안성 (#6) 11806.0

표 발 기 고장
흥 15009.2

울진 15324.9

송 선로 용량 3%감소 6개 연계선로 15626.9

표  7 Alternative Case의 TTC 계산결과-여름(off-peak)

Table 7 TTC Results of Alternative Cases in summer 

(off-peak)

표 5에서, 여름 표일의 off-peak시 지역 간 존하는 

조류량 (ETC)을 살펴보면 9852.0[MW]이며, 표 7의 결과 신

태백 T/L 사고시 TTC는 8873.5[MW]이다. 이는 압 보상

장치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765[kV]  선로에 상정사고가 

발생하면 계통 붕괴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8은 TRM 계산 시 345[kV]  선로 고장만을 고려하여 

ATC를 산정하 다. 이 결과는 4.3 의 DLR을 용한 ATC 

산정 결과와 비교하는데 활용한다.

계 구분
TTC

[MW]

TRM

[MW]

ETC

[MW]

ATC

[MW]

여름
off-peak 16010.7 4459.6 9950.1 1601.0

peak 16654.5 4226.7 10369.7 2058.1

겨울
off-peak 18012.4 4833.0 8825.8 4353.6

peak 18061.5 5013.0 11062.5 1986.0

표   8  계 별, 시간 별 ATC 계산결과 

Table 8 ATC Results using Table 2

4.3 동  열용량 (DLR) 용 결과

본 에서는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겨울철과 여름철 표

시간의 DLR을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열  한계

치로 용하여 ATC를 산정한 결과를 분석한다. 표 9는 각 

계 의 기상상태를 고려한 열용량 (DLR)을 이용한 ATC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9-(a)는 압강하의 완 한 보상을 

가정한 결과이며, 표 9-(b)는 압 보상장치가 동작하지 않

는 경우를 가정하고, 345[kV]  선로 고장만을 고려하여 

TRM을 계산하여 ATC를 산정한 결과이다.

(a) 압강하를 완  보상하는 경우

계 구분
TTC

[MW]

TRM

[MW]

ETC

[MW]

ATC

[MW]

여름
off-peak 21809.3 7497.6 9852.0 4459.8

peak 21891.2 7457.6 10369.7 4063.9

겨울
off-peak 25435.2 9634.5 8825.9 6974.8

peak 25340.6 9435.6 11062.5 4842.5

표   9  계 별, 시간 별 ATC 계산결과 

Table 9 ATC Results using Table 2

(b) 압강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계 구분
TTC

[MW]

TRM

[MW]

ETC

[MW]

ATC

[MW]

여름
off-peak 16103.6 4558.4 9952.0 1693.2

peak 16654.5 4226.7 10369.7 2058.1

겨울
off-peak 18012.4 4833 8825.8 4353.6

peak 18061.5 5013 11062.5 1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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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C 결과 비교

Fig. 7 Comparison of AT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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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SLR  DLR 그리고 압 보상 유무에 따른 

ATC 계산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그래 이다. 그림 7에서, 

압 보상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기 

해 표 8과 표 9-(b)의결과를 살펴보면, 날씨효과를 고려하여 

열용량이 크게 증가 하 지만, 압강하의 제한에 의해 

ATC의 산정결과는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리  용량이 아무리 크게 평가되어도 기  제한에 

의해 그 만큼을 모두 ATC결과로 환원 못한다. 반면 압 

보상이 완 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표 5와 표 9-(a)의 결

과를 비교해 보면, 실시간으로 기상상태를 고려한 ATC의 

산정결과는 크게 늘어나며, 이는 선로 운 자에게 경제성 측

면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5. 결  론

국내 계통의 송 선로 길이를 고려할 때, 열  한계치는 

총송 용량(TTC) 결정의 주요 제한 조건이 되며, 다른 기

 제한 요소와는 달리 물리  환경을 고려하여 선(先) 평

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일 열  한

계치(SLR) 용의 비경제성을 극복하고자 동  송 용량

(DLR)을 용하여 가용송 용량(ATC) 산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국내 계통의 지역을 구분하고 연계선로의 계 별 

실시간 열용량을 산정하여 기존 산정 방법과 비교하여 계

별 추이를 분석하 다. 국내 계통의 사례연구결과 ATC 계

산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동  열정

격(DLR)을 용하는 방법은 선로의 가용능력(ATC)을 기존 

방법에 비해 실시간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다양한 의 모의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계

통의 송 선로에 압강하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 으로 매우 유용함을 보 다.

지역 간 력 거래를 해 정확한 ATC의 산정은 구조 

개편된 력시장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연구이며,  본 연

구는 국내 계통상황을 고려한 실용 인 ATC 산정의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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