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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ethodology for optimal generating operation in power system to 

minimize the cost of generation subject to not only system constraints but also regional CO2 emission constraints. To 

solve this ELD problem calculated range limit on minimum and maximum power outputs by regional Equal Generator 

how each regional capacity is connected into one and expressed Equal Fuel Cost Function considering regional CO2 

emission constraints. Accordingly, being modified regional load, new power outputs considering regional CO2 emission 

constraints were calculated by ELD. The proposed model for evaluating availability is tested on IEEE RTS(Reliability 

Test System)-24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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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이

를 방지하기 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92년 "기후변화에 한 국제연합 기본 약

(UNFCCC, 이하 유엔기후변화 약)"이 채택된 이래 온실가

스 배출을 통제하기 한 가장 범 한 국제 약인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가 발효되어 시행 에 있다.[1~2] 한, 

2007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약 13차 당사

국회의(COP13)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이를 보완․ 체할 Post-Kyoto체제에 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 2007년까지 온실가스 증가율이 OECD 국자 에서 1 인 

것을 감안할 때, 2010년 멕시코 총회(COP16)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

온실가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력부분에서 지

까지 발 소의 운용계획은 경제 인 측면에서 발 기의 출

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립되고 있고 있으나 이와같이 경

제 인 주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 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발 회사가 6개의 자회

사로 분리됨으로서 경제성을 주로 화력발 소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 하에서는 각 발 회사들은 연료비가 타 원에 비

해 상 으로 렴한 발 기의 가동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4]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 인 규제에 발맞추기 해

서는 우선 으로 종래의 고정 념에서 탈피하여 기존 개념

의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도라도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여 발

기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에서의 편익에는 

체 으로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 체에 부과하게 되는 CO2 배출량의 총량규제를 만족

하면서 지역별 CO2 배출량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발

소의 최 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한, 상기의 과정

을 수정된 IEEE RTS(Reliability Test System)-24 모델계

통을 이용하여 본 논문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5]

2.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최 운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력계통에서 기존의 

ELD(Economic Load Dispatch)에 벗어나서 재 시 에서

의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최 운용문제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다.[6~8]

2.1  정식화

2.1 .1  목 함수

식 (1) ~  식 (5)와 같이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연료비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하 으며, 목 함수는 식 (1)과 같다.

  










   [천원]     (1)

여기서,   : i지역 j발 기의 출력

       , ,   : j발 기의 연료비 함수 계수

         : 지역수

         : i지역 발 기 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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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제약조건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제약조건은 식 (2) ~ 식 (5)와 같다.

(1) 수 조건

력계통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계통의 부하를 만족시키

기 해서 각 발 기들의 가장 한 출력으로 운 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발 기의 출력의 합은 총 부하를 만족시켜

야 하므로 수 제약에 한 등호제약은 식 (2)와 같다.











   [MW]                          (2)

여기서,   : 총 부하 [MW]

(2) 발 기 출력 상ㆍ하한 제약

식 (3)과 같이 발 기가 낼 수 있는 출력에는 상한치와 

하한치의 제약으로 구분되며 발 기는 이 제약 내에서만 발

이 가능하다.


≤  ≤ 

  [MW]                        (3) 

여기서, 
  : i지역 j발 기출력하한치 제약 [MW]

       
  : i지역 j발 기출력상한치 제약 [MW]

(3) CO2 배출량 제약

력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발생하게 되며 식 (4)와 같이 이 게 발생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은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   [Ton]                          (4)

여기서,     : i지역의 CO2 배출량 제약 [Ton]

         : i지역 j발 기 CO2 배출량 [Ton]

i지역 j발 기 환경오염 배출량()은 CO2 배출량은 연

료 사용비당 라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식(5)와 같다.

=
  ∙  [Ton]       (5)

여기서,   : i지역 j발 기의 CO2 배출량 계수 [Ton/천원]

2.2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최 운  

알고리즘

지역별로 CO2 배출량 제약이 고려하면 총량제약으로 어

느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규제를 고려한 발 기 최

운 을 해서는 지역별 CO2 배출량을 만족시키면서 가

장 은 연료비로 발 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 ~ 식 (5)의 정식화로부터 λ  

interpolation method로 ELD를 수행하 으며 지역별 CO2 배

출량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은 알고

리즘과정을 통하여 CO2 배출량의 제한을 만족하면서 발 비

용을 최소화를 만족하는 발 기의 출력을 구하도록 하 다.

그림 1  본 연구의 로우차트

Fig. 1  Flow chart of this paper

2.1 .1  단계 1  : 지역별 등가발 기의 경제부하배분

(1) 지역별 등가발 기출력의 상ㆍ하한치 결정

지역별 등가발 기의 상․하한 출력1)을 결정하기 해서 먼

 등가발 기를 구성해야 한다. 즉, 각 지역의 발 기들을 하

나의 등가발 기로 변환하기 해 식 (6)과 같이 지역별 등가 

발 기 출력의 상ㆍ하한치를 지역별 개별 발 기들의 상한치 

합과 하한치 합에서 결정하 다. 단, 등가발 기 상한치 출력은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제약을 반할 수 있으므로 등가발 기 

출력에 한 CO2 배출량과 CO2 배출량 제약조건이 bounding

되는 지 에서 등가발 기출력의 상한치를 결정하 다.


≤  ≤ 

  [MW]                        (6) 

여기서, 
  : i지역 등가발 기출력 하한치 [MW]

       
  : i지역 등가발 기출력 상한치 [MW]

1) 지역 등가 발 기 상・하한 출력 : 지역별로 환경제약을 만
족할 수 있는 최  출력을 산정하여 등가 발 기의 상・하한
치제약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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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등가발 기의 경제부하배분

지역별 등가발 기 하한치부터 상한치 제약조건이 설정되

면 우선 지역별로 부하크기를 발 기출력의 하한치로 설정하

고 지역별 등가발 기의 경제부하배분에 의하여 연료비용을 

도출하 다. 그리고 다시한번 지역별 부하크기를 한 단  증

가시키면서 연료비용을 산정하고 각 지역의 부하크기가 발

기출력의 상한치의 같은 지 까지의 연료비용을 반복하여 계

산하 다.

2.2.2 단계 2 : 지역별 환경제약 특성이 반 된 등가

발 기의 경제부하배분

(1) 회귀분석에 의한 지역별 등가발 기 등가연료비함수 도출

지역별 등가발 기의 연료비용 결과로부터 X축을 부하, 

Y축을 연료비로 하여 발 기출력 비 연료비를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식 (7)과 같은 i지역의 

등가 연료비함수2)를 도출하 다. 단, 회귀분석은 2차 함수를 

사용하 다.

  
    [천원]       (7)

여기서,    :  i지역의 등가 연료비함수 

         : i지역 등가발 기의 출력 [MW]

(2) 지역별 환경제약 특성이 반 된 등가발 기별 등가연

료비함수 도출

식 (7)에서 계산된 지역별 등가 연료비 함수만을 고려한

다면 지역별로 CO2 배출량 제약이 다를 경우 환경오염 배

출량의 특성을 반 한 경제부하배분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므

로 지역별 등가 연료비 함수에 CO2 배출량 제약을 함께 고

려할 수 있도록 식 (8)과 같이 표 하 다. 즉, CO2 배출량 

제약이 은 상태에서 발 기의 운 형태는 단 당 CO2 배

출량이 작고 연료비가 비싼 발 기가 운 되며, 이와 반 로 

CO2 배출량 제약이 큰 상태에서는 단 당 CO2 배출량이 크

고 연료비가 싼 발 기가 발 되므로 지역 등가 연료비 함

수에 배출량의 역수를 곱하면 배출량과 연료비 함수 사이에

는 반비례 계가 성립되게 된다. 그러나 CO2 배출량과 연

료비 함수의 계가 정반비례 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물

질 배출량의 역수에 미지수 X를 고려하여 CO2 배출량 제약

을 고려한 등가 연료비 함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 다.

   × 

                 (8)

여기서,    : i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등가 연료비 함수

         : i지역의 CO2 배출량 제약 [Ton]

        : i지역의 최소 등가 연료비함수를 한 미지수

식 (8)과 같이 연료비함수를 계산 하 을 때 X값에 따라

2) 지역 등가 연료비 함수 : 지역별로 발 기들의 하한치 출력

의 합부터 상한치 출력의 합까지 부하를 증가시켜가며 개별

발 기의 연료비의 합을 도출하고 이를 Regression Analysis

을 수행하여 지역별로 하나의 등가 연료비를 도출한 함수

서 등가 연료비 함수가 변화하므로 이에 따른 각 지역의 발

기 출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X값으로부터 연료비 최소화

가 되는 지 의 X값을 찾으면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최  

등가연료비함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2.3  단계 3  :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최 운

(1) CO2 배출량 제약을 만족시키는 지역별 부하크기 재조정

단계 1과 단계 2로부터 산정된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최  등가연료비함수로부터 등가발 기에 하여 경제부하배

분을 수행하면 각 지역별의 등가 발 기의 출력이 도출되며 

이러한 발 기 출력의 합은 각 지역이 담당해야할 부하크기

가 된다. 즉, 실제로는 지역별로 담당해야 할 부하크기가 정

해져 있으나 상기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별로 발 기가 담당

해야하는 부하크기가 조 된 다는 것은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하의 크기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최 출력 결정

지역별로 조 된 부하로부터 일반 인 경제부하배분을 다

시 수행하면 2.1 의 목 함수와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개

별발 기들의 최 화된 출력이 결정된다. 즉, 기의 경제부

하배분의 결과와 부하가 조 된 경제부하배분의 발 기 출

력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이 고려된 만큼 계통의 상태를 반 한다 할 수 있다.

3 . 사례연 구

본 논문에서는 IEEE RTS-24 모델계통을 일부 수정하여 

각 단계의 세부  계산과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즉, 한 

시 에 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한 발 소 최 운

은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이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발

소 최 운 을 수행하 다.

3 .1  모델계통

IEEE RTS-24 모델계통은 3개의 지역으로 나 어지며 본 

시험계통의 데이터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표 1  표 2와 

같으며 모델계통은 그림 2와 같다.

구분 합계 1지역 2지역 3지역

부하의 크기[MW] 3,330 1,110 1,110 1,110

발 기출력
하한치[MW] 1,350 450 450 450

상한치[MW] 4,218 1,406 1,406 1,406

표  1  수정된 IEEE RTS-24 모델계통의 데이터

T able 1  Data of Modified IEEE RTS-24

구분
원자력 수력 가스 석탄 석유

         
CO2배출계수 

[CO2/㎾]
0.0 0.0 0.383 0.381 0.849 0.819 0.755 0.443 0.670 0.488

표   2 발 종별 단  CO2 배출계수

T able 2 CO2 Emission Factors by gener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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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된 IEEE RTS-24 모델계통

Fig. 2 Modified IEEE RTS-24 model system

3 .2.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최 운  

수행 결과

3 .2.1  경제부하배분에 의한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 

만족여부 별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1지역은 10.0[Ton], 2지역은 

11.0[Ton], 3지역은 9.0[Ton]으로 규정하고 발 기 최 운

을 수행한 결과가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발 기 운

T able 3  Result of operation for regional CO2 emission by 

unit  

구분
발 기 출력

[MW]

발 비용

[천원]

CO2 배출량

[Ton]

CO2 배출량 

제약[Ton]

1지역 1,110 17,985.240 10.000 10.0

2지역 1,110 17,909.377 10.209 11.0

3지역 1,110 20,376.359 9.124 9.0

합계 3,330 56,270.986 29.33 30.0

표 3의 결과에서 각 지역별로 부하 1,110[MW]의 환경오

염 배출량은 최소 9.124[Ton]부터 최 10.209[Ton]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1지역과 2지역은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만

족할 수 있으나 3지역의 배출량 제약은 9.0[Ton]이기 때문

에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만족할 수 없게 되므로 본 과정

만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량 제약을 만족시킬 수 없다.

3 .2.2 지역별 환경제약 특성이 반 된 등가발 기의 

경제부하배분

(1) 지역별 등가발 기출력의 상ㆍ하한치 결과

식 (9)와 같이 1지역의 경우 체 발 기들의 하한치 출

력의 합은 450[MW], 상한치 출력의 합은 1,406[MW]이다. 1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도출하면 5.179 ~ 15.076[Ton]의 

값을 가지게 된다. 1지역의 환경오염 제약은 10[Ton]이므로 

제약을 과하지 않도록 상한치를 조 할 필요가 있으며 1

지역의 10.0[Ton]의 제약을 만족하는 1지역의 발 기의 최

출력은 1,157.523[MW]이다. 단, 1,157.523[MW]이상의 출

력을 내면 배출량을 최소로 내더라도 10.0[Ton]이상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량 제약 10.0[Ton]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450 ≤   ≤ 1,157.523 [MW]                 (9)

2지역과 3지역도 상기의 과정으로 식 (10)  식 (11)과 

같이 지역별 최 출력을 산정하면, 2지역의 제약치는 

11.0[Ton]이고 배출량 제약을 만족하는 등가발 기의 최

출력은 1,210.797[MW], 3지역의 제약치는 9.0[Ton]이고 배출

량 제약을 만족하는 등가발 기의 최 출력은 

1,103.194[MW]로 결정된다.

450 ≤   ≤ 1,210.797 [MW]                (10)

450 ≤   ≤ 1,103.194 [MW]                (11)

(2) 지역별 환경제약 특성이 반 된 등가발 기별 등가연

료비함수 도출

ELD수행 결과를 이용하여 X축을 부하, Y축을 연료비로 

하여 출력 비 연료비로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한 결

과 1지역, 2지역  3지역의 등가연료비 함수는 식 (12)와 

같이 지역별 발 기의 특성이 같으므로 모두 같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12)

상기의 결과를 식 (8)에 용하여 CO2 배출량을 고려한 

함수에 X값의 변화분을 고려하게 되면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하는 출력이 변화하게 된다. 

그림 3  X값에 따른 지역별 등가발 기 출력의 변화

Fig. 3 Regional equal generation outputs for a variation of 

X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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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2지역과 3지역의 등가발 기의 출력이 X값에 

의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1지역은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결과로 산정되었다. 제약이 11[Ton]인 2지역은 X가 0일 때 

역수를 곱한 결과로 계산되어 다른 지역보다 배출량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출력을 내도록 도출되었고 X값이 증

가함에 따라서  등가발 기의 출력이 어드는 형태로 

계산되었다. 반면 3지역은 9[Ton]의 제약으로 X가 0일 때 

다른 지역보다 은 배출량으로 운 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작은 등가발 기의 출력으로 산정되었으며 X값의 변화에 

따라  등가발 기의 출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출력이 변

화하 다. 

그림 3.3은 그림 3.2에서와 지역별 등가발 기 출력의 변

화에 따른 등가 연료비의 변화이며, 그림 3.4는 X값의 변화

에 따른 지역별 등가 연료비의 총합이다.

그림 4  X값에 따른 지역별 등가연료비의 변화

Fig. 4  Regional equal fuel cost for a variation of X value

그림 5  X값에 따른 총 연료비의 변화

Fig. 5  Total fuel cost for a variation of X value

그림 5에서 계산된 연료비를 이용하여 식 (13) ~ 식 (15) 

 그림 6과 같이 세 지역에서 사용한 체 연료비에 한 

값을 산정하 다. 단, X값은 0.09에서 값에서 가장 경제 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13)

  
       (14)

  
       (15)

그림 6  CO2 배출량 제약을 고려한 지역별 등가 연료비 함수

Fig. 6 Equal fuel cost function considering CO2 emission 

constraints

(3)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만족하는 발 소 최 운

결과 도출

그림 6의 지역별 등가연료비 함수로부터 CO2 배출량 제

약을 고려한 경제부하배분을 산정하게 되면 지역별 CO2 배

출량을 담당할 분담부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지역 부하 산정 결과

1지역의 부하 : 1,111.815 [MW]

2지역의 부하 : 1,166.576 [MW]

3지역의 부하 : 1,051.609 [MW]

따라서 표 4와 같이 변화된 부하로부터 지역별 경제부하

배분을 다시 수행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만족되면서 개별

발 기들의 출력이 계산된다.

표  4  제안한 발 기 최 운 과의 비교분석

T able 4 Comparison of existing operation and suggested 

optimal operation

구분

지역별 

담당부하

[MW]

발

비용

[천원]

CO2
배출량

[Ton]

CO2 

배출량 

제약 [Ton]

지역1
용 1,110 17,985.24 10

10
용 후 1,111.82 18,035.74 10

지역2
용 1,110 17,909.38 10.209

11
용 후 1,166.58 18,884.70 11

지역3
용 1,110 20,376.36 9.124

9
용 후 1,051.61 17,077.15 9

표 4에서는 1지역, 2지역의 CO2 배출량 제약을 만족하

으나, 3지역은 최소배출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그러나 2.2 의 단계 1 ~ 단계 3의 과정을 통하여 지

역별 발 기 최 운 을 하 을 경우에는 세 지역의 지역별 

환경오염 배출량 제약을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지역별 CO2 배출량 제약을 만족시키기 해 지역별로 

1,110[MW]의 부하를 이용하여 경제부하배분을 수행한 결과

와 단계 1 ~ 단계 3의 과정을 거쳐 지역별 제약을 고려한 

경제부하배분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면 1지역과 2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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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하는 증가하 고, 3지역의 담당부하는 감소하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4 .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수정된 IEEE RTS-24 모

델계통에 용하여 타당성과 유용성을 증명하 으며 본 연

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등가발 기와 등가연료비함수라는 개념

을 통하여 환경제약을 고려한 화력발 기 최 운  알

고리즘 개발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발 기 최 운  방법론을 제안하 다. 

(2) 기존의 수도권 기환경보 법과 같은 제도의 강화로 인

하여 지역별 환경보 법으로 확산되고 발효할 경우 본 

연구에 의한 지역별 CO2 제약을 고려할 수 있는 발 소 

운 방법으로 상기의 제도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3) 수정된 IEEE RTS-24 모델계통을 통하여 CO2 배출량제

약은 기존결과에 해서는 1지역과 2지역은 만족하 으

나, 3지역의 결과가 불만족 되었으나, 본 알고리즘을 통

하여 세지역의 CO2 배출량제약이 만족한 결과로 도출되

었다. 한, 기존의 담당부하는 세 지역이 모두 

1,110[MW]이었는데 본 알고리즘을 통하여 지역별 CO2 

배출량을 담당할 분담부하는 1지역은 1.185[MW]증가, 2

지역은 56.576[MW]증가 그리고 3지역은 58.391[MW]감

소하 으며, 이를 각각의 경제부하배분에 의한 연료비를 

비교한 결과 연료비 측면에서도 2273.39[천원]이 약되

는 결과가 정량 으로 계산되었다.

(4) 향후 본 연구에서 진행된 기간  배출권거래를 고려한 

환경제약을 고려한 화력발 기 최 운  알고리즘개발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한다면 향후 발

소 운용측면에 있어서 환경규제에 극 처할 수 있

는 기술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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