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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경제급전을 고려한 345㎸ 송전계통의 기준 전압 

설정 방법

Determining the Reference Voltage of 345 kV Transmission System Considering 

Economic Dispatch of Reac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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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yu Hwang ․ Young-Gyu Jin ․ Yong-Tae Yoon ․ Jin-Boo Choo)

Abstract - In the cost based pool market in Korea, there is no compensation of reactive power because the fuel cost for 

reactive power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active power. However, the change of energy paradigm in the future, 

such as widespread integration of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source, will prevent the system operator from mandating the 

reactive power supply without any compensation. Thu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reference voltage of the 345 kV 

transmission system that minimizes the reactive power supply.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ispatch of reactive 

power aiming at minimizing the compensation cost for the reactive power servic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reference voltage,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using the IEEE 14 bus system and the KEPCO real network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 voltage lower than the current reference value is recommended to reduce the reactive power 

supply and also suggest that the current voltage specification for the 345 kV system needs t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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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국내 전력시장은 6개의 발

전사로 분리되어 경쟁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할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였다. 이때 무효전력 비용 보

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료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변동비 반영시장(cost based pool, CBP)에서 상대적으로 연료비

가 아주 적은 무효전력에 대한 가격이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하지만 향후의 전력 시스템은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확대, 분

산형 전원 증가와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무효전력의 공급과 충분한 예비력 확보를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를 유지하고 양질의 전기 품질 유지를 위한 무효전력 공급자들의 

무효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동기 부여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무효전력 서비스 보상 체계와 공정한 거래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무효전력 서비스에 대한 보상 사례를 보면 전력시장 개

방과 자유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통 신뢰도와 전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미국은 1996년 미연방 에너지 규제위

원회(FERC) Order 888을 발표하면서 전압 보상을 위한 발전기 

무효전력을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

의 요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시기 무효전력 비

용 보상을 고려한 이유는 송전망 시장이 개방되고 독립 계통운영

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가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무효전력 공급과 발전사업자의 무효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 동기 

부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1]. 현재 미국 내 New York ISO 

(NYISO), California ISO(CAISO), PJM 등 대부분의 ISO가 방식

은 다르지만 발전사업자에게 무효전력 비용을 보상하고 있고 캐

나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인도, 일본 등도 보상하고 

있다.

국내 345㎸ 송전계통을 보면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345㎸ 계통 기준전압이 353㎸으로 전압조정목표(353-17

㎸~353+7㎸)의 중간값보다 8㎸ 높게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대부분이 분로 리액터(shunt reactor)로 전

압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로 리액터의 역할은 무효전력을 

흡수하여 전압상승을 억제하고, 특히 경부하 시 수전단 전압 상

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발전

모선이나 발전소 인근 변전소에도 많은 양의 무효전력 보상장치

를 운영하고 있다. 분로 리액터와 같은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하

루에 최소 1회 이상 다빈도로 운전하며 분로 리액터 차단 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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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및 국내 전압유지 범위

Table 1 345 kV reference voltage and its operational range 

in some countries

국가
계통 

운영자

전압유지 범위 목표전압

(㎸)최소 최대

미국 NYISO 338 362 345

PJM 328 362 345

ERCOT 330 362 345

영국 NGC 380 420 400

일본 구주전력
512(주간)

510(야간)
525 500

한국 전력거래소 336 360 353
그림 1 NYISO 기회비용 입찰곡선

Fig. 1 Bid Curve Used to Calculate LOC 

류재단 현상(current chopping)에 의한 과도회복전압에 의해 고

장이 자주 발생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345㎸ 계통전압과 유효전력 손실량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송전전압을 353㎸로 설정한 경우에 평균 손실량이 722㎿인

데 비해 송전전압을 345㎸로 낮추게 되면 평균 손실량이 100㎿

증가한다[3]. 또한 부하 측에 전달되는 전력은 전원 측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전압 안정도 여유분도 송전전압이 높

을수록 증가한다[4]. 이와 같이 높은 계통전압은 송전손실 저감, 

송전용량 증대 및 전압 안정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전력설비의 

열화나 절연에 악영향이 있고 특히 많은 무효전력을 필요로 한

다. 계통 기준전압이 제정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전손실 

절감과 발전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높은 계통전압으로 운영하면서 

무효전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지만, 앞으로의 전력 환경 변화

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345㎸

송전계통에서의 무효전력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의 무효전

력 보상 사례의 검토를 통해 국내 전력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IEEE 14 표준모선과 한전 실제 계

통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345㎸ 계통 기준전압의 재검토 필

요성을 검증하였다. 

2. 무효전력 운영 및 비용 산정

2.1 국내 무효전력 운영 현황

1996년 제정한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에서 345

㎸ 계통의 기준전압을 353㎸로 최초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

고 있다. 표 1은 해외 및 국내 계통의 목표전압과 전압유지 범위

이다. 대부분의 전력계통은 목표전압을 전압유지 범위의 중간값

으로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주간, 야간에 따라 전압 범위를 다르

게 운영하는데, 주간에는 송전손실 경감을 위해 높은 전압을 운

영하고, 야간에는 수전단의 전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간에 비

해 낮은 전압으로 운영한다. 

국내 무효전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계통전압과는 반

대로 송전 계통에는 무효전력을 흡수(소비)하여 전압을 낮추는 

분로 리액터만 운영하고 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무효전력 보상

장치는 2016년 말 기준 전력용 콘덴서 23GVAr, 분로 리액터 

15.7GVAr 운영 중인데, 이 중 345㎸ 계통에는 순동 무효전력 보

상장치(SVC, STATCOM)를 제외하면 전량 분로 리액터로 

11.1GVAr를 운영 중이다[6].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송전손실로 

장거리 송전이 어렵고 국지적 성질을 갖고 있어 부하 측이나 필

요개소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많은 분로 리액터가 발전단지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운영 중이다. 발전단의 높은 345㎸ 전압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분로 리액터로 무효전력을 보상(소비)하여 전

압을 낮추고 경부하 시 수전단의 전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송전

단의 분로 리액터로 보상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여 송전선로

를 개방하여 송전선로의 무효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 해외 

전력사나 ISO의 무효전력 운영 자료를 보면 전력용 콘덴서를 활

용하여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국내처럼 송전 계통에 

분로 리액터로만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사례

이다. 

2.2 해외 무효전력 비용 보상

New York ISO(NYISO)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에 대

해서 보상하지만, 공공 발전사와 민간 발전사에서 운영하는 발전

기에 대해 상이한 보상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NYISO는 전압 보

상서비스에 참여하는 발전기에는 AVR(auto voltage regulator)의 

의무적 설치․운영을 지시하고 있다. 공급 발전기 자격을 획득하

기 위해 발전기의 무효전력 용량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진상 무효전력과 지상 무효전력 용량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해야 

한다. NYISO는 무효전력 공급 자격이 있는 발전기에 대해 2가지

의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압보상서비스에 대한 

연간 보상방법으로 전압보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전압보상을 

위해 무효전력 공급량이 AVR의 보상량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AVR 보상에 대해 연간 지불하게 된다. 2014년 기준 ＄2,592/ 

MVAr이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변동된다. 

두 번째는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유효전력 감소에 대한 기회

비용(lost opportunity cost, LOC)의 보상으로, 그림 1의 회색 부

분이 입찰에 의해 책정된 기회비용이다[7]. 

캘리포니아 계통에서 전압보상과 무효전력 관리는 CAISO가 

책임지고 있다. CAISO는 송전, 배전사업자, 발전사업자의 전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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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설비들을 조정한다. 예를 들면 배전사업자의 역률이 지상 

0.97~진상 0.99 유지하는지, 송전사업자의 전압보상장치(전력용 

콘덴서나 리액터)의 제어, 발전기 역률이 지상 0.9~진상 0.95 유

지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는 등 전압 스케줄링과 무효전력의 최

적화를 관리한다. 전압보상과 무효전력은 신뢰도가 높은 발전기

를 통해 조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8]. 

PJM의 발전사는 무효전력 공급과 전압보상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무효전력 수입 요구액의 1/12을 매월 균일하게 보상받는다. 

발전사업자는 수입 요구액을 언제든지 FERC에 제출할 수 있다. 

무효전력과 전압보상 요금은 지역적으로 영역(zone load)과 비영

역(non-zone load)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된다. 

영국에서는 National Grid Company(NGC)가 ISO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효전력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기본보상과 입찰이다. 기

본보상은 NGC에 속한 50㎿ 이상인 발전기가 공급하는 의무 무

효전력 서비스(obligatory reactive power service, ORPS)로서, 

지상 0.85 ~ 진상 0.95 범위에서 공급하는 무효전력에 대해 보상

한다. 입찰은 확대 무효전력 서비스(enhanced reactive power 

service, ERPS)로, 최소 무효전력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무효전

력을 공급하기 위한 입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입찰은 6개월마

다 실시되고 입찰 가격과 발전기의 공급능력으로 평가받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송전회사는 발전회사 또는 다른 송전회사와

의 계약을 통해 무효전력을 공급받는다. 발전회사는 발전기 무효

전력 공급용량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공급량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벨기에의 무효전력 요금은 역률 영역에 차등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상 0.95~지상 0.95에서의 요금은 

0.21 Euro/MVArh 정도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날 경우 6 Euro/ 

MVArh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발전기와 동기 조상기에 

무효전력 서비스를 보상하고 있다. 호주는 일정 역률 영역(진상 

0.93~지상 0.9)에서의 의무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영

역에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으론 보상하고 있다.

3. 사례 연구

무효전력은 계통전압을 보상하여 계통 신뢰도와 전압 안정도

에 기여한다. 전력조류 방정식을 기본으로 부하 모선의 무효전력 

필요량과 발전모선의 전압과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였다. 무효전력 

비용은 진상 또는 지상 무효전력 공급량에 대한 함수로서, 일례

로 유효전력 발전비용 함수처럼 2차 함수로 지정할 수 있다[9].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무효전력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무효전력 비용이 진상/지상 무효전력의 공급

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절대값 함수로 가정하고, 무효전력의 

공급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계통전압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제약조건으로는 부하모선의 전압이 Emin(0.95pu)과 Emax 

(1.05pu)의 계통전압 유지범위를 준수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계통 전압의 설정에 따른 무효전력의 최소화 검증을 위해 IEEE 

14 모선 시스템과 한전 실제 계통을 PSS/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고, 발전모선 전압의 변화에 따른 무효전력량의 변화를 통해 무

효전력의 경제급전을 고려한 계통 목표전압을 제시하였다. 

3.1 IEEE 14 모선계통 적용 사례

그림 2는 IEEE 14 모선 시스템으로 총 5개의 발전모선과 9개

의 부하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선 1은 슬랙모선으로 설정하

고 나머지 4개의 발전모선(2, 3, 6, 8)의 전압 변화에 따른 무효

전력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슬랙모선을 제외한 발전모선의 전압

제어에 의해 보상되는 무효전력의 총량을 최소로 하는 발전모선 

전압을 구하고자 한다. IEEE 14 모선 데이터를 표 2에 나타냈다.

표 3은 발전모선 전압을 0.01pu씩 저감할 때 발전모선의 무효

전력량을 구한 것이다. 모선 1은 슬랙모선으로 송전선로의 무효

전력 손실분을 보상한 것으로, 무효전력의 특성상 총량을 계산할

그림 2 IEEE 14 모선 시스템

Fig. 2 One-line diagram for the IEEE 14 bus system

모선
전압 
크기
(pu)

발전기 부하

PG QG Qmax Qmin MW MVAr

1 1.06 232.4 -16.6 0 0 - -

2 1.045 40 43.6 50 -40 21.7 22

3 1.01 0 25.1 40 0 94.2 19

4 1.0117 - - - - 47.8 -3.9

5 1.0195 - - - - 7.6 1.6

6 1.07 0 12.7 24 -6 11.2 7.5

7 1.0615 - - - - - -

8 1.09 0 17.6 24 -6 - -

9 1.0559 - - - - 29.5 16.6

10 1.0510 - - - - 9.0 5.8

11 1.0569 - - - - 3.5 1.8

12 1.0552 - - - - 6.1 1.6

13 1.0504 - - - - 13.5 5.8

14 1.0355 - - - - 14.9 5.0

표    2 IEEE 14 모선 데이터

Table 2 Parameters for the IEEE 14 bus systems

 



전기학회논문지 67권 5호 2018년 5월

614

표    3 IEEE 14 모선의 전압에 대한 무효전력(MVAr) 변화

Table 3 Reactive power (MVAr) with respect to the system 

voltage for the IEEE 14 bus system

발전모선 

전압

모선 무효전력 

합계1 2 3 6 8

1.05 -39 50 40 24 18 172

1.04 -36 50 40 24 16 166

1.03 -35 50 40 22 17 164

1.02 -30 50 40 19 15 154

1.01 -24 50 40 18 11 142

1.00 -19 50 40 15 9 133

0.99 -14 50 40 12 8 125

0.98 -3 43 40 10 7 104

0.97 17 25 40 10 7 99

0.96 37 7 40 10 7 101

0.95 57 -10 40 10 7 124
그림 3 인천 지역 발전단지 계통도

Fig. 3 Structure of the power networks in Incheon area

그림 4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 (분로 리액터 운전)

Fig. 4 Reactive power supply of generators when the shunt reactor is on

때는 합산하는 방식으로 무효전력 총량을 구하였다. 발전모선 전

압이 0.99pu 이하에서 부등식 제약조건을 초과하는 저전압 개소

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345㎸ 계통 목표전압인 353㎸(1.02pu)

을 계통 목표전압을 1.0pu로 변경하는 경우 무효전력 총량은 

37% 감소하였다. 0.97pu 부근에서 무효전력이 최저가 되었고 이

후 다시 증가하였다. 

3.2 한전 실제 계통 적용 사례

국내 실 계통을 활용하여 345㎸ 계통전압 변화에 따른 무효전

력 보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천 지역의 발전기 단자전압에 

대해 전압유지범위(1.05pu~0.95pu)를 0.01pu씩 조정하면서 발전

기의 무효전력 공급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부하 데이터는 한전 

2016년 동계 최대부하 자료(16.1.21 11시)를 이용하였다. 인천 지

역을 선택한 이유는 발전단이 밀집해 있고 송전선로 지중화가 

70% 이상이며 부하에 따른 무효전력량의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

문이다. 인천 지역 총 발전량은 8238㎿이고, 345㎸ 분로 리액터 

2,100MVAr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은 인천지역 발전소와 연계 계통 변전소, 분로 리액터 

설치 현황이다. 발전소 공용 모선에 있는 일부 분로 리액터는 상

시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모선의 전압은 353㎸ 이상을 항

상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실제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PSS/E 조류계산 시 모드 설정은 변압기 탭운전 고정, 무효

전력 보상장치는 Lock 으로 설정하였고 서인천 복합 모선에 연결

된 분로 리액터(500MVAr)를 운전, 정지로 구분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천 지역의 서인천 복합 발전모선과 신인천 복합 발

전모선에 연결된 발전기 12대의 단자전압을 1.05pu부터 0.01pu씩 



Trans. KIEE. Vol. 67, No. 5, MAY, 2018

무효전력 경제급전을 고려한 345㎸ 송전계통의 기준 전압 설정 방법             615

그림 6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 (분로 리액터 정지)

Fig. 6 Reactive power supply of generators when the shunt reactor is off

그림 5 발전기 무효전력 총량 (분로 리액터 운전)

Fig. 5 Total reactive power supply with respect to the 

voltage when the shunt reactor is on

그림 7 발전기 무효전력 총량 (분로 리액터 정지)

Fig. 7 Total reactive power supply with respect to the 

voltage when the shunt reactor is off

감소시키면서 무효전력 공급 혹은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분로 리액터를 운전했을 때의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과 무효전

력 총량을 각각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냈다. 단자전압 변화에 

따른 발전기 무효전력 최소 보상으로 예측했던 1.0pu에서 최소의 

무효전력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0.98pu 부근에서 무효전력량

이 최소가 되었다. GT1, 2와 ST1, 2는 서인천 복합 모선에 연결

된 발전기로서, 분로 리액터 운전으로 전압보상을 위해 더 많은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발전기의 총 무효전력량도 발전기 단

자전압 0.98pu 부근에서 최소화되며 높은 발전기 단자전압에서 

다량의 무효전력을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로 리액터를 운전하지 않았을 때의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과 

무효전력 총량을 각각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냈다. 분로 리액터

를 운전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압별 평균 130MVAr 정도 

무효전력을 덜 보상해도 동일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인

천 복합 발전모선의 분로 리액터의 운전에 따라 GT1, 2와 ST1, 

2의 무효전력 변화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분로 리액터의 운전과 

관계없이 무효전력 최소량은 0.99~0.98pu 사이에서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무효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통의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또 경제급전을 위해 345㎸ 계통 

기준전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기학회논문지 67권 5호 2018년 5월

616

송전망의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345㎸ 계통 기준전압의 재검토까지 이르게 되었고, 345

㎸ 계통전압의 비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효전력 공급량 측면

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전력시스템의 최적

화나 전압보상 문제에서는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에 영향을 받지

만, 유효전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본 연구의 목적인 계통 

기준전압 재검토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무효전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기본 전력조류 방정식을 활용하여 발전모선 전압을 무효전력 

조정변수로 사용하여 IEEE 14 모선과 한전 실제 계통을 활용한 

사례 연구로 무효전력 경제급전을 고려한 계통전압 재검토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IEEE 14 모선과 한전 실제 계통 사례 연

구에서 무효전력 경제급전 구간은 0.98pu 부근이 최적 전압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송전계통의 전압을 

낮추게 되면 송전손실 증가, 송전용량 감소 및 전압 안정도 여유

분 축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송

전계통 전압을 현재의 값보다 낮추되, 본 연구의 정량적 결과로 

산출된 0.98pu 대신 해외 전력사의 사례와 같이 1.0pu의 기준전

압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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