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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s of available alternatives in the transmission planning are evaluated by the investment

cost, loss cost and congestion cost. Congestion/loss cost is calculated in many years and many load

levels by unit commitment of generators, optimal dispatch, load flow, judgement about transmission

congestion and re-dispatch to reduce the congestion. The greatest difficulties to introduce variable

optimization techniques on the transmission planning is the convergence of load flow. In this paper,

economics in the transmission planning are evaluated using DC load flow, and case study is conducted

on the Korea power system by proposed congestion/loss calcul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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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송변전설비계획수립절차에서는전력조류, 고

장전류, 과도안정도등기술성검토를통해가용대안

을선정한후경제성평가로대안별우선순위를결정

한다. 경제성 검토 단계에서는 투자비용, 전력손실비

용, 송전선로 혼잡비용(Congestion cost)을 산정하는

데, 그 중 손실비용과혼잡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는

미래 계통에 대한 조류계산(Load flow)을 수행해야

한다. 손실비용의경우는피크부하계통에대한조류

계산 결과와 손실계수(Loss load factor)를 결합하여

연간손실비용을산정할수있다. 반면혼잡비용의경

우는모든부하수준에대해혹은피크부하계통과기

저부하계통사이의몇단계부하수준에대해계통분

석을수행해야연간혼잡비용을계산할수있다. 또한

송변전설비 수명기간 동안의 다수 년도에 대한 계통

분석이필요하고, 각각의계통분석단계에서는발전기

ON/OFF 상태를결정하기위한발전기기동정지계획

(UC : Unit commitment), ON 상태발전기의유효전

력 출력을 배분하기 위한 경제급전(Economic

dispatch), 조류계산 후 계통혼잡 여부에 대한 판단,

혼잡해소를 위한 발전기 출력의 재급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통계획 과정에서 가용대안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기위해선형계획법, 비선형계획법, 혼합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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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등의최적화기법을도입하는데있어의외의가

장큰난관은실계통의조류계산수렴성문제다[1]. 작

은규모의전력계통을대상으로하는사례연구에서는,

새로운 기법에 의한 결과를 계통에 적용하여 계통의

구조나 발전기 출력을 변경한 후에도 조류계산이 여

전히 수렴하고, 혹 수렴하지 않더라도 무효전력이나

모선전압을 조정하여 조류계산을 수렴시킬 수 있다

[2]. 그러나 국내 실계통과 같은 대규모 계통에서

PSS/E 등의 상용 조류계산 팩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조류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작업이며,

조류계산이완벽히수렴하는한국전력의실계통데이

터를보유하고있더라도그계통을수정한후조류계

산이 수렴하지 않으면 연구자가 제시한 새로운 기법

이 국내 실계통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

조류계산의수렴성문제를해결할 수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은 PSS/E OPF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PSS/E OPF에서는전압위반조건이나무효전력보상

장치투입량을변경하여조류계산을수렴시키는기능

을 보유하고 있다. PSS/E는 현재 실계통 조류계산을

위해가장널리사용되는프로그램이므로PSS/E OPF

기능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계통계

획은다수년도에대해, 그리고 1개년도안에서도다

수부하수준에대해계통분석을수행해야한다. 또한 1

개 부하수준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계통을 구성하여

계통분석을수행해야한다[3]. 상용팩키지안에새로운

기법을코딩하여삽입하고자한다면그프로그램에대

한해박한지식을필요로하고, 이를피하고자한다면

다수프로그램을병렬로구동시키면서프로그램간에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조류계산의수렴성문제가전혀

발생하지않는직류조류계산을계통계획경제성평가

에도입하여좀더신속하고편리한계통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전력계통 환경에 적합한

손실비용과혼잡비용계산법을제안하여국내실계통

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2. 직류조류계산

직류조류계산은비선형전력방정식을선형모델로

근사화해서해를찾는기법으로서, 반복계산없이역

행렬의행렬곱으로해를도출하기때문에계통계획이

나상정사고해석시계통상태확인을위해널리이용

한다. 직류조류계산은 선로의 저항성분을 무시하고,

무효전력을계산하지않으며, 모선전압의크기는 1 pu

로 모든 모선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어드미턴스

행렬의역행렬과모선의유효전력열벡터의행렬곱으

로모선전압위상각을구하며, 계산된모선전압위상

각을 통해 선로에서의 전력손실과 선로의 유효전력

조류를계산할수있다. 직류조류계산의기본식은다

음과 같다[4].

     (1)

     (2)

여기서 [P]는 모선의 유효전력으로 구성된 열벡터,

[B]는 선로의 리액턴스만 고려한 어드미턴스 행렬,

[Ɵ]는 모선전압의 위상각으로 구성된 열벡터이다.

모선전압의위상각을구한후다음식을통해선로

의 유효전력 조류와 선로의 전력손실을 구한다.

 


 (3)

 
 (4)

여기서 xij와 Rij는각각모선 i와모선 j를잇는선로

의리액턴스와저항, θi는모선 i의 전압위상각을말

한다.

3. 혼잡비용의 계산

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의북상조류가허용용량을

초과하거나 전압 안정도를 위반하는 등 계통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기 출력을

재조정해야하고, 이때계통전체의발전비용이증가

한 만큼을 혼잡비용이라 한다[3]. 송변전설비 신설로

인해 계통혼잡이 완화된다면 재조정해야 할 발전기

출력이상대적으로작아지므로혼잡비용은감소하고,



95

배인수․송우창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6권 제12호, 2012년 12월

이는 설비 신설로 인해 혼잡비용이 감소했다고 정량

화할 수 있다.

혼잡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는혼잡이발생하고있

는계통(‘비제약계통’)의총발전비용과혼잡이해소된

계통(‘제약계통’)의 총 발전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설

비 신설 전과 설비 신설 후를 비교해야 하므로 설비

신설 후의 계통에 대해서 다시 비제약계통의 발전비

용과제약계통의발전비용을계산해야한다. 즉설비

신설로인한 ‘혼잡비용의변동량’을알기위해서는설

비신설전후각각에대해비제약계통, 제약계통을분

석해야 한다. 부하수준별 지속시간을 가중치로 하여

각부하수준별혼잡비용변동량을합산한 ‘연간혼잡

비용 변동량’은 식 (5)와 같다.

 
 











 





 (5)

여기서 n은 피크부하(부하수준 100%)부터 기저부

하(부하수준 60%)까지의 연간 부하지속곡선을 부하

크기를기준으로구분한개수다. Dl은연간부하지속

곡선에서 부하수준 l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이고,

Cgen,l은부하수준 l에서계통전체의총발전비용을말

한다. 계통발전비용의윗첨자 new는설비신설후계

통, 윗첨자 old는 설비 신설 전의 기존 계통, 윗첨자

con은계통혼잡을고려하지않고발전기출력을결정

해서계통혼잡이발생한비제약계통, uncon은계통혼

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기 출력을 재배분한 제약

계통을 의미한다.

송변전설비를신설하면신설전에비해비제약계통

과제약계통의총발전비용이변하고, 이를통해혼잡

비용의변동량을계산한다. 그런데계통의총발전비

용은송전혼잡을해소하는과정에서변하기도하지만,

설비가새롭게추가되었으므로계통의전력손실도변

하여총발전비용에영향을준다. 결국발전비용의차

이에는 전력손실 변동에 의한 영향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력손실영향을배제하기위해서는더복

잡한 혼잡비용 계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류조류

계산을적용할경우, 조류계산에서선로의저항성분을

무시하므로전력손실의영향없이단순히발전비용의

차이로 혼잡비용을 구할 수 있다.

4. 손실비용의 계산

비제약계통보다는송전혼잡까지고려한제약계통이

실계통상황과더유사하기때문에, 혼잡비용을구하

기위한제약계통의분석결과에서손실비용을도출할

수있다. 연간 전력손실은피크부하계통에서구한전

력손실에 손실계수를 곱하면그 값을알 수 있다. 그

러나제약계통은부하수준에따라계통분석결과에서

큰차이가난다. 부하수준별로발전기출력이서로다

르기 때문에 송전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력 재분

배도부하수준별로상이하고결국부하수준별로제약

계통의 전력손실도 상이하다. 따라서 제약계통 기준

으로손실비용을구하기위해서는피크부하계통에대

한 분석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까지 모든 부하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송변전설비신설로인한부하수준별 ‘손실비용의변

동량’은, 설비신설전계통에서의전력손실과설비신

설후계통에서의전력손실차이를통해전력손실변

동량을 구한 후 손실전력량의 단가(계통한계비용)를

곱해서 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력손실이 포함된

발전측 전력량을 예측하여 계통한계비용을 산정하므

로실제손실전력량의평균단가는계통한계비용보다

다소작다. 반대로 수요측전력량을예측하여계통한

계비용을 산정할 경우는 손실전력량의 평균 단가가

계통한계비용보다다소높을것이다. 그러나실제계

산결과손실전력량의단가와계통한계비용은그차이

가 미비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손실전력량의 단가로

계통한계비용을 사용하였다.

결국 송변전설비 신설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의 변

동량’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P loss,l은 부하수준 l에서 계통 전체의 전력

손실, SMP l은부하수준 l에서의 계통한계비용을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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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류조류계산과 경제성 평가

직류조류계산을이용한계통계획의경제성평가순

서도는 그림 1과 같다.

피크부하(부하수준 100%)에서 송변전설비신설 전

비제약계통을시작으로부하수준 100%신설전제약

계통, 부하수준 100% 신설 후 비제약계통 순서로 부

하수준 60%신설후제약계통까지총 20개의계통분

석을 진행한다. 단 비제약계통에서 송전혼잡이 발생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제약계통 분석은 무시하고

진행한다.

수력발전기와 양수발전기는 부하수준별로 미리

정해놓은 출력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 화력발전기

는 예비력 기준을 만족하도록 발전비용이 저렴한

순서로 계통에 병입된 후 경제급전에 의해 출력을

결정한다.

직류조류계산은모선전압이모두 1pu라고가정하므

로, 전압안정도분석은불가능하다. 본논문에서는송

전혼잡중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흐르는북상선로

의용량제약을고려하였으며, 직류조류계산을통해계

산한 북상선로의 조류량과 제약량을 비교한다. 비제

약계통은북상선로용량제약을초과한상태에서계통

분석을수행하고, 제약계통은수도권과비수도권사이

에서발전량을재배분하고경제급전을다시수행하는

반복과정을거쳐북상선로조류량이용량제약과동일

하도록 한다.

또한계통한계비용을산정하기위해서, 식 (4)로 계

산한전력손실을계통부하에포함한별도의경제급전

을 수행한다.

결국 부하수준, 신설 전/후, 비제약/제약계통 총 20

개의 계통마다 경제급전 수렴을 위한 루프와 연계조

류수렴을위한루프가 존재하므로, 그림 1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작부터 종료

까지전과정을MATLAB으로코딩한경우에도평균

2분가량의동작시간이소요되며, 식 (2)의 [B]-1역행

렬을구하는별도의함수를도입할경우는평균 18분

가량 동작시간이 소요된다.

그림 1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값

은 1개 년도 1개 대안에 대한 연간 손실비용 변동

량과 연간 혼잡비용 변동량이므로, 여러 대안을 대

상으로 신설한송변전설비의 수명기간동안에 걸쳐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이 필요하다.

그림 1. 직류조류계산 계통계획 경제성 평가 순서도
Fig. 1. Flowchart of economic evaluation using DC

load flow

6. 765kV 1회선 사례연구

직류조류계산을이용한계통계획의경제성평가결

과와 PSS/E OPF 팩키지를활용한기존경제성평가

결과[5]를 비교하기 위해 신안성-신가평 간 765kV

1회선이 증설된 2018년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사례연구의파라미터는참고문헌[5]를참조하

였다. 765kV 1회선증설로인해비수도권에서수도권

으로의 북상선로 용량제약이 194MW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엑셀파일로작성한입력데이터와연

동되는 프로그램을 MATLAB으로 작성하여 사례연

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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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1회선증설로인한시간당혼잡비용변동량

과 시간당 손실비용 변동량을 2018년 각 부하수준별

로 구하면 각각 표 1, 2와 같다.

표 1. 부하수준별 혼잡비용 변동량 [천원/시간]
Table 1. Congestion cost variance by load level

[thousand won/hour]

부하수준 직류조류계산 PSS/E OPF

100% -8,580 -14,893

90% -9,626 -16,931

80% -10,062 -16,324

70% 0 -3

60% 0 0

표 2. 부하수준별 손실비용 변동량 [천원/시간]
Table 2. Loss cost variance by load level

[thousand won/hour]

부하수준 직류조류계산 PSS/E OPF

100% -13,878 -11,461

90% -7,434 -3,887

80% -2,634 -1,928

70% -623 -1,009

60% -27 -73

2018년의 부하수준 70%, 60%에서는 송전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잡비용이 없고, 결국 765kV

1회선 실설로 인해 북상선로 용량제약이 증가해도

혼잡비용의변동또한없다. 반면송전혼잡이존재하

는부하수준에서는설비신설로인해혼잡비용이감

소하고 있다.

송전혼잡이 존재하는 부하수준에서는 전력손실을

제약계통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송전혼잡이 존재

하지않는부하수준에서는제약계통과비제약계통이

동일하므로비제약계통을기준으로전력손실을계산

하였다. 설비 신설로 인한 손실비용 변동량을 보면,

부하수준이 100%에서 60%로점차감소할수록전력

손실량 자체도 감소하고 계통한계비용도 감소하기

때문에손실비용변동량도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

이고 있다.

시간당비용변동량에부하수준별지속시간을곱해

서합산한연간혼잡비용변동량과연간손실비용변

동량을 계산하면 표 3과 같다.

보다 정확한 PSS/E OPF의 결과에 의하면, 765kV

1회선신설로인해연간혼잡비용은약 690억원절감

되고 연간 손실비용은 약 13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직류조류계산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는연간혼잡비용절감액은다소작게, 연간

손실비용 절감액은 다소 크게 산출되는 결과를 보이

고 있다.

표 3. 연간 혼잡/손실비용 변동량 [억원/년]
Table 3. Annual congestion/loss cost variance

[hundred million won/year]

연간 혼잡비용

변동량

연간 손실비용

변동량

직류조류계산 -417.2 -181.9

PSS/E OPF -690.4 -134.6

7. 결  론

본논문에서는국내전력계통상황에적합한혼잡비

용산정방식과손실비용산정방식을제시하였으며, 실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계획 경제성 평가에 적용

하기위해직류조류계산을도입하였다. 또한, 신안성-

신가평 765kV 1회선신설에관한 2018년 사례연구를

통해 PSS/E OPF 팩키지를 활용하는 경제성 평가기

법과본논문에서제시한평가기법의계산결과를비

교하였다.

직류조류계산은반복계산이필요없는빠른계산시

간과강력한수렴성을보장하지만, 무효전력과모선전

압의크기를무시하기때문에그결과가다소부정확

하다. 따라서계통운용의측면에서는직류조류계산을

적용하기에무리가있지만, 불확실한미래계통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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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계통계획 측면에서는 충분히 장점을 가진다.

또한 국내 실계통의 조류계산 비수렴성은 새로운 계

획기법 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대규모 계통에

대한계통계획절차에서직류조류계산은그활용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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