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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민감도와 부하지속곡선을 활용한 적정 부하역률의 
효과적인 산정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Methodology of Determining an Appropriate Load Power Factor 
Effectively by the Use of Reactive Power Sensitivity and Load Dur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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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Ha Lee․Sung-Ho Hwang)

Abstract  -  In this paper, a methodology to use load duration curve and the reactive power factor sensitivity of 

generation cost is proposed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load power factor effectively. A great deal of cases of power 

system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patter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using load duration curve, and the overall 

effects of load power factor are assessed by integrating the analysis results of load power factor in all the patterns. The 

reactive power sensitivity of generation cost and the integrated costs such as generation cost, investment cost, voltage 

variation penalty cost and CO2 emission cost are used for determining an appropriate load power factor. A systematic 

procedure for effective analysis of load power factor is presented. It is shown through the application to the practical 

power system of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that the effects of load power factor can be analyzed 

effectively using load duration curve and reactive power factor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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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시스템의 계획과 운용이 분리되어 있는 재의 력

산업 체제에서 통합 인 무효 력과 부하역률의 리가 어

려워 지고 있다. 력 수요의 지속 인 증가와 함께 무효

력 수요도 증하고 있어서 력손실이 증 되고 있고, 정 

압유지에 한 수용가의 요구수 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무효 력 공  부족은 압안정도 문제를 일으켜 

안정  력공 을 할 수도 있으므로 무효 력 수 에 

큰 역할을 하는 부하 역률 리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력계통의 경제 인 측면에서 한 

압의 품질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부하 역률을 어느 수 으

로 유지하여야 효율 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형화되고, 복

잡하게 되어가는 력 환경에서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하역률을 분석하고 정 부하역률을 결정하

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여되어 있고, 어려운 들이 많

다. 첫째로 부하역률은 시스템의 조건이 변함에 따라 바 고 

변하므로 부하역률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해석해야 할 

상 수가 무나 방 하다는 이다. 검토할 상의 수가 

무 많아 모든 이스에 하여 분석하기는 무나 힘들고 

어렵다. 두 번째, 역률개선 설비의 설치비용, 력손실 등을 

고려하는 경제효과가 반 되는 요소들과 압의 일정 범  

유지라는 압품질의 효과들이 반 되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는 이다. 셋째로, 력시스템의 발 설비와 

부하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부하역률에 한 효

과의 분석이 달라지게 되므로, 설비투자 효과를 분석하기 

해 시스템의 변화를 측해야 하는데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보

면 보다 용이한 실계통의 부하역률 효과 분석을 하여 간

략화과정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부하역률 리는 무효 력 수 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각국마다 부하 역률을 일정 수 으로 유지하기 한 규제나 

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규정 압 유지 측면에서의 

부하 역률 개선을 한 무효 력 설비 투자 계획 등에 한 

연구들은 상당히 연구되어 왔으나, 정 부하 역률 산정과 

부하 역률의 체 인 효과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없었다.  

M.M. Saied 는 력손실과 무효 력 보상설비 비용과 역률

을 개선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는 선로나 변압기의 설치비용

을 근사 으로 계산하고 이들의 비용의 합을 최소로 하는 

역률을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1]. 그러나 체 역률만

을 고려하여 어느 모선의 역률을 조정해야 하는지가 고려되

지 않았고, 설비들의 비용도 개략 으로만 추론하 다.  

P.Nedwick 은 버지니아 력회사가 개발하여 사용한 무효

력 리 로그램을 설명하고, 이 로그램에서는 무효

력의 장거리 소통보다  무효 력이 필요한 모선 근처에서 

무효 력을 공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역률을 1에 

가깝게 무효 력 여유를 유지시키며 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  Costa는 제약조건을 고려하는 

라그란지함수에 뉴튼법을 용하여 최 무효 력을 배분하

는 연구를 수행하 고, 부등식 제약조건은 페 티를 용하



Trans. KIEE. Vol. 61, No. 12, DEC, 2012

무효 력 민감도와 부하지속곡선을 활용한 정 부하역률의 효과 인 산정 기법에 한 연구              1783

여 라그란지 목 함수에 포함시켜 계산하 다[3]. 이 연구에

서 부하역률은 고려치 않았고, 부등식 제약조건에 용되는 

페 티는 단지 타당성이 있는 역으로 해가 쉽게 수렴되도

록 하기 한 것이다.  배 계통의 콘덴서의 최  치  

용량을 산정하기 하여 력손실을 포함하는 라그란지 함

수의 모선무효 력에 한 미분 값을 해석하여 투입지 을 

선정하고, 손실최소결과를 찰하여 정 콘덴서 용량을 결

정하 다[4].  여기서는 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5]에

서 부하역률에 한 민감도를 사용하여 부하역률을 효과

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계부하의 한 

이스에 해서만 분석하 고, 체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았

다. Zhang은 무효 력 보상설비의 동작비용과 에 지손실을 

최소화하는 목 함수를 고려하여 지나친 기기의 동작이 이

루어지지 않는 무효 력 보상방안을 제시하 다[6]. 이 논문

에서도 발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간단한 테스트모델에서만 

분석하 다.  Zobaa는 역률규정을 만족시키고 공진을 피하

면서 무효 력설비의 설치비용을 이는 방안과 무효 력보

상 설비의 정크기를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 다[7]. 여기

서는 수용가의 부하설비의 설치 측면에서 다루고, 체 시스

템의 역률 개선에 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력시스템의 수많은 이스들에 하여 

부하역률의 효과를 분석하기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력시스템의 운용상태를 여러 패턴(pattern)으로 구분하여 

근사 으로 부하역률에 하여 분석하면서도, 부하역률에 

한 체 인 검토와 향 분석을 효과 으로 아주 쉽게 수행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력시스템의 운용상태를 여러 

패턴으로 구분하기 하여 부하지속곡선을 도입하여 활용한

다. 체 패턴에 한 발 비용의 무효 력에 한 민감도를 

수식으로 유도하여 도출하고, 이 민감도를 무효 력을 보상

하는 치와 보상순서를 체계 으로 결정하는 데 활용하여 

무효 력을 효과 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역률개선은 력손

실을 이는 경제  측면뿐만이 아니라 압의 일정 범  유

지라는 압품질 유지의 측면이 한 요하므로, 기존의 

압에 한 제약조건 방식 신에 지수함수 꼴의 페 티 함수

를 도입하여 압변동을  다른 비용으로 환산한 압변동 

페 티비용을 용한다. 한 요즘에 두되고 있는 온실가

스 감효과도 반 한다. 발 비용, 보상설비 투자비용, 압

변동 페 티비용, 온실가스 감비용을 합한 종합비용을 고

려하여 한 역률 값을 결정하는 기법과 차를 제시한다. 

이의 기법을 한 의 실계통에 용하여 분석하고, 부하 역률 

변화가 력 시스템 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2. 발 비용의 무효 력에 한 민감도

부하 역률을 력계통의 안정성이나 경제 인 에서 

어느 수 으로 유지하여야 효율 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

지 면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력계통의 안정도와 경제성을 고려한 력계통의 최 운용을 

추구하는 최 조류계산의 목 함수로 가장 리 채택되고 

있는 것은 유효 력 생산비용이다. 이 발 비용의 무효 력

에 한 민감도를 구하면, 무효 력 투입 치나 보상량의 결

정 는 부하역률 개선 방안 수립 시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력시스템의 수많은 이스들에 하여 부하역률

의 효과를 분석하기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력시

스템의 운용 상태를 여러 패턴으로 구분하여 부하역률에 

하여 분석한다. 력시스템의 운용상태를 m개의 패턴으로 

나 고 이 패턴의 발 비용을 모두 합한 체 발  비용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 
∈

  

 
 



⋅ 
∈

 ⋅ ⋅
 ⋅

   

   

   

  

(

1

)

     (1)

여기서, 는 특정 기간 동안의 총 발  비용, 은 고려

하는 패턴의 개수,   는   패턴의 지속시간,   는   패턴 

기간 의   모선 발 기의 단  시간 당의 발 비용,    

는   패턴 기간 의   모선 발 기의 단  시간 당의 연료

비 단가, 는   패턴 기간 의   모선 발 기의 유효 

력 발 량이고,  는  발  모선의 집합을 나타내고,  , 

 , 는 모선  의 발 기의 발 비용 계수이다.  모선  의 

력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
cos  

 
∈
  cos     ⋯

 

(2)

   
∈
 sin  

 
∈

 sin  

∈
 

 

 ⋯

 

(3)

의 식에서,   는 모선 와 선로로 연결된 모선들의 

집합,  , 는    모선의 유효 력 부하와 무효 력 부하, 

는   모선 발 기의 무효 력 발 량,  는   모선

의 압의 크기와 상각,  는   모선과   모선간의 선

로 어드미턴스 크기와 상각,  는 모선  간의 선로의 

분로 커패시턴스, 는 각속도, 은 체 모선의 수를 나타

낸다. 용량성 무효 력을 보상하는 제어설비를 발  모선이 

아닌 부하모선인 모선에 설치하는 경우, 이를 수식에 반

시키면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
sin  

 
∈


sin 

∈
 


(7)

          (4)

 여기서 은 모선 무효 력의 제어량을 나타낸다. 역

률 개선은 무효 력을 투입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문제이므

로, 유효 력의 부하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모선의 무효 력에 한 발 비용의 민감도( )는 

Chain rule을 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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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   패턴 기간 의   모선의 압의 

상각과 크기를 나타낸다.

의 식(6)에서 나타나는 편미분의 값들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 ⋅⋅       (6)



 sin                 (7)



  
∈
sin         (8)




cos       (9)




 

∈
cos  

 
∈
cos 

          (10)



            (11)



        

              (12)

여기에서, 는 조류계산의 Jacobian 행렬을 나타내고, 

    는 의 역행렬의 와 에 일치하는 요소를 나

타내고,         는  의 역행렬의 와 에 일치하

는 요소를 나타낸다.   

이 민감도 식을 사용하면 1회 계산으로 모든 부하모선에 

한 민감도가 계산되고 민감도의 크기가 서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우선 으로 무효 력 설비를 설치해야할 모선을 

선정할 수 있어서, 계통 계획  운용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경제성  압품질이 반 된 종합비용과 

부하지속곡선을 활용한 정 부하역률 분석

3.1 종합비용

1) 투자비용

력 공 용 설비를 건설하는데 발생하는 설비비와 건설

한 후 매년 운 여부와 무 하게 발생하는 유지비,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합한 비용을 투자비로 정의할 수 있다. 설비

비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비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설비비

는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검토 상 기간내에 

력수요를 만족시키기 하여 수명이 경과된 설비는 계속 재

투자 하여야 한다. 이 때 수명이 남은 설비는 잔존가치로 회

수된다. 여기서는 간략히 하기 해 잔존가치를 감안하여 설

비의 수명을 고려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른 시간 에서 발생하거나 검토 상 

기간 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동일한 시 에서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유지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비 설치비용의 가를 

, 수명을 년, 할인율을 , 매년 발생하는 균등화 비용을 

라 하면, 매년 발생하는 균등화 비용 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10].

 ⋅ 


(3)      (13)

이 값이 투자비용을 매년 발생하는 균등화 비용으로 표시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효 력을 투입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문

제이므로, 유효 력의 부하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며 무효

력을 보상하는 설비들의 투자비용만을 고려한다. 

2) 압 변동을 고려하는 비용 모형

  역률개선의 주요한 목  의 하나가 압을 한 범

내로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역률의 값을 결정하는데 경제성

만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최  역률 값을 구하고자하는 수

식화 과정에서 압 변동을  다른 비용으로 환산하여 산

정한다. 압의 허용 범 를 정하고 이 압의 범 에 들면 

합한 해가 되고 이 범 를 벗어나면 재조정하여 합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허용범 의 경계

치 부근의 값을 취 할 때에 아주 작은 값의 차이임에도 

합 는 부 합의 극단 인 해로 취 하는 이 방법은 불합

리한 이 있다. 한, 기 값으로부터 ±10%의 압변동 허

용범 를 다고 가정할 경우에 1.0[p.u]에 해당하는 압과 

0.9[p.u]에 해당하는 압은 둘 다 허용범  내에 있는 해이

지만 압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 된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압의 허용 범 를 주는 제약조건을 페 티 함수를 도입하

여 압이 원하는 값에서 벗어날수록 큰 값을 갖도록 하여  

압 변동을 비용으로 환산한다. 아래의 압변동페 티비용

( )이 압변동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

exp  
⋅(4)             (14)

여기에서,  :  부하모선들의 집합, :  부하모선의 수, 

:  상수,  : 모선의 p.u.단 의 압크기,  : 모선의 

p.u.단 의 원하는 압의 크기,  는 총 발  비용, exp는 지
수함수를 나타낸다. 이 함수는 부하모선 압이 원하는 압의 

값이면 이나, 원하는 압을 벗어나면 지수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부하모선에 하여 값을 합하

고 부하모선의 수 로 나눔으로써 모든 부하모선에 한 평

균값을 취한 것이다. 압변동페 티비용의 상수들인 의 

값은 계통계획  운용의 결정권자가 압변동과 경제성 측면 

등의 요성을 감안하여 한 값을 선정하면 된다. 

 

3)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효과 산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과정은 발 소의 발 량 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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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별 탄소 배출계수의 선정을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발 소 이산화탄소배출량[ton/h]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kg-CO2/Gcal]×발 량[kW]

  ×860× ×     (15)

여기서 발 량[kW]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환산하기 해 

(1kW=860kcal/h)의 계식과 kcal를 Gcal로 환산하기 하

여  지수와 kg을  ton으로 환산하기 하여  지수가 

사용되었다. 발 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은 아래의 계식

으로 표 된다.  

발 소 이산화탄소배출비용[원/h] 

=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원/CO2ton]×탄소배출량[ton/h]  

       (16)   

  부하의 역률은 동일한 값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효과는 

지속 으로 유지되므로, 역률이 일정하게 개선된다면 각 시

간당 발 원별 곡선의 윗부분을 잘라낸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간당 발 원별 곡선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발 원을 악

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을 계산한다. 이

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데, 부하역률 개선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을 

계산한 후에 재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시세인 톤당 가격

을 곱하여주면,  상태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일치하는 비용으로 환산하여 표 할 수 있다.

  

  에서 고려한 발 비용에 보상설비 투자비용, 압변동 

페 티비용,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 등을 합한 비용을 

종합비용이라고 정의한다. 이 종합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률 

값을 구하면 경제  측면과 압의 일정 범  유지라는 

압품질 유지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력계통 계획 에

서의 정 역률 값을 구할 수 있다.

  

3.2 부하지속곡선 활용  정부하 역률의 효과 인 

산정 차

력 시스템 모델은 각 력회사마다 다르며  같은 

력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

서, 부하 역률의 효과 분석을 한 력 시스템 모델 한 

수많은 이스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의 력 시스템

에 하여 부하역률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간략화 하

기 한 과정이 필요하다.   력시스템의 운용상태를 여러 

패턴으로 구분하여 근사화하여 용하면 근사 으로 쉽게 

부하역률에 하여 분석할 수 있다. 력시스템의 운용상태

를 계 별, 요일별, 유사 특성을 갖는 시간  별로 그룹핑하

여 각 부하 의 특성을 표하는 력 시스템의 패턴으로 

구분하고, 각 패턴에 하여 분석한 후에 이 패턴들의 효과

를 종합하여 체 시스템 운용 상태에 한 부하역률 효과

를 분석한다. 이러한 목 으로 력시스템의 운용상태의 패

턴을 나 기 하여 부하지속곡선을 사용할 수 있다. 부하지

속곡선의 개념 인 그림이 그림 1에 보여져 있다.  이 부하

지속곡선은 상연도의 계통부하가 어떤 지정된 값과 같거

나 그 값을 과하게 되는 시간수로 표 된다. 가로의 X축

은 부터 8760시간을, 세로의 Y축은 부하를 나타내는데, X

값이 일 때 Y값은 당해연도의 최 부하를 의미하며 X값

이 8760일 때 Y값은 당해연도의 최소부하를 의미한다. 정의

에 의하여 이 함수는 단조감소함수가 된다.  이 부하지속 곡

선을 단계별로 여러 부분으로 나 고 각 부하의 단계를 하

나의 패턴으로 두어서 이 패턴을 표하는 표 인 력시

스템 모델을 선정한다. 이 각각의 패턴을 표하는 표 모

델에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종합함으로써 체

인 부하역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간략한 분석을 하여 부하 , 간부하 , 경

부하 의 3패턴으로 나 어 용한다. 부하 는 하계의 무

더 나 동계의 추 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하 를 나타내

고, 간부하 는 간수 의 부하 를 나타내며, 경부하

는 , 가을의 새벽 시간  같은 부하가 작게 걸리는 시간

를 나타낸다. 

그림 1 부하지속곡선

Fig. 1 Load duration curve

체 패턴에 한 발 비용의 무효 력에 한 민감도를 

사용하여, 우선 으로 무효 력의 투입 치를 선정한다. 그

리고 각 패턴에 하여 선택한 투입 치에 무효 력 보상을 

시행하고 OPF 로그램을 수행하여 발 비용이 최소가 되

게 발 력을 배분하고 이 상태에서의 종합비용을 계산한다. 

체 패턴에 하여 계산한 종합비용을 각 패턴의 지속시간

에 비례하는 가 치를 가하여 합하면 체 패턴 고려시의 

종합비용이 산출되며, 이것을 보상 직 의 체 패턴의 종합

비용과 비교한다.  종합비용이 감소하면 체 편익이 증가한 

것이므로 개선된 무효 력 보상방안이 얻어졌으므로 더 개

선시키기 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며, 종합비용이 증가하면 

체 편익이 감소한 것이므로 더 개선된 무효 력방안을 얻

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하기 직 의 상태가 최  무효

력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이 체 패턴 종합

비용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동일 과정을 반복하

여 최  역률 개선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발 비

용의 부하역률에 한 민감도 값은 반복 계산 시에 변화가 

작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고, 계산

의 정도를 높이기 해 수 회 반복하여 보상해  후에 한

번씩 계산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OPF 로그램

으로는 그 조건에서의 보상 값만 결정하여  뿐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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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상에 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들을 고려

하여 정 무효 력 보상  정 부하 역률값을 결정하기 

한 차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종합비용과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정 부하역률 

산정 로우차트

Fig. 2 Flow chart of determination of an appropriate load 

power factor using the integrated costs and load 

duration curve

4. 사례 연구

4.1 분석 한 용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 의 2011년도 력시스템에 하여 분

석하며, 한 의 2011년도 부하지속곡선을 간략히 부하 , 

간부하 , 경부하 의 3패턴으로 나 어 용한다. 각 부

하 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모선들의 부하가 유도성 무효

력 부하들로 되어 있으므로, 분석의 단순화를 해 용량성 

무효 력보상 책만을 고려한다.

부하의 력시스템 부하 역률 모델은 부하지속곡선에서 

최  부하에서부터 1년( 8760시간)의 20%의 시간 범 에 드

는 부하로 가정하 고,  2011년도 한 의 부하 의 모델이 

이 부분을 표하는 평균 인 값을 갖는 부하모델이라고 가

정하 다.  경부하의 력시스템 부하 역률 모델은 부하지속

곡선에서 최소 부하에서부터 역으로 1년( 8760시간)의 20%

의 시간의 범 에 드는 부하로 가정하 고,  2011년도 한

의 경부하 의 모델이 이 부분을 표하는 평균 인 값을 

갖는 부하모델이라고 가정하 다.  그리고, 간부하의 력

시스템 부하 역률 모델은 부하지속곡선에서 나머지 간의 

60%의 시간에 해당하는 부하로 가정하 고,  2011년도 한

의 간부하 의 모델이 이 부분을 표하는 평균 인 값을 

갖는 부하모델이라고 가정하 다. 부하 를 표하는 것으

로 선택된 력 시스템은 한 의 2011년 하계의 낮 시간

의 시스템으로 154kV 이상의 설비에 하여 모선수 1628개, 

송 선로 2216선로, 발 기 317기와 부하 68,149MW를 가지

고 있다.  간부하 를 표하는 것으로 선택된 력 시스

템은 한 의 2011년 의 낮 시간 의 시스템으로 154kV 

이상의 설비에 하여 모선수 1551개, 송 선로 2109선로, 

발 기 258기와 부하 51,583MW를 가지고 있다.  경부하

를 표하는 것으로 선택된 력 시스템은 한 의 2011년 

의 새벽 시간 의 시스템으로 154kV 이상의 설비에 하

여 모선수 1485개, 송 선로 2054선로, 발 기 220기와 부하 

43,370MW를 가지고 있다.  

한 의 2011년 부하 , 간부하 , 경부하 의 력시

스템들을 각기 부하 , 간부하 , 경부하 의 시뮬 이

션을 한 기본 이스로 두고, 각각의 기본 이스에서의  

무효 력 보상설비의 투자 비용을 으로 간주하 다. 각각

의 기본 이스에서의 부하역률은 부하 가 0.935, 간부

하 가 0.968, 경부하 가 0.988이다.  고려하는 모든 력시

스템 패턴에 하여 발 비용의 부하역률에 한 민감도 값

들을 모선별로 각각 계산하고 이 민감도를 각 패턴의 지속

시간에 비례하는 가 치를 가하여 합산함으로써 모선별 종

합 민감도를 산정한다.  이 종합민감도를 사용하여 순 를 

정한 후에 이 종합 민감도의 순 에 따라 부하역률 개선을 

한 무효 력 보상을 시행한다.  

발 비용의 부하역률에 한 민감도는 PSS/E 패키지와 

IPLAN 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하 고, OPF 로그램 수행

은  Power World 상용 로그램을 사용하 다.   Power 

World 로그램의 OPF 로그램은 선형기법을 기본으로 하

는 로그램이어서 모든 이스에 해 쉽게 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시뮬 이션의 편의를 하여 이를 사용하 으

며, Power World 로그램은 PSS/E 패키지의 데이터를 호

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SS/E의 패키지

에서 사용하는 데이터(*.raw 형의 데이터)를 그 로 불러 

들여서 동일한 시스템에 하여 Power World의 OPF 로그

램 계산을 수행하 다.  데이터와 그래 의 출력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소자승오차법으로 튜닝하 고,  최소자

승오차법 용과 출력데이터에 한 처리는 Matlab 로그

램을 활용하 다. 

무효 력 보상설비의 수명은 30년, 할인율은 8%로 가정

하 다. , 차 력의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

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압변동페 티비용을 고려하며, 압

변동페 티비용의 계수들은   
  ,   으로 가

정하 다. 압변동페 티비용의 상수들의 값은 계통계획  

운용의 결정권자가 압변동과 경제성 측면 등의 요성을 

감안하여 한 값을 선정하면 된다. 무효 력 보상설비의 

설치비용의 가를 10.0[$/kVAr]로 가정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에 해당하는 발 원별 

곡선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발 원으로 유발 소 62.5%, 

석탄발 소 25%, LNG발 소 12.5%인 것으로 가정하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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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효 력보상량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

( 부하 ,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

우) 

Fig. 3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mpensation (in heavy load)

그림 4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 

( 부하 ,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

우) 

Fig. 4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load power 

factor (in heavy load)

그림 5 무효 력보상량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

( 간부하 ,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우) 

Fig. 5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mpensation (in medium load)

그림 6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  

( 간부하 ,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우) 

Fig. 6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load power 

factor (in medium load)

소 배출계수는 각각 21.1, 17.2, 27.6을 용하 다. 톤당 탄

소배출비용은 32,000[원/ton]으로 용하고, 달러당 환율은 

1,100[원/$]을 용하 다.    

4.2 시뮬 이션 결과  검토

발 비용의 부하역률에 한 종합 민감도에 따라 무효

력을 보상하는 치를 결정하고, 무효 력 보상설비에 의한 

순차 인 무효 력 보상을 통하여 부하역률을 개선시켜나가

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되는 궤 들을 통하여 분석한다.  먼

 부하 에 하여  이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면, 무효 력 보상량에 따른 종

합비용 변화가 그림 3에 제시 되어 있다.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의 부하역률 보상시 까지는 종합비용이 감

소하나 일정 범 를 넘어 서면 반 로 증가함을 보여주며, 

이 궤 의 최소 이 이 부하 에서의 정 무효 력 보상 

 정 부하역률 개선 이 된다. 이 때의 정 무효 력보

상량은 6,100[MVAr] 정도이고, 무효 력보상이 없는 베이스 

이스에서의 부하역률이 0.935이며 정부하역률은 0.955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간부하 에 하여  이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면, 이 때의 무효 력 

보상량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가 그림 5에,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부하 와 유사하나 이 궤 의 최소 이 부하 에 

비하여 무효 력보상량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의 곡선은 좌

측으로,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의 곡선은 우측

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이 때

의 정 무효 력보상량은 5,900[[MVAr] 정도이고, 무효

력보상이 없는 베이스 이스에서의 부하역률이 0.968이며 

정부하역률은 0.99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하게 경부하 에 하여  이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면, 이 때의 무효 력 

보상량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가 그림 7에,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

는 간부하 에서 보다 더 이동하여, 이 때의 정 무효

력보상량은 4,900[MVAr] 정도이고, 무효 력보상이 없는 베

이스 이스에서의 부하역률이 0.988이며 정부하역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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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효 력보상량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

(경부하 ,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우) 

Fig. 7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mpensation (in light load)

그림 8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변화 

(경부하 ,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우) 

Fig. 8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load power 

factor (in light load)

그림 9 무효 력보상량에 따른 부하역률 변화

( 부하 의 경우) 

Fig. 9 Variation of load power factor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mpensation (in heavy load)

그림 10 체패턴의 무효 력보상에 따른 종합비용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우)

Fig. 10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mpensation of all the patterns (the 

installation cost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s=10.0[$/kVAr])

그림 11 체패턴의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10.0[$/kVAr]의 경우)

Fig. 11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load 

power factor of all the patterns  (the installation cost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s=10.0[$/kVAr])

0.998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부하 에서 무효 력보상량에 따른 부하역률 변

화의 궤 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9와 같다. 무효 력

보상량에 따라  부하역률이 상승하여 가되 부하역률이 1.0에 

근 해 감에 따라 약간씩 기울기가 둔감해 짐을 알 수 있다. 

부하 , 간부하 , 경부하 의 부하역률의 체 패턴

을 모두 고려했을 때, 체패턴의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

합비용과 체패턴의 무효 력보상에 따른 종합비용의 그림

이 각각 그림 10, 그림 11에 보여져 있다.  1년 기간 동안에 

하여 분석한 후에 한 달간의 평균 종합비용으로 환산하여 

표시하 다. 이 그림에서 보면 체 패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 무효 력보상량은 6,000[MVAr] 정도이고, 정부하

역률은 0.97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무효 력 보상설비의 설치비용의 가가 

20.0[$/kVAr]인 경우에 하여 분석하여 제시한 그림이 각

각 그림 12, 그림 13에 보여져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무

효 력 보상설비의 설치비용의 가가 20.0[$/kVAr]인 경우 

체 패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 무효 력보상량은 

5,000[MVAr] 정도이고, 정부하역률은 0.960정도이며, 정 

무효 력보상량과 정부하역률이 모두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무효 력 보상설비의 설치비용의 가가 달라지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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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용의 궤 이 많이 변하게 된다.  의 시뮬 이션 결

과들을 통하여 무효 력에 한 민감도와 부하지속곡선을 

활용하여 정 무효 력 보상  정 부하역률을 쉽게 산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체패턴의 무효 력보상에 따른 종합비용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20.0[$/kVAr]의 경우)

Fig. 12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mpensation of all the patterns( the 

installation cost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s=20.0[$/kVAr])

그림 13 체패턴의 부하역률 변화에 따른 종합비용

(무효 력설비 설치비용=20.0[$/kVAr]의 경우)

Fig. 13 Variation of integrated cost according to load power 

factor of all the patterns (the installation cost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s=20.0[$/kVAr])

5.  결  론

력 시스템 모델은 각 력회사마다 다르며  같은 

력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

서, 부하 역률의 효과 분석을 한 력 시스템 모델 한 

수많은 이스가 존재하게 된다. 한 의 실계통에 해서는 

각 이스 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수정하여 입력하여

야 하기 때문에 막 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

성의 력 시스템에 하여 부하역률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간략화 하기 한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 분석을 보다 더 효율 으로 쉽게 수행하기 하여 부

하지속곡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부하지속 곡선을 

단계별로 여러 부분으로 나 어 각각 하나의 패턴으로 정하

고 각 패턴마다 표 인 역률의 력시스템 모델을 선정하

고 이 각각의 표 모델에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종합함으로써 부하역률의 개선 효과를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체 패턴을 고려한 발 비용의 무효 력에 

한 민감도를 수식으로 유도하여 도출하고, 이 민감도를 무효

력을 보상하는 치와 보상순서를 체계 으로 결정하는 

데 활용하여 무효 력보상과 부하역률효과분석을 쉽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발 비용과 보상설비 투

자비용, 압변동 페 티비용,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 

등을 포함하는 종합비용을 고려하여 경제  측면과 압의 

일정 범  유지라는 압품질 유지의 측면을 고려하 고,  

무효 력에 한 민감도와 부하지속곡선을 활용하여 정 

무효 력 보상  정 부하역률을 산정하는 기법을 쉽게 

용하는 차를 제시하 다. 

   여기서는 부하역률과 련된 시뮬 이션을 단순화하기 

해 부하지속 곡선을 크게 3부분으로 나 어 부하, 간 

부하, 경부하의 3 패턴으로 구분하고, 한 의 2011년도의 

부하, 간 부하, 경부하의 데이터를 부하, 간 부하, 경

부하 패턴의 표 인 력시스템의 부하 모델로 가정하고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정 부하역률을 결정하기 한 체계

인 기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 목 이며, 부하역률 유지 방

안 수립과 부하역률을 개선하기 한 조상 설비의 투자계획

이나 운용 등에 한 정책안을 수립하기 해서는 다양한 

부하패턴과 많은 이스들에 한 향후의 더 심도 깊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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