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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mbient Adjusted line Rating(AAR) method for overhead transmission lines considering Risk Tolerance(RT) was 

proposed in this paper. AAR is suitable for system operators to plan their operation strategy and maintenance schedul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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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the system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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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송전선로의 연속정격 열용량(이하 송전용량)은 도체의 표면온도

가 이도 설계 시 고려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정된다. 

도체 표면온도는 열 균형 모델(Thermal Model for Transmission 

Line)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이에 대한 계산방법은 국제기술표준

(IEEE Std 738) 등에 제시되어 있다 [1,2].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기의 송전선로 열용량 모델(Thermal Model)을 준용하여 가공

송전선로의 송전용량을 산정하여 전력계통 운영계획 수립 시 적

용하고 있는데 대기온도, 풍속 그리고 일조량 등의 조건을 연중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적송전용량(Static Line Rating, SLR)을 적

용하고 있다. 특히 대기온도 조건을 연중 40℃로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실제 대기온도(과거 30년 월별 최대

기온 평년 값 8월 : 31℃, 4월 : 21℃, 1월 : 8℃)를 고려하였을 

때 하계를 제외한 동계 및 춘·추계 기간 동안에는 다소 보수적인 송

전용량 기준이 산정,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송전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정확한 혼잡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동적송전용량 및 대기온도반영 송전용량 차등에 대한 연구

가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 4, 5]. 우리나라에서도 전

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발전단지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송

전용량이 필요로 되는 반면 신규 송전선로의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기설 송전선로의 정격용량을 효율적으로 차등, 적용하기 위한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6,7].

참고문헌[6]의 연구에서는 154kV 다회선 선로의 고장(1회선)

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 검토 시 현재 선로운영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동적송전용량(DLR)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

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DLR 기술은 정확한 송전용량 차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설비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나, 매우 복

잡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의 적용에 현실

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참고문헌[7]의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3시간 예보요소(기온, 풍속, 날씨코드)를 이용한 동적송전용

량 예측(Forecast Rating, FR)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기상 예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이용한 기상 예보의 신

뢰도 향상기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운영계획이 일단

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전 기상 예보에 대한 신뢰도 확보

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우리나라

의 전력계통 운영계획(휴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수준

(Risk Tolerance) 분석 기법을 이용한 대기온도 고려 송전용량 차

등(Ambient Adjusted line Rating, AAR)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산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Power System Analyzer, PAZ)의 상

정고장 및 해소방안 자동 모의기능을 활용하여 AAR적용 대상 개

소를 검토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을 적용하여 기술적 효과

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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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전용량 차등이론 및 방식구분

2.1 송전선로 도체의 열균형 모델(Thermal model)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제정한 IEEE std 738(이하 

기술표준)[1]은 기상조건과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가공송전선로 

표면 및 중심의 온도를 산정하는 수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적인 방법은 도체의 최고 허용온도를 

고려한 최대 허용전류량(이하 허용전류)의 결정에 사용된다. 다만 

본 기술표준은 허용전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정한 도체의 특성

이나 대기온도 조건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 가공

송전 선로 도체의 온도산정 방법은 House and Tuttle[8]이 개발

하고 ECAR(East Central Area Reliability)에서 수정한 방법론

[9]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기술표준에서는 가공송전선로 도

체의 온도는 a) 도체의 재료적인 특성(전도율), b) 도체의 지름, 

c) 도체표면 상태(복사율 및 흡수율), d) 대기조건(기온, 일조량, 

풍속 및 방향), e) 전류크기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함수로 정

의하고 있다. 아래 식 (1)은 Steady-State Case의 열 균형 모델 

(Thermal model)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수식의 좌 항은 

도체의 표면에서 손실되는 열의 총 합을 의미하며 우 항은 도체

의 표면과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열 손실과 열 발생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균형

의 의미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2)와 같이 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허용전류를 산정할 수 있다.

     (1)

 


 

 
(2)

여기에서, 는 도체의 대류열 손실(Convective heat loss) [W/m]

은 도체의 방사열 손실(Radiated heat loss) [W/m]

는 일조 열발생(Solar heat gain) [W/m]

  는 도체에 흘릴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량 [A]

 은 도체의 저항 [Ω]

는 도체의 평균온도 [℃]

상기 식 (2)의 열손실 항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문헌[1]에 매우 상세하게 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자연적인 

대류열 손실(  및 )로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 Reynolds 계수 

및 Kang 풍향계수를 적용한다. 이때 와 는 Reynolds 계수

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1]

  
     (3)

  ×
×     (4)

여기에서, 은 Reynold 계수가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대류열 

손실 [W/m]

은 Reynold 계수가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대류열 

손실 [W/m]

은 도체와 풍향의 축간 각도에 따른 풍향계수

은 Reynold 계수

는 도체의 표면온도 [℃]

는 도체 주변의 대기온도 [℃]

두 번째 항목은 외부요인에 의한 대류열 손실( )로 아래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5)

여기에서,  은 풍속 [m/s]

  는 도체 외부지름 [mm]

세 번째 항목은 Steady-state 상태에서 도체의 단위길이 당 

방사열 손실( )로 아래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6)

위의 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체의 허용전류 결정 시 도체 

주변의 대기온도()를 비롯하여 풍속()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송전용량을 

차등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2 송전선로 허용전류 차등방식

송전선로의 허용전류는 정적(Steady-State), 동적(Dynamic) 그

리고 과도(Transient)상태로 구분하여 산정 및 활용하고 있다. 이 

중 과도상태의 허용전류를 제외한 정적 및 동적상태의 허용전류

는 대기온도 등 기상상태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정적상태의 송전선로 허용전류를 Static Line Rating(SLR)으로 

부르며 동적상태의 송전선로 허용전류를 Dynamic Line 

Rating(DLR)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 중간단계로써 일정 기간마다 

대기온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송전선로 허용전류를 산정하여 적

용하는 방식인 Ambient Adjusted line Rating(AAR)도 있다.

허용전류의 차등 시 계통계획과 운영의 단계에 따라서 그 적

용 방식이 상이하게 되는데,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계통계획 단

계에서 적용 시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Probabilistic) 방식을 적용하고 운영계획 단계 및 실시간 운영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확정적(Deterministic)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때도 차등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

측정요소에 따른 허용전류 차등방식을 구분하면 위의 그림 2

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도체의 장력을 측정하여 이도

(Sag)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결과의 정확도가 높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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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획 및 운영단계별 허용전류 차등방식

Fig. 1 Kinds of the line rating depending on the stage

그림 2 측정요소에 따른 허용전류 차등방식

Fig. 2 Kinds of the line rating depending on the measure- 

ment

 

그림 3 ERCOT SCADA/EMS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SCADA/EMS of ERCOT

그림 4 EMS와 DRA간 연계개념도

Fig. 4 Data flow between EMS and DRA

     (a) 하계기간              (b) 동계기간

그림 5 계절별 일간 동적송전용량 산정결과 (예시)

Fig. 5 Sample results of seasonal dynamic line rate

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도체온도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이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는 대기온도를 측정하여 허용전류

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앞의 두 가지 방식은 정확도가 높으나 측

정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운영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전력회사에서는 대기온도를 이용한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2.3 해외사례

북미 전력회사들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허용전류 차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전력회사 및 계통운영자(PG&E, 

ERCOT 및 PJM 등)가 실제 계통운영에 동적 송전선로 허용전류 

차등(DLR)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북미

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인 ERCOT의 사례를 기술하였다.[4] 

ERCOT은 텍사스州 전력시스템의 85%를 운영(최대수요 70GW, 

총 발전설비용량 80GW)하는 계통운영자로써 다른 북미의 전력계

통과 달리 독립계통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멕시코 및 SPP와의 

연계가 되어 있지만 연계용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ERCOT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동남부(Houston) 지역에 밀집되

어 있으며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북

부 지역에 12GW의 풍력발전이 50% 수준의 이용률로 발전하고 

있어 지역 간 대규모 전력전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RCOT는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가격제도(Nodal 

Market)를 운영하고 있다. 전력계통의 운영에 있어서 송전망사업

자(TSP, Transmission Service Provider)는 단일 대기온도(40℃)

를 고려한 송전선로 용량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력산

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송전선로용량의 정확한 산정과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TSP도 동적송전용량의 적용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ERCOT는 동

적송전용량 산정 프로그램(DRA, Dynamic Ratings Application)

을 개발하여 계통운영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 적용하였다.[4]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는 ERCOT의 EMS/ 

SCADA의 구성도 및 EMS와 DRA간 연계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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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낮 최고기온 실적데이터 (서울, 최대36.7/최소-10.7)

Fig. 6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Seoul)

그림 7 낮 최고기온 실적데이터 (인천, 최대35.3/최소-9.7)

Fig. 7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Incheon)

그림 8 낮 최고기온 실적데이터 (부산, 최대35.0/최소-2.5)

Fig. 8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Busan)

그림 9 낮 최고기온 실적데이터 (대전, 최대36.9/최소-6.5)

Fig. 9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Daejeon)

그림 10 낮 최고기온 실적데이터 (대구, 최대37.9/최소-4.6)

Fig. 10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Daegu)

그림 11 낮 최고기온 실적데이터 (광주, 최대37.7/최소-5.2)

Fig. 11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Kangju)

림이다.

다수의 TSP로부터 관련 정보(실시간 허용용량 MVA 및 AMP, 

대기온도)를 취득하고 기상정보 제공자로부터 해당지역의 대기정

보를 수신 받아 실시간으로 동적 송전용량을 산정하여 실시간 계

통해석(RTNET, Real Time Network Analysis)과 실시간 상정고

장해석(RTCA, Real Time Contingency Analysis)에 사용하고 있

다. 또한 대기온도의 예측치를 이용하여 예측된 송전선로 허용용

량은 비 실시간으로 계통의 안정도를 평가하는 Study Network 

Analysis(STNET)을 수행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5는 실제 하계 및 동계 기간 동안 특정송전선로의 SLR

과 DLR의 산정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동계기간에 DLR이 평균 

60MW정도 높게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참고문헌[4]에 따

르면 동계기간에 최대 128%까지 송전용량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대기온도를 고려한 송전용량 차등(AAR)기술

3.1 국내 대기온도 실적분석

대기온도를 고려한 송전용량의 차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기온도 실적자료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국가 기후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낮 최고기온」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 93개 관측소에서 정한 일간 낮 

시간대(09:00~18:00)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2010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0] 아래의 그림 6~11은 

주요 6개 도시의 2010년~2015년간 최고기온 실적을 비교한 것으

로 동계와 하계의 차이가 서울의 경우 47.4℃(최대 36.7/최소 

-10.7), 부산의 경우 37.5℃(최대 35.0/최소 -2.5)로 매우 큰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송전용량을 차등할 수 있는 대기온도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IEEE std 738에 

따르면 ACSR 도체를 기준으로 30℃의 대기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약 24.36%의 허용전류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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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별 최대기온 평년 값 자료(1월)

Fig. 12 The highest average temperature each area

그림 12는 지역 간 대기 온도의 편차를 분석한 결과로 1월달

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최대 5.6℃의 대기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대기온 평년 값 자료(과거 30년)를 이

용하여 월별 및 지역별 최고기온의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3.2 대기온도 고려 송전용량 차등(AAR)

ERCOT을 비롯한 북미 DRL시스템의 경우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거래의 혼잡관리 등의 목적을 가지고 복잡한 구조로 

개발되었으며[4] 기존에 수행된 DRL관련 연구에서도 복잡한 대

기온도 예측기술 등을 활용하여 송전용량을 정확하게 차등하고자 

하는 노력하였다.[6,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송전용량 차등의 목

적을 전력계통 운영계획(Operational Planning) 수립에 한정하여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쉽게 구현 및 적용이 가능한 대기온도 적

용 송전용량 차등방법(Ambient Adjusted line Rating, AAR)을 

제안하였으며 다만 송전용량 차등결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위험허용도(Risk Tolerance)를 고려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식으로 대기온도에 따른 송전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Matlab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아래의 표 1은 본 논문

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AAR의 방식을 적용단계, 대상선로, 감시요

소 및 운영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적용단계 대상선로 감시요소 운영방식

실시간 운영 전체 도체장력
EMS 연계 

(On-line)

운영(휴전)계획 

(O)
특정지역 도체표면온도

EMS 연계 

(Off-line)

설비계획
제약선로 

(O)

대기온도 

(O)

EMS 미연계 

(O)

표    1 송전용량 차등방식

Table 1 The differential method of transmission line rating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AR방식은 계절/지역을 구분하고 각각

의 계절에 대한 대기온도의 기준온도를 산정하여 이를 반영한 허

용전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대기온도와 허용전류의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IEEE std 738의 열송전선로 도체의 

열균형 모델(Thermal model)을 Matlab으로 구현하였는데 이때 

대기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입력요소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도체종류 : ACSR 28.14mm2

- 최대 표면온도 : 100℃

- 풍속(Wind Velocity) : 0.61m/sec

- 도체와 바람의 입사각 : 90°(최대)

- 위도 : 30°

- 분석대상일자 : 6월 10일 (N=161)

아래의 그림 13, 14 및 표 2는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

기온도와 허용전류의 관계를 산정한 결과이다.

대기온도[℃] 40 35 30 25 20 15 10

증가율[%] 0 4.58 8.92 13.05 16.98 20.75 24.36

표    2 40℃ 기준, 대기온도 변화에 따른 허용전류 증가율

Table 2 Incremental of transmission line rate depending on 

the temp

  

그림 13 대기온도 vs 최대 허용전류 산정결과

Fig. 13 Relations between Ambient temp and Max line rate

그림 14 40℃ 기준, 허용전류 증가율 산정결과

Fig. 14 Incremental of transmission line rate depending on 

the temp

3.3 위험허용도(RT)분석을 통한 계절별 기준온도 산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AAR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시간대별 송

전선로의 허용전류가 계절별 기준온도를 적용한 허용전류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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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확률( )을 아래의 식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7)

여기에서, 은 시간대별 허용전류가 계절별 기준온도를 고려한 

허용전류를 초과할 수 있는 확률 [%]

N은 전체 허용전류 산정개수 [개]

는 시간대별() 허용전류가 계절별 기준온도를 고려

한 허용전류 초과 시 '1'로 표시되는 값

그림 15 AAR 프로그램 실행 결과화면

Fig. 15 Results of AAR program

위험허용도(Risk Tolerance, RT)는 위의 확률( )에 대한 허

용수준을 의미한다. 이 확률이 높은 경우 계통운영 시 송전선로

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통운영자가 정책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

는 3% 수준으로 고려하여 효과를 검토하였다. 위의 그림 15는 

지역 및 계절별로 RT를 고려하여 기준온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현한 알고리즘의 사용자 화면이다.

그림 16 및 17은 2014년 기준 인천지역의 일별 허용전류 산

정결과와 연중 및 동계기간 동안의 AAR산정 결과를 비교한 결

과이다.

 

그림 16 일별 허용전류와 연간 AAR산정결과 (인천, ‘14년 연중, 

RT=3%)

Fig. 16 Annual AAR results (2014, Incheon)

그림 17 일별 허용전류와 동계 AAR산정결과 (인천지역, ‘14년 

동계(12월,1~2월), RT=3%)

Fig. 17 Seasonal AAR results (2014 Winter, Incheon)

표   3 AAR 적용을 위한 계절별 기준온도 및 허용전류 증가율 

(수원관측소)

Table 3 Reference temperature for AAR and increment of 

line rating (Suwon)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절별 

기준온도

(허용전류 

증가율)

동계 11℃
(23.1%↑)

춘계 30℃
(9.3%↑)

하계 34℃
(5.8%↑)

추계 30℃
(9.3%↑)

동계
11℃

월별 

기준온도

(허용전류 

증가율)

5℃
(27.2%)

11℃
(23.5%)

16℃
(20.4%)

22℃
(16.1%)

27℃
(10.0%)

31℃
(9.0%)

32℃
(7.6%)

34℃
(5.8%)

31℃
(8.9%)

25℃
(13.2%)

20℃
(17.3%)

8℃
(25.0%)

연간
3% RT 적용 시, 기준온도 32℃

송전용량 증가율 7.55%

표 4 AAR 적용을 위한 계절별 기준온도 및 허용전류 증가율 

(전북관측소)

Table 4 Reference temperature for AAR and increment of 

line rating (Junbuck)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절별 

기준온도

(허용전류 

증가율)

동계
(12℃, 

22.4%↑)

춘계
(30℃, 9.8%↑)

하계
(33℃, 

6.8%↑)

추계
(30℃, 

9.6%↑)

동계
(12℃)

월별 

기준온도

(허용전류 

증가율)

8℃
(25.6%)

13℃
(22.4%)

18℃
(19.0%)

23℃
(15.2%)

29℃
(10.4%)

30℃
(9.6%)

33℃
(6.8%)

33℃
(6.8%)

30℃
(9.0%)

25℃
(13.4%)

20℃
(17.1%)

10℃
(24.2%)

연간
3% RT 적용 시, 기준온도 32℃

송전용량 증가율 7.54%

상기의 제안한 방법으로 계절 및 지역별 AAR 기준온도를 산

정할 수 있는데, 계절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등의 정도가 

상이해 질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대기온도 실적을 고려하여 최적

으로 계절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 운영(휴

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는 동/하계 전력수급기간을 고려하여 계절을 구분 하였으며 93개

의 지역별로 계절별 기준온도 및 허용전류 증가율을 산정하였다. 

아래의 표 3과 4는 수원 및 전북관측소 기준의 산정결과를 각각 

보여주는 것이다. 허용전류 증가율은 ACSR 도체를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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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AR적용 대상선로 선정절차

Fig. 18 Work flow for determination of T/L for AAR 

application

순번 해소방안 검토 순서

1 계통 토폴로지 변경 (선로 투입/개방, 모선통합)

2 발전기 출력조정

3 부하절체

표   5 과부하 해소방안 검토 우선순위

Table 5 Priority of mitigation method for T/L congestion

정한 결과이며, 도체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 참고문헌 [2]에서 제

공하는 도체별 특성정보를 이용하여 허용전류 증가율을 산정할 

수 있다.

4. 사례연구

4.1 AAR 적용대상 선로선정

본 사례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산정한 지역 및 계절별 기준온도

를 이용하여 실제 계통운영(휴전) 계획 수립 시 송전제약이 발생

하는 선로에 AAR을 적용하고 그 기술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력계통의 운영 및 휴전계획 수립 시, 사전 계통해석을 통해 상

정고장을 모의하고,  송전선로의 과부하 여부를 확인하고 150%

이상의 과도한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조치를 통하여 예상

되는 부하율을 150% 미만으로 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

전조치에는 토폴로지 변경(선로 상태 변경, 모선 분리/통합 등), 

발전기 감발 또는 정지 그리고 부하절체 등이 있는데 특히 발전

기의 감발을 통해서만 과부하가 해소되는 경우는 발전제약비용이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대기온도를 고려한 적정 열용량을 적용함

으로써 발전기의 감발량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발전제약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력계통에서 설비

휴전 시 과부하 발생으로 제약비발전(COFF, Constraint OFF)이 

발생되는 개소를 검토하여 대기온도를 고려한 송전선로 열용량 

차등적용 대상선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전

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계통해석 프로그램 PAZ(Power System 

Analyzer)를 사용하였다. PAZ는 휴전검토 시 제약발생 여부는 

물론 제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Remedial Action)까지 자동

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

정고장 및 해속방안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여 국내 주요 개소의 

345kV 및 154kV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AAR 적용 후보선로를 선

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18은 AAR적용 대상 송전선로 선정을 위

한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상기 절차에서 과부하 해소방안 검토 시 적용하는 방식의 우

선순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2016년도 계통운영 실적DB를 이용 상기의 절차에 따라서 

AAR 적용대상 송전선로를 검토한 결과 아래의 표 6과 같이 10

개의 송전선로가 선정되었다.

순번 대상 선로
전압레벨(

kV)
선로용량
(MVA)

제약발전기 
(제약종류)

1 오산-평택 154 195 오성CC (감발)

2 송탄-오성CC 154 452 오성CC (감발)

3 평택-오성CC 154 452 오성CC (감발)

4 신남원-광양 345 1,086 하동TP (감발)

5 봉동-북전주 154 226 군산CC (감발)

6 신당진-당진 154 354 당진CC (감발)

7 포승-평택 154 313 오성CC (증발)

8 원흥-신덕은 154 163 일산CC (증발)

9 평택-원정 154 313 오성CC (증발)

10 서서울-산본 154 293 안양CC (증발)

표   6 AAR적용 후보선로 선정결과

Table 6 Candidate T/L of AAR application

상기에서 선정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AAR을 적용한 경우 기술

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표 6>의 3번째 선로

인 평택-오성CC 154kV 송전선로의 휴전 시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평택-오성CC 154kV 송전선로 1회선 휴전 

시, 인근 송전선로(송탄-오성CC 154kV)의 상정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평택-오성CC 154kV 잔여선로의 부하

율이 최대 174.5%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과부하의 해소를 위하여 인근 전력계통의 토폴로지를 

변경하는 경우 150% 이하로 과부하를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발전기의 제약운전이 불가피 하다. 이에 오성CC의 출력을 116.3 

MW 감발하여 해당선로의 과부하를 150% 이하로 낮추었다.

상기의 검토결과와 같은 발전기 제약운전을 해소시키기 위하

여 평택-오성CC 154kV 송전선로에 AAR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

해서 우선 한전의 송·변전 송전운영시스템(TOMS)을 이용하여 해

당선로 구성 및 경과지에 관련된 정보를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수집하였으며 평택-오성CC 154kV 송전선로에 대한 계절별 기준

온도 및 허용전류를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 제약발전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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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평택-오성CC 154kV 1회선 휴전 및 잔여회선의 상정고

장 시 조류도

Fig. 19 Power flow diagram of Pungtak-OsungCC 154kV T/L

그림 20 오성CC 출력감발에 따른 조류도

Fig. 20 Power flow changing due to Osung CC power 

output reduction

ü 도체종류 : ACSR/AW 410mm

ü 도체 수 : 2개

ü 회선 수 : 2회선

ü 선로길이 : 3.95km

ü 40도 기준 허용용량 : 452MVA

ü 지역별 경과(거리)비율

   - 평택시 (100%)

ü 최 인근 기상관측소 : 수원관측소

그림 21 평택-오성CC 154kV선로의 경과지

Fig. 21 Geographical path of Pungtak-OsungCC 154kV T/L

표    8 AAR적용대상 송전선로 선정결과 및 설비현황

Table 8 Transmission line information and effect of AAR application

순번 AAR적용대상 송전선로
제약

발전기

제약발전량 [MW]
설비현황

송전용량

미 차등 시

송전용량 차등 시

동계기준 춘/추계 기준 선로길이 [km] 선종

1 오산-평택 154kV 오성CC (감발) 160.4 115.4(△45.0) 142.5(△18.0) 42.54 ACSR330

2 송탄-오성CC 154kV 오성CC (감발) 256.9 152.9(△104.0) 214.9(△42.0) 36.98 ACSR410

3 평택-오성CC 154kV 오성CC (감발) 116.3 11.9(△104.4) 74.3(△42.0) 3.95 ACSR410

4 신남원-광양 345kV 하동TP (감발) 1160.8 917.5(△243.3) 1,088.2(△104.3) 131.27 ACSR480

5 북전주-봉동 154kV 군산CC (감발) 237.5 186.4(△51.1) 217.6(△19.9) 4.74 ACSR410

6 신당진-당진 154kV 당진CC (감발) 328.0 243.0(△85.0) 289.8(△38.2) 26.01 ACSR330

7 포승-평택 154kV 오성CC (증발) 328.0 223.6(△104.4) 286.0(△42.0) 31.23 ACSR410

8 원흥-신덕은 154kV 일산CC (증발) 170.0 85.1(△84.9) 137.1(△32.9) 85.58 ACSR330/240

9 서서울-산본 154kV 안양CC (증발) 328.0 273.5(△54.5) 306.1(△21.95) 12.92 STACIR240

10 평택-원정 154kV 오성CC (증발) 320.0 215.6(△104.4) 278.0(△42.0) 22.73 ACSR410

감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40℃ 기준의 허용전류 적용방식에 대비하여 AAR적용 시 동계 

기준으로 104.4MW 및 춘/추계 기준으로 42.0MW의 제약발전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AAR적용 대상 송전선로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6>에 요약하였다. 또한 송전선로의 설비현황도 함께 요약하

였다.

구분

AAR적용 

이전

(40도 기준)

AAR적용 

이후(차이)

(동계 기준)

AAR적용 

이후(차이)

(춘/추계 기준)

송전용량 [MVA] 452 556.4 494

휴전 시

과부하율 [%]
174.5%

141.8%

(Δ32.7%p)

159.7%

(Δ14.8%p)

제약발전량 [MW]

(제약발전기 : 

오성CC)

116.3
11.9

(Δ104.4)

74.3

(Δ42)

표 7 AAR적용에 따른 기술적 효과 (평택-오성CC 154kV 

송전선로)

Table 7 Technical benefit of AAR application of Pungtak- 

OsungCC T/L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의 운영(휴전)계획 수립단계에 적용이 

적합한 대기온도 적용 송전용량 차등방식(AAR)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AAR은 위험허용도(Risk Tolerance) 분석을 통해 계절별 기

준온도 및 이를 반영한 송전선로의 계절별 최대 허용전류를 산정

하여 차등하는 것이다. 이러한 송전용량 차등을 통해서 기설 송

전선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송변전설비의 휴전

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공급 신뢰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국산화 계통해석 툴인 PAZ에 제안된 AAR을 반영한 상

정고장 및 해소방안 검토 기능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

어 EMS의 On-line 안정도 평가 툴에 제안된 방식을 적용하는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운영계획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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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계통운영 단계에서 송전용량을 적절히 차등할 수 있도록 단계

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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