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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계획예방정비 모델링 방식이 전원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act of Generator Maintenance Outage Modeling 

on Long-term Capacity Expans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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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ong term capacity expansion planning has to be carried out to satisfy pre-defined system reliability criterion. For 

purpose of assessing system reliability, probabilistic simulation technique has been widely adopted. However, the way how to 

approximate generator outage, especially maintenance outage, in probabilistic simulation scheme can significantly influence on 

reliability assessment. Therefore, in this paper, 3 different maintenance approximation methods a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impact of maintenance approximation method on long term capacity expans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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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원계획은 미래의 예측된 계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

한 규모의 공급설비를 최소비용 또는 최대효용으로 확보하되, 주

어진 공급신뢰도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1,2]. 

과거 초기 공급신뢰도기준은 공학적 또는 실무적 판단에 의해 산

정하였으나 최근 확률적 공급신뢰도기준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3,4]. 확률적 공급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으로 Baleriaux-booth법 기반의 확률적 시뮬레이션 기법이 있으

며 국내 전원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상용 전산모형인 WASP-Ⅳ

(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모형에서도 해당 기법을 활

용하고 있다[5-8]. 확률적 시뮬레이션은 계통의 수요발생확률과 

발전기 운전불가확률을 조합하여 계통공급지장을 계산하는 분석

적 기법으로 수학적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정식화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운전불가확률을 모델링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발전기 운전불가확률은 운전불가시간으로부터 

산정하며 크게 불시고장으로 인한 운전불가시간과 계획예방정비

로 인한 운전불가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사전 예측이 불가

능한 불시고장으로 인한 운전불가시간은 그 특성상 확률변수로 

모델링이 가능하나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계획된 운전정지를 의미

하므로 이론적으로 확률변수로 다룰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

해 확률적 시뮬레이션 수행 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로 인한 운전

불가시간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 공급신뢰도의 계산과 궁극적

으로는 전원계획 수립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

방식에 의한 최소설비예비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분

석한 사례를 들 수 있다[10]. 따라서 본 논문의 가장 주된 목적

은 참고문헌 [10]에서 제안한 최소설비예비율의 계산 방식을 바

탕으로 하여 실제 전원계획 문제로 확장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다. 즉, 참고문헌 [10]에서 제시된 서로 다른 3가지 발전

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을 이용하여 전원계획 수립 시 그 영향

을 분석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기

타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실제 계통을 대상으로 하고, 다

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전력계통의 장기적인 계획분야에 다양한 방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다각화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및 분석시나리오에 대해 기술하

고, 3장에서는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전원계획 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

약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

2. 분석 모형

2.1 발전기 예방정비정지 근사방식

확률적 시뮬레이션은 발전기 확률분포와 부하지속곡선을 이용

하여 수학적 컨볼루션을 통해 계통공급신뢰도를 계산하는 분석적 

기법으로, 최종적인 전원계획 결과는 발전기 확률분포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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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발전기 확률분포는 설비용량과 

운전불가시간 비율로 구성하며, 운전불가시간의 주된 요인은 불

시고장과 계획예방정비이다. 이 중 확률변수로 모델링이 가능한 

불시고장과 달리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확률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를 고려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이 불가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계통운영 시 적정 신뢰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확률적 시뮬레이션 수행 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영향을 근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Derating 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발전기() 예방정비정지일수를 비율로 환산한 예방정지율

()에 비례하여 정격용량()을 감소시킨 새로운 정격용량()

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식 (1)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7]. <그림 1>은 Derating 법에 의한 발전기 확률분포를 나타내

며 는 발전기의 불시고장정지율(FOR, Forced Outage Rate)를 

의미한다.

   ×   ⋯ (1)

그림 1 Derating 법을 적용한 발전기 확률분포

Fig. 1 Probability distribution by derating method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전체 확률의 법칙을 바

탕으로 새로운 고장정지율()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위해 MFOR법으로 명시한다[11]. 이 방법에서는 고장정지율을 

예방정지율과 정상운전 시 불시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더한 것으

로 정의하며 이는 식 (2)와 같이 정식화된다. <그림 2>는 MFOR 

법에 의한 발전기 확률분포를 의미한다.

       × 

   ×  ⋯

(2)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식(3)과 같이 발전기 불

시고장정지와 계획예방정비가 상호배타적인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고장정지율과 예방정지율을 더한 새로운 고장정지율()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위해 EGOR법으로 명시한다[12]. <그

림 3>은 EGOR 법에 의한 발전기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 (3)

그림 2 MFOR 법을 적용한 발전기 확률분포

Fig. 2 Probability distribution by MFOR method

그림 3 EGOR 법을 적용한 발전기 확률분포

Fig. 3 Probability distribution by EGOR method

Derating 법은 정격용량을 차감함으로써 발전기 이용률을 제

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설비예비율에 대해 다소 낮은 공급지장

확률이 형성될 수 있으며 참고문헌 [11]은 간략한 예시를 이용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MFOR

법과 EGOR 법은 발전기 계획예방정비를 확률변수로 고려하는 

방식이므로 동일한 공급지장확률에 대해 높은 설비예비율이 형성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예방정지계획을 적용하여 수급계

획 수립 시 주어진 공급신뢰도를 만족하는 설비예비율은 식 (4)

의 관계식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 분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0]. 

Derating법 예비율 ≤ 실제 예방정지계획 예비율

≤ MFOR법 예비율 ≤ EGOR법 예비율
(4)

2.2 시나리오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으며, <표 1>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계획연도 별 

최대수요를 나타내며 <표 2>와 <표 3>은 각각 후보설비 특성데

이터 및 비용데이터를 의미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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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최대수요 

Table 1 Annual peak demand

연도 최대수요(MW) 설비예비율(%)

2015 82,478 11.0

2016 84,612 20.2

2017 88,206 25.6

2018 91,795 23.0

2019 94,840 21.7

2020 97,261 21.0

2021 99,792 24.4

2022 101,849 25.2

2023 103,694 22.6

2024 105,200 19.5

2025 106,644 17.9

2026 107,974 17.8

2027 109,284 17.8

2028 110,605 16.4

2029 111,929 15.0

표    2 후보발전기 특성데이터 

Table 2 Technical parameter of a prospective generator

연료

구분

설비용량

(MW)

불시고장율

(%)

예방정비일수

(일)

석탄 1,000 4.7 31

표    3 후보발전기 비용데이터 

Table 3 Cost characteristic of a prospective generator 

연료구분
평균운전비용

(원/kWh)

건설비용

(천원/MW)

내용연수

(년)

석탄 68.3 1,500 30

본 논문에서는 석탄발전기만 후보로 고려하여 전원계획을 수

립하고, 이는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따른 전원계획 결

과 간 용이한 비교 분석을 위한 것이다. 이 밖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계통 입력데이터는 참고문헌 [10]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였으며, 후보발전기의 건설기간, 연간 건설제약 및 총 건설제약

에 관한 제약조건은 이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표 4>는 본 논문

에서 다루는 총 6개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의미하고 각 시나

리오는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과 양수설비 계획예방정비 

고려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Table 4 Simulation scenarios

근사방식 양수설비

Derating
∙ 설비용량: 4,700MW

∙ 예방정비: 미고려

∙ 설비용량: 4,700MW

∙ 예방정비 : 22일/년

  (5.5일/분기)

MFOR

EGOR

일반적으로 양수설비의 경우 전력계통 전체 에너지비용을 절

감하기 위한 경제양수 운영방식을 채택하나, 경제양수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수급양수 운전이 요구될 

수 있다[14]. 따라서 양수설비의 계획예방정비 역시 공급신뢰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원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전산모형인 WASP-Ⅳ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양수설비의 계획예

방정비를 고려한 전원계획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다수의 양수설

비에 대해 WASP-Ⅳ모형을 참고하여 단일발전기로 고려하고 예

방정비정지일수는 발간자료를 참고하여 연간 22일로 가정한다. 

2.3 전원계획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전원계획 수립 시 WASP-Ⅳ 전산모형의 수학

적 정식화를 참고하여 다음의 목적함수를 이용한다[7,15]. 

 
  



     (5)

식 (5)의 목적함수 는 계획기간( )동안 발생하는 신규발전

기 건설비용(), 잔존가치(), 연료비용(), 고정운전유지비( )의 

합을 최소화하는 전원계획 수립을 의미한다. 

공급신뢰도제약

   ≤  ⋯ (6)

식 (6)은 확률적 공급신뢰도 제약을 나타내고   , 

는 각각 연도별 계통의 공급지장확률과 공급신뢰도기준을 의미한

다. 공급지장확률 최대허용 값은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

된 공급지장기대치 0.3일/년을 등가적으로 환산한 0.082%를 모든 

계획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WASP-Ⅳ을 활용하여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따른 영향 분석이 가능하나, 양

수설비 계획예방정비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상용 전산 프로그램인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를 이용하여 확률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전원계획 수립과정을 구현하였음을 밝혀둔다[15,16].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타자료는 발전소 설비현황 및 전력설비 정지통계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고[17-20], 다음 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3. 분석결과

3.1 전원계획 영향 분석

다음의 <그림 4>는 각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을 적용해 수립

한 전원계획의 연도별 설비예비율 결과이며 <그림 5>는 연도별 

누적증설용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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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획연도 설비예비율

Fig. 4 Capacity reserve rate for planning horizon

그림 5 계획연도별 누적증설용량

Fig. 5 Accumulated capacity for planning horizon

결과를 살펴보면 근사방식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계획연도 

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설비예비율 분포를 보인다. 이는 총 비

용 최소화 전원계획 수립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최적화 결과로 

현재의 전원믹스가 최적 구성을 크게 벗어나 있을 때 계획연도 

초기에 다수의 신규발전기 증설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하

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사방식 별 계획연도 후반 

설비예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Derating 법의 경우 가장 낮은 설

비예비율 분포를 보이며 MFOR 법과 EGOR 법이 차례로 높은 

설비예비율 분포를 보인다. 이는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이 전원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각 근사방

식에 따라 공급신뢰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예비율 

차이에 의한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단, ‘17년 Derating 법의 설비

예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는 앞서 식 (4) 및 참고문헌 [10]의 분

석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장기전원계

획 수립의 동적영향으로 판단가능하며 이처럼 동적요소가 포함된 

전원계획의 경우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의 이론적 특성에 

근거한 직관적인 해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 설비예비율 비교결과 

Table 5 Capacity reserve rate comparison

구 분 Derating MFOR EGOR

설비예비율

최솟값(①)

13.62%

(‘29)

15.89%

(‘28)

16.3%

(‘29)

최소설비

예비율[10](②)
14.82% 17.24% 18.04%

차이

(②-①)
1.2%p 1.35%p 1.74%p

환산용량

(MW)
1,343 1,493 1,948

후보설비

최소필요수

2기

(2,000MW)

2기

(2,000MW)

2기

(2,000MW)

* 괄호 안은 해당 설비예비율의 연도를 의미함.

다음으로 수치적 비교를 위해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계획

연도 설비예비율의 최솟값을 <표 5>와 같이 요약하며 이를 참고

문헌 [10]의 최소설비예비율과 비교한다. 이와 같은 비교는 용어

의 정의 상 동등한 비교가 어려우나, 공급신뢰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해야할 최소한의 설비수준이라는 관점 하에 단순 비교

하고자 한다.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차이를 살펴보면, 계획연

도 설비예비율의 최솟값(①)과 최소설비예비율(②)은 동일한 근사

방식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2%p에서 최대 1.74%p의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해당연도의 최대수요와 후보발전기 설

비용량을 이용하여 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2기의 추가적인 

발전기 증설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이 차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표에 나타낸 최소설비예비율은 결정

론적 공급신뢰도기준으로 활용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결정론적 

전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 최소설비예비율은 신규

발전기 건설 등의 동적요소를 배제한 공급신뢰도기준이므로 실제 

전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확률적 공급신뢰도 관점에서 과다한 설

비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간 

설비예비율 차이를 비교한다.

표   6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간 설비예비율 차이 

Table 6 Capacity reserve rate difference

구 분 ⓑ-ⓐ ⓒ-ⓐ

설비예비율 최솟값 2.27%p 2.68%p

최소설비 예비율[10] 2.42%p 3.22%p

<표 6>은 Derating 법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설비예비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며 참고문헌에서 산정한 계획예

방정비 근사방식 간 최소설비예비율 차이에 비해 설비예비율 최

솟값의 차이 폭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

존 발전기에 비해 특성이 우수한 신규발전기가 계통에 투입될수

록 확률적 공급신뢰도제약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설비용량

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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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적영향에 의해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간 차이가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각 근사방식의 이론적 특성에 근거한 공급설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신규투

자로 인한 비용증가를 야기하나 공급능력 확보는 계통운영자 관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2 양수설비 계획예방정비를 고려한 영향 분석

다음의 <그림 6>은 양수설비의 계획예방정비를 고려하여 각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을 적용해 수립한 전원계획의 연도별 설비

예비율 결과이며 <그림 7>은 연도별 누적증설용량 결과이다. 

그림 6 계획연도별 설비예비율

Fig. 6 Capacity reserve rate for planning horizon

그림 7 계획연도별 누적 증설용량

Fig. 7 Accumulated capacity for planning horizon

이는 이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계획연도 초기 다수의 신규

발전기 증설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원계획 수립을 

의미하고,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전원계획의 설비예비율 차이

를 통해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이 전원계획 수립에 미치

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수립 시 

양수설비 계획예방정비 고려여부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이전 분석결과와 설비예비율 차이를 비교한다. 그 결

과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따라 설비예비율이 최대 2%p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공급설비규

모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양수설비의 계획예방정비 역시 전원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양수설비 계획예방정비에 의한 설비예비율 차이

Fig. 8 Capacity reserve rate deviation by a P/S plant

표   7 설비예비율 비교결과 

Table 7 Capacity reserve rate comparison

구 분 Derating MFOR EGOR

설비예비율
최솟값(①)

14.08%
(‘26)

16.79%
(‘28)

17.2%
(‘29)

최소설비
예비율[10](②)

15.14% 18.41% 18.53%

차이
(②-①)

1.06%p 1.62%p 1.33%p

환산용량
(MW)

1,145 1,792 1,489

후보설비
최소필요수

2기
(2,000MW)

2기
(2,000MW)

2기
(2,000MW)

* 괄호 안은 해당 설비예비율의 연도를 의미함.

다음으로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계획연도 설비예비율의 최솟값을 <표 7>과 같이 요약하며 이를 

참고문헌 [10]의 양수설비 계획예방정비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 

최소설비예비율과 비교한다.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차이를 

살펴보면, 계획연도 설비예비율의 최솟값(①)과 최소설비예비율

(②)은 동일한 근사방식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06%p

에서 최대 1.62%p의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해당연도의 최대

수요와 후보발전기 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2기의 추가적인 발전기 증설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전 분

석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간 설비예비율 차이를 비교한다.

<표 8>은 Derating 법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별 

설비예비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며 참고문헌에서 산정한 계획예

방정비 근사방식 간 최소설비예비율 차이에 비해 설비예비율 최

솟값의 차이 폭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는 

<표 6>에 나타낸 분석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한 결과

이며 이는 이전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해석에 더해 양수설비의 계

획예방정비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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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 간 설비예비율 차이 

Table 8 Capacity reserve rate difference 

구 분 차이(ⓑ-ⓐ) 차이(ⓒ-ⓐ)

설비예비율 최솟값 2.71%p 3.12%p

최소설비 예비율[9] 3.27%p 3.39%p

4. 결론 및 토의

전원계획은 미래의 예측된 계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

한 규모의 공급설비를 확보하되, 주어진 공급신뢰도기준을 만족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전력산업에서는 확률적 공

급신뢰도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확률적 분석기법

을 통해 기준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확률적 공급신뢰도는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따

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공급설비규모의 차

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원계획 수립 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3가지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을 활용하여 전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전원계획 수립 시 발

전기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따른 정량적인 영향분석이 가능

하나, 분석결과는 계통구성, 입력데이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

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전원계획 수립 시 

계획예방정비 근사방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그 영향을 숙지하고 다양한 분석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전원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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