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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력수요도 꾸준히 증

가해 왔으며 양질의 에너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전체 사용전력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원자력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올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으

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는 발전기의 특성상 기동·정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경

제적인 전력시스템 운영을 위해 출력을 최대로 유지하여 하루 24시간 내

내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력의 수요형태는 주중, 특히 주

간의 전력사용량은 상당히 높으며, 주말이나 심야에는 전력의 수요가 급

격히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

치시켜야하는 전력시스템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양수발전기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가 계통에 필요하다.

양수발전기의 경우 입찰참여시 발전비용을 “0”으로 평가하는 국내 전

력시장의 운영규칙상 발전입찰을 할 경우 전력시장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가 감소할 수 있다. 양수발전기의 입찰량 만큼 변동비가

높은 발전기가 가격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수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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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간 양수동력에 의한 수요상승으로 인해 SMP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에 따라 SMP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발전원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수요와 전력가격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분

석하고, 양수발전기 입찰시 전력시장가격 변화를 고려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최적 입찰전략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양수발전기 입

찰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변화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타 발전원의

수익이 변화하기 때문에 입찰전략 수립 시 타 발전원의 수익까지 고려해

야 된다고 보았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수익 최대화 문

제를 풀기위해 동적계획법(DP, Dynamic Programming) 알고리즘을 이

용하였다.

주요어 : 양수발전기, 입찰전략, 동적계획법, 전력수요-SMP 상관관계

학 번 : 2011-2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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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력수요도 꾸준히 증

가해 왔으며 양질의 에너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전체 사용전력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원자력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올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으

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는 발전기의 특성상 기동·정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경

제적인 전력시스템 운영을 위해 출력을 최대로 유지하여 하루 24시간 내

내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력의 수요형태는 주중, 특히 주

간의 전력사용량은 상당히 높으며, 주말이나 심야에는 전력의 수요가 급

격히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1].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하는 전력시스템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양수발전기와 같은 대규모 에너

지저장장치가 계통에 필요하다 [4],[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수발전기의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양수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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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유한 발전사의 이득을 높이는 운영전략 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하지만, 양수발전기의 전략적 운영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전

략수립에 대한 분석수준은 높지 못한 편이다. 양수발전기에 관련된 전반

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양수발전기 설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양수발전기의 전략적 운영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Ning Lu

의 연구 [1]와 Ernan Ni의 연구 [2]가 있다.

Ning Lu의 연구를 살펴보면, 발전사업자가 시장가격을 미리 예측하여

양수발전기의 양수급전시점 및 발전급전시점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여 분

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수발전기의 급전시점 결정은 전력거

래소의 권한으로, 연구의 가정과 우리나라의 시장규칙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미시적인 측면에서 전력가격은 발전사업자의 전략적인 운영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으로 양수발전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을 제안하

고 있으나 실제 발전사업자는 양수발전기 외에도 원자력발전기와 같은

타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수발전기 입찰과 타 발전기 이득의 상

관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rnan Ni의 연구는 전력가격의 변화에 대한 양수발전기의 전략적 운

용에 대한 연구로서, 전력가격을 확률변수로 처리하여 가격의 변화에 대

해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연

구이다. 하지만, Ning Lu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입찰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력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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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반으로 한 변동비반영시장

(CBP, Cost-Based Pool)으로 한국전력거래소(KPX, Korea Power

Exchang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가격결정 발전계획

에 의해 전력가격을 산출하며 가격결정 발전계획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및 발전계획자료, 전력계통의 수요예측 등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하루 전 가격결정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익일 24개

의 시간대별 전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결정되는데, 이때 SMP는 거래일의 각 거래시간에 대하여 발전계획에 포

함된 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비용으로 결정한다.

양수발전기의 경우 입찰참여시 발전비용을 “0”으로 평가하는 국내 전

력시장의 운영규칙상 발전입찰을 할 경우 SMP가 감소할 수 있다. 양수

발전기의 입찰량 만큼 변동비가 높은 발전기가 가격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수입찰의 경우 해당시간 양수동력에 의한 수요상승으

로 인해 SMP는 증가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는 양수동

력을 수요로서 SMP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 개정된 전력시장운

영규칙에서는 양수동력을 시행년도 50%, 2차년도 75%, 3차년도 이후

100%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렇게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에 따라 SMP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발전원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수요와 전력가격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분

석하고, 양수발전기 입찰시 전력시장가격 변화를 고려하여 발전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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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최대화하는 최적 입찰전략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양수발전기 입

찰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변화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타 발전원의

수익이 변화하기 때문에 입찰전략 수립 시 타 발전원의 수익까지 고려해

야 된다고 보았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수익 최대화 문

제를 풀기위해 동적계획법(DP, Dynamic Programming) 알고리즘을 이

용하였다.

1.2 논문의 구성 및 개요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요와 전력가격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양수

발전기 입찰시 전력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양수발전기

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최적 입찰전략을 제안할 것

이다.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논문의 구성 및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2 장에서는 전력수요와 SMP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고 양수

발전기 입찰시 SMP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SMP의 변화를 고려한 양수발전기 최적 입찰전략 모델

링을 제시하였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해를 찾기 위해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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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DP, Dynamic Programming)에 적용해 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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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양수발전기 입찰과 시장가격 변화

2.1 변동비반영시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 수직 독점체제로 운영되

어 왔다. 하지만 2001년 4월에 1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는 과거 한전이 소유하고 있던 발전설비들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리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개편된 전력시장에서 한전은 발전부분을 제

외한 송배전과 판매부문에 대해서만 독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6개의 발전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편된

전력시장을 개설하면서 거래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현재의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특정한 규칙 [3]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것

이 본 연구의 주 검토대상이 되는 CBP시장제도이다.

CBP시장에서는 발전기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규칙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력거래를 시장경쟁원리에 맡길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양수발전기는 높은 계통기여도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략적인 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양수발전기의 계통기여를 살펴보면, 양수발전기는 수요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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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대용량의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증감으로 초래되는 기

기수명 단축, 효율저하 등을 보완하는 대비책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

과 불의의 발전기 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속응성을 가지고

있어 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이에 CBP시장에서

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기의 전략적인 입찰을 여러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양수발전기는 전략적인 입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CBP시장은 발전비용이 저렴한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기동하여 수요

에 대한 수급조건을 만족시키고 가장 높은 변동비용을 전력가격 SMP로

결정한다. 또한, 양수발전기의 발전비용을 “0”으로 평가하는 운영규칙상,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 변경은 비싼 발전기의 발전량을 변화시키고 비싼

발전기의 발전량 변화는 SMP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SMP의 변화는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의 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양수

발전기의 입찰전략 결정에 따라 모든 발전기의 이득은 변경된다. 결국,

CBP시장 하에서 양수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운영전략을 수립함

에 있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발전기의 이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2.2 양수발전기

양수발전기는 그림 2.1과 같이 발전소의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

고 발전과 양수를 반복하는 수력발전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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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전력

가격이 높은 첨두부하 시간에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그 경제성이 확보되며 이것을 그림 2.2에 나타내었

다 [5].

그림 2.1 양수발전의 구조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이러한 양수발전의 특징으로 우선 전력을 저장하는 기능을 들 수 있

다. 대용량 발전원의 잉여 전기에너지(여유전력)를 위치에너지(상부저수

지물)로 변환시켜 저장하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하고, 전력계통 전체로

보아 발전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전기수요의 변동에 따른 대용량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의 출력변동으로 인한 기기의 수명단축, 효율저하

등을 보완하여 이들 발전소의 열효율과 이용률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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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동성이 타 에너지원의 발전설비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

고 대용량 발전소의 고장시 또는 전력계통의 돌발적인 사고나 긴급한 부

하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

능하므로 국가 전력수급상의 신뢰도 제고 및 양질의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전력계통의 전압과 주파수 조절을 하며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전시 자체기동발전을 통하여 타 발전소에 최초

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2 양수발전의 경제적 운전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미 전력연구원(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보고서

[5]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양수발전기의 설비용량은 약 127,000MW이며,

표 2.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도 4700MW의 양수발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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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이다. 가장 작은 용량은 1980년에 준공된 청평양수발전기로 발전

기 한 기당 용량이 200MW이며, 2011년에 준공된 예천양수발전기는 발

전기 한 기당 용량이 400MW인 대용량 발전기이다.

구분 준공년도
단위용량

(MW)
대 수

용량합계

(MW)

청평양수 1980 200 2 400

삼랑진양수 1985 300 2 600

무주양수 1995 300 2 600

산청양수 2001 350 2 700

양양양수 2006 250 4 1,000

청송양수 2006 300 2 600

예천양수 2011 400 2 800

총 계 16 4,700

표 2.1 우리나라 양수발전기 현황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퍼 올리는 양수의 경우 필요한 전력

량은 발전을 할 경우 발생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며, 효율로 환산하면 발

전전력량이 양수전력량의 약 70～80% 수준이다 [7]. 즉, 100MWh의 전

력량을 양수하는데 사용하여 70～8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16대의 양수발전기의 효율을 가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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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할 경우 79.16%이며, 이것을 참고로 하여 4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양수

발전기 효율을 80%라 가정하였다.

2.3 양수발전 입찰이 SMP에 미치는 영향

2.3.1 가격결정 발전계획

한국전력거래소는 가격결정 발전계획에 의해 전력가격을 산출하며 가

격결정 발전계획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및 발전계획자료, 전력계

통의 수요예측 등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 수립한다. 그리고 전력가격은

거래일의 각 거래시간에 대하여 발전계획에 포함된 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비용을 그 시간대의 전력가격으로 결정한다.

가격결정 발전계획은 송전선 열제약, 예비력 수준 등 전력의 실질적인

물리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그림 2.3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 고

려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적용한 방법으로 전력을 일반 재화

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측면에서 발전사업자의 경쟁을 충분히 반영한

발전계획이다. 하지만, 전력의 물리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력계통의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은 발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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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한 가격결정

2.3.2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 변화

양수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거래전일 10시에 발전계획을 전력

거래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는 거래전일 10시에 제출된 입찰

자료에 입각하여 가격결정 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과 SMP를 결정한다.

SMP를 결정하는 가격결정 발전계획은 동적계획법과 경제급전을 기반

으로 계획기간동안 공급비용최소화를 만족하는 발전계획으로 발전비용이

저렴한 발전기의 입찰은 전량 가격결정 발전계획에 포함된다. 그리고 가

격결정 발전계획에서 양수발전기의 발전비용은 “0”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은 모두 가격결정 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양수발전기의 입찰은 저비용의 발전기가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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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의 발전기의 출력을 감소시킨다. 발전기의 출력변화는 변동비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장 비싼 변동비로 SMP가 결정되는 거래 규칙을 볼

때, SMP도 변경될 수 있다. 결국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 선택에 따라

SMP는 변화될 수 있다.

2.3.3 수요예측과 SMP 상관관계 분석

양수발전기의 입찰에 따른 SMP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

예측과 SMP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변량 사

이에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변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몸무

게가 많이 나간다. 이와 같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하는 관계

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또, 어떤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제품

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듯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하

는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그림 2.4의 2012년도 수요예측에 대한 SMP 관계를 보면 전력수요가

증가할수록 SMP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전력수요가 증가할수록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기가 투입이 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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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요예측과 SMP 상관관계(2012년)

전력수요와 SMP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전력수요(예측

값)와 SMP의 상관계수 을 식 (2.1)을 통하여 구하였다.







  








(2.1)

 : 총 데이터의 수

 : 변수의 번째 값(변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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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의 평균(변수 동일)

 : 변수의 표준편차(변수 동일)

상관계수 r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항상

부등식 ≤≤ 을 만족시키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0,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0, 무상관일 때는 r=0이 된다.

2012년 전력수요(예측값)와 SM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0.6463

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전력수요가 증가할수록 SMP도 증가하

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림 2.6 수요예측과 SMP 상관관계 구간별 선형화(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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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 200MW 단위로 수요예측 값을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SMP 평균값을 점으로 찍어 그림 2.5에 보였다.

여기서는 구간별로 전력수요 변화에 따른 SMP 변화가 좀 더 선형적으

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간별로 나누어

표 2.2와 같이 선형화하였으며, 이후 4장 사례연구에서 구간별로 선형화

된 수요예측-SMP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구 간(MW) 수 식(  )

32000 ～ 37200   

37200 ～ 43600   

43600 ～ 66000   

66000 ～ 72400   

표 2.2 구간별로 선형화된 수요예측-SMP 관계식

2.3.4 양수동력의 전력수요 반영

지금까지 전력거래시장에서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부하는 전력수요

로 취급하지 않았다. 물을 끌어올리는 비용이 전력생산가격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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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기저부하 시간대에 SMP가 과도하게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민간발전사의 수익과도 연관되므로 양수발

전의 양수동력 부하를 수요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2010년 11월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선진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데이터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양수동력을 수요로써 반영

할 경우 시장가격이 평균 3.03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새로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양수동력 부하

를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에 맞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첫해 50%, 다음해 75%, 마지막해 100%를 가격에 반영하기로 하

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양수입찰 시 SMP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앞서 2장에서는 양수발전기의 발전 입찰시 발전비용이 “0”으로 평가

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해당 시점의 양수발전기 입찰량 만큼 비싼 발전

기의 투입이 감소되므로 SMP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수

발전기의 발전입찰 시에는 해당시간의 SMP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양수

입찰 시에는 SMP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수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타 발전원의 수익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으로

인해 SMP에 변동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다른 발전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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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 변화

본 논문에서는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에 따른 타 발전원의 수익 변동

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최적 입찰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양수발전기의 수익만을 고려한 입찰전략과의 비

교분석을 통하여 논문에서 제시하는 운영전략에 타당성을 보여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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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수발전기 최적 입찰전략

3.1 Modeling

일반적으로 양수발전기의 운전은 SMP가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시간과

SMP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간시간의 가격 및 효율을 고려하여 발전과

양수가 이루어진다. 즉, 자신이 발전 가능한 용량 내에서 식 (3.1)이 성립

하여야 양수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된다 [8].

  × (3.1)

 : 양수 시 전력가격

 : 발전 시 전력가격

 : 양수발전기 효율

양수발전기 입찰이 이루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이산시간영역(discrete

time domain)으로 본다면, 시간 에서 양수발전기의 발전가능용량 상태

(state)와 에서의 상태 변화는 아래 식 (3.2)와 같은 상태천이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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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ransition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 (3.2)

×  ∀ (3.3)

 : 번째 시간대의 양수발전기 발전가능용량

 : 번째 시간대의 발전 입찰량

 : 번째 시간대의 양수 입찰량

다음 상태에서의 발전가능용량은 현재 상태에서 발전 입찰량은 빼고

양수 입찰량은 발전기 효율을 곱하여 더한 것과 같으며, 양수발전기는

발전과 양수를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식 (3.3)과 같은 제약조건을 가지

게 된다. 각 상태에서 입찰에 따른 수익 및 전체 수익함수는 식 (3.4) 및

(3.5)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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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3.5)

 : k번째 시간대에서의 수익

 : 마지막 단계에서의 수익

 : k번째 시간대에서 예상되는 SMP

 : k번째 시간대에서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 변동량

 : k번째 시간대에서 양수발전 사업자의 타 발전원 총 입찰량

식 (3.4)에서  항은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 변

화를 반영한 것이고  항은 양수발전기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발전원

의 수익변동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 변동과 식 (3.4)

를 살펴볼 때 위의 모델링한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발전입

찰을 할 경우 해당시간 양수발전기로 인한 수익은 생기지만 SMP가 감

소함으로 인해 타 발전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양수입찰

을 할 경우 해당시간 양수동력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양수동

력의 수요 반영으로 인해 SMP가 증가함으로 타 발전원의 수익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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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따라서 기대수익 측면에서 양수발전기의 수익과 타 발전원의

수익 사이에는 일종의 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수익함수를 최

대화하는 결정을 찾고 하루 24시간동안 양수발전기 최적 입찰전략을 결

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위한 도구로서 동적 계획법 [9]을 이

용하였으며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3.2 동적 계획법의 적용

3.2.1 동적 계획법

일반적인 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은 시간을 나타내는 인덱스를

k 라고 할 때 식 (3.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 시간대의 상태

(state)와 제어(control) 그리고 외란(disturbance)에 의해 다음 상태가 결

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터 까지 총 개의 단

계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는 항목이다. 각 변수의 의미는 표 3.1과

같다.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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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시간에 대한 변수



시스템의 상태(state)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번째

시간대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과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


 번째 시간대에서 선택된 제어(control) 또는

결정(decision)을 나타내는 변수



확률과정(probabilistic process)을 따르는 잡음(noise) 혹은

외란(disturbance)을 나타내는 변수

N
제어가 영향을 미치는 시계(time horizon)의 개수로서

시스템이 동작하는 단계(stage)의 수이기도 함

표 3.1 동적 시스템 및 비용함수를 구성하는 변수 설명

이러한 동적 시스템에서 각 단계에서의 비용을 나타내는 함수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 단계에 대한 총 비용은 아래 식

(3.7)과 같다. 여기에서   은 전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발

생하는 비용이다. 이 식에서 random parameter 가 존재하므로 총 비

용은 일반적으로 확률변수(random variable)에 의존하는 기댓값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8)과 같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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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l Principle of Optimality

  ⋯ 이 전체 문제(basic problem)의 최적해(optimal

solution)라고 할 때 시간 의 상태 에서 시간 까지의 비용

   
  

  

   (3.9)

를 최소로 하는 하위 문제(sub-problem)을 고려할 때 전체 문제의 일

부분인    ⋯  은 하위 문제의 최적해가 된다. 즉 초기 상

태 및 최초의 결정이 어떤 것이었든 나머지 단계의 최적화된 결정은 최

초의 결정으로부터 도출된 상태에 대하여 최적정책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l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

초기 상태 에 대해서 전체 문제의 최적해로부터 나온 비용을 의미

하는  는 와 같으며 여기에서 는 시간 에서 시간 까

지 거꾸로(backward) 진행하는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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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다음 식 (3.10)과 같다.


min


  
  

  


       ⋯ (3.10)

어떻게 제어를 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변수인  가 위의

식을 최소화한다면 정책(policy)    ⋯  가 최적이 된다.

는 번째 단계에서 시작했을 때의 최적의 기댓값이다.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은 마지막 단계에 대한 최소의 비용을 찾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알고리즘은   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를 계산하는 방향, 즉 시간의 진행에 비추어 거꾸로 반복된다. 이

반복된 계산을 0번째 단계까지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최적의 정책인

 는 최초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에 관계없이 각 단계에서 동

적 계획법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최소화 문제를 만족시킨다 [9].

본 연구의 4장에서는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정을 수행하는 동적 계획

법을 적용하여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기대수익을 최대화하는 양수발전기

입찰 전략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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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동적 계획법을 이용한 정식화

3.1에서 모델링한 수익함수를 앞서 소개한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에

적용시키면 다음 식 (3.11)과 같다. 여기서 시간대별 입찰 선택에 따른

SMP 변화는 식 (3.12)와 같다.


 ×  (3.11)

   (3.12)

이를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

시키는 각 단계별 최적 정책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각 단계에서의 결정

변수를 의미하는 는 해당 시점에서의 양수발전기 입찰 선택을 의미하

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얻은 의 집합이 최적 운영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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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모델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수발전 사업자가

타 발전원의 수익을 고려했을 경우와 그러지 않았을 경우, 양수발전의

최적 입찰전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각각의 경우 최

적 입찰전략에 따른 기대수익을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운영전

략의 타당성을 증명할 것이다.

사례연구에 사용된 양수발전기 사양은 표 4.1과 같으며 만수위일 경

우 연속해서 8시간 동안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발전사업자는 양수

발전기 이외에도 1GW의 원자력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

며, 표 4.2의 수요예측 데이터와 표 4.3의 SMP는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

는 2012년 7월 30일자 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SMP는 해당일의 실제

값이지만, 본 사례연구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예측한 값이라고 보았다.

발전사업자가 입찰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하루 전 수요예측 데이터를

통해 표 4.3과 같은 SMP를 예상하였다고 가정하였으며, 양수발전기의

입찰에 따른 SMP 변화를 2장에서 구한 구간별 선형화식에 대입하여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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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기 단위용량 400 [MW]

발전기수 2기

양수발전기 효율 80%

표 4.1 사례 연구에 사용된 양수발전기 사양

시간(hour) 전력수요(MW) 시간(hour) 전력수요(MW)

8 50550 20 64730

9 58000 21 64220

10 63450 22 61550

11 66030 23 58480

12 66930 24 56220

13 63430 1 50540

14 66820 2 47380

15 68510 3 45200

16 68420 4 44110

17 68520 5 44120

18 66530 6 44810

19 64840 7 47580

표 4.2 시간에 따른 전력수요 예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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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hour) SMP(원/kWh) 시간(hour) SMP(원/kWh)

8 163.87 20 214.78

9 184.25 21 214.78

10 217.19 22 200.35

11 221.42 23 184.25

12 238.61 24 175.56

13 218.07 1 160.98

14 238.15 2 155.75

15 238.15 3 153.45

16 238.15 4 149.54

17 221.42 5 150.20

18 214.52 6 158.65

19 214.74 7 156.11

표 4.3 전력수요(예측량)를 통해 예측한 시간대별 SMP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 제안할 양수발전기 입찰전략은 급전당일 오

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의 입찰전략으로서, 최초 만수위에서 시작

하여 24시간 후에도 만수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적 입찰전략을 세워보

았다.

이때, 원자력 발전기는 24시간 동안 1GW 모두 발전입찰 한다고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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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양수발전기의 수익만 고려한 최적 입찰전략

앞서 소개한 Ning Lu[1]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존에 양수발전기 입찰

전략 연구에서는 양수발전기의 수익만을 고려한 최적 입찰전략을 제시하

였다. 이럴 경우 대부분 SMP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발전입찰을 하

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양수입찰을 하는 전략이 수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으로 제시된다.

양수발전기의 수익만을 고려한 최적 입찰전략을 구하기 위해 식

(3.11)의 수익함수에서 타 발전원의 총 입찰량에 해당하는  항을 없애

고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최초 만수위에서 시작하여 24

시간 후에 다시 만수위가 되도록 하는 입찰전략을 표 4.4와 같이 구하였

다.

표 4.4의 결과로 보아 이 경우 SMP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발전입찰을 하고 SMP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양수입찰을 하는 것이 최적 입찰전략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시간대별 양수발전기의 발전가능 용량은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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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SMP 정보 입찰 선택

SMP

[원/kWh]

입찰에 따른

SMP 변화량

[원/kWh]

양수 입찰량

[MW]

발전 입찰량

[MW]

8 163.87 0 0 0

9 184.25 0 0 0

10 217.19 -1.9488 0 800

11 221.42 -4.6480 0 400

12 238.61 -9.2960 0 800

13 218.07 -1.9488 0 800

14 238.15 -9.2960 0 800

15 238.15 -9.2960 0 800

16 238.15 -9.2960 0 800

17 221.42 -4.6480 0 400

18 214.52 0 0 0

19 214.74 0 0 0

20 214.78 0 0 0

21 214.78 0 0 0

22 200.35 0 0 0

23 184.25 0 0 0

24 175.56 0 0 0

1 160.98 1.9488 800 0

2 155.75 1.9488 800 0

3 153.45 1.9488 800 0

4 149.54 1.9488 800 0

5 150.20 1.9488 800 0

6 158.65 1.9488 800 0

7 156.11 1.9488 800 0

합계 5600 5600

표 4.4 양수발전기의 수익만 고려한 최적 입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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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양수발전기의 수익만 고려한 경우 시간대별 양수발전기의

발전가능 용량

그림 4.2 양수발전기의 수익만 고려한 경우 입찰에 따른 SM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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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표 4.4와 같은 입찰전략을 취했을 경우 SMP의 변화를 보

여준다. 입찰 전 SMP를 나타내는 실선과 입찰 후 SMP를 나타내는 점

선을 보았을 때, 수요가 높은 시간대인 12시, 14시～16시 사이에는 발전

입찰에 따른 SMP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수입찰을 하는 새벽 1시～7시에는 양수동력에 따른 수요상승

으로 SMP가 1.9488원/kWh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2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한 최적 입찰전략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하는 경우 수익함수는 식 (3.11)과 같으

며 앞서 가정한 것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양수발전기 이외에 원자력 발전

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적 입찰전략을 수립해 보았다.

원자력발전기의 경우 계통 내 기저발전기로서 하루 24시간 최대출력

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사례 연구에서도 발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1GW

가 매 시간대에 모두 투입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양수발전기 최적 입찰전략

을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을 통하여 구했으며 최초 만수위에서 시작하여

24시간 후에 다시 만수위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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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SMP 정보 입찰 선택

SMP

[원/kWh]

입찰에 따른

SMP 변화량

[원/kWh]

양수 입찰량

[MW]

발전 입찰량

[MW]

8 163.87 0 0 0

9 184.25 0 0 0

10 217.19 -1.9488 0 800

11 221.42 0 0 0

12 238.61 0 0 0

13 218.07 -1.9488 0 800

14 238.15 0 0 0

15 238.15 0 0 0

16 238.15 0 0 0

17 221.42 0 0 0

18 214.52 0 0 0

19 214.74 -1.9488 0 800

20 214.78 -1.9488 0 800

21 214.78 -1.9488 0 800

22 200.35 0 0 0

23 184.25 0 0 0

24 175.56 0 0 0

1 160.98 0 0 0

2 155.75 1.9488 800 0

3 153.45 1.9488 800 0

4 149.54 1.9488 800 0

5 150.20 1.9488 800 0

6 158.65 0 0 0

7 156.11 1.9488 800 0

합계 4000 4000

표 4.5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한 입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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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한 경우 시간대별 양수발전기의

발전가능 용량

그림 4.4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한 경우 입찰에 따른 SM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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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에서 알 수 있듯이 10시, 13시, 19시～21시에 발전입찰을 하고

새벽 2시～5시, 7시에 양수입찰을 하는 것이 수익을 최대화하는 입찰전

략이 된다. 이때 시간대별 양수발전기의 발전가능 용량은 그림 4.3과 같

으며, 4.1의 결과와는 달리 SMP가 높은 시간대에 발전입찰을 하고 낮은

시간대에 양수입찰을 하는 것이 최적 입찰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림 4.4는 표 4.5와 같은 입찰전략을 취했을 경우 SMP의 변화를 보

여준다. 앞서본 그림 4.2와는 달리 발전입찰에 따른 SMP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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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 연구 비교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양수발전기의 수익만을 고려한 입찰전략

과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한 입찰전략을 비교해 보았다. 편의상

이번 절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CASE 1 : 양수발전기의 수익만을 고려한 입찰전략

․CASE 2 :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을 고려한 입찰전략

CASE 1의 경우 양수발전기의 수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발전입찰로 인해 해당시간 SMP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발전입

찰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SMP가 높은 시간대

에 발전입찰을 하고 낮은 시간대에 양수입찰을 하는 것이 최적 입찰전략

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양수발전기의 수익과 원자력발전기의 수익을 모두 고려한

CASE 2의 경우 전체 수익의 최대화를 위해 좀 더 전략적인 입찰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MP가 높게 형성되는 피크부하 시간대인

11시～12시, 14시～17시에 발전입찰을 할 경우 해당시간 양수발전기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로인한 SMP 감소가 원자력발전기의 수

익감소에 주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피크부하 시간대에 발전입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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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타 발전원의 입찰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수익변동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CASE 2의 경우 양수발전기의 입찰에

따른 원자력발전기의 수익변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CASE 1과는 다른 최

적 입찰전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적 입찰전략인 CASE 2와 기존 입

찰전략인 CASE 1의 기대수익을 비교하여 표 4.6에 나타내었다.

양수발전기의

수익

양수발전기를 제외한

타 발전원의 수익의 합
합 계

CASE 1 152,890,000 4,646,210,000 4,799,100,000

CASE 2 150,500,000 4,653,600,000 4,804,100,000

표 4.6 CASE 1과 CASE 2의 기대수익 비교

CASE 2의 경우 양수발전기의 기대수익은 CASE 1과 비교하여

2,390,000원 감소하였으나, 타 발전원의 수익까지 더한 총 기대수익은

5,000,000원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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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수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다른 기저발전기도 소

유하고 있으므로, 양수발전기의 수익만을 고려한 입찰전략 보다는 타 발

전원의 수익도 고려한 입찰전략이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사례 연구

결과에서는 CASE 2의 기대수익이 5,000,000원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지

만 타 발전원의 입찰량이 1GW 보다 커질수록 CASE 1에 비해 CASE 2

가 얻는 수익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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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양수발전기는 전력계통 내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로서 타 발전설비

와는 달리 에너지의 생산, 저장,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전이 가능하며

이러한 양수발전기의 운영을 최적화 하기위한 방법들이 다 방면으로 연

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 변동

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양수발전기 사업자가 소유한 타 발전

원의 수익변동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수발전기의 발전비용이 “0”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발전 입찰시 SMP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2012년도에 새로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양수동력이 수요로서 반영되므로 양수 입찰시

SMP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수발전기의 입찰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SMP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예측과 SMP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SMP의 변동을 구해보았으며, 이것을 고려하여 양수발전기

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최적 입찰전략을 제시하였

다. 또한 양수발전기 입찰에 따른 타 발전원의 수익변동까지 고려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입찰전략과 비교해 발전사업

자의 수익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적 입찰전략 수립 시 전체 전력 계통에서의 미

래 전력가격이 예측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실시

간 요금제로서의 후정산(ex-post)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미래 전력가격

예측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하다. 전력가격 예측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므로 새로운 시

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양수발전기를 긴급한 수요변동에 대응하는 예비력

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

이는 미래 전력시스템 환경에서는 이와 연계된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전력시스템 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로서 양수발전기의 가치

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사업자는 좀 더 다양한 운영전략을

통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전력계통의 부하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42

참 고 문 헌

[1] Ning Lu, H. Chow, and Alan A. Destrochers, “Pumped-Storage

Hydro-Turbine Bidding Strategies in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IEEE Trans. on Power Systems, vol 19, no. 2, pp.

834-841, May 2004.

[2] Ernan Ni and Peter B. Luh, “Optimal Integrated Generation

Bidding and Scheduling With Risk Management Under a

Deregulated Power Market.”, IEEE Trans. on Power Systems, vol

19, no. 1, pp. 600-609, Feb 2004.

[3]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2013년 4월.

[4] Allen J. Wood, Bruce F. Wollenberg, 『Power Generation,

Operation, and Control』, Wiley-Interscience; 2 edition, 1996

[5] P. KUNDUR, 『Power System Stability and Control』, Mc

Graw-Hill, 1994.

[6] Yann REBOURS, Daniel KIRSCHEN, “A Survey of Definitions

and Specifications of Reserve Service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5.

[7] EPRI, Energy Storage Technology Status, 2011



43

[8] N. S. Rau and C. M. Necsulescu, “Economics of energy storage

devices in interconnected systems—A new approach,” IEEE Trans.

Power App. Systems., vol. PAS-103, pp. 1217–1223, June 1984.

[9] Dimitri P. Bertsekas, 『Dynamic Programming and Optimal

Control Volume 1』, Athena Scientific, 1995.

[10] E. Ni and P. B. Luh, “Optimal integrated bidding and

hydrothermal scheduling with risk management and

self-scheduling requirements,” in Proc. 3rd World Congr. Intell.

Control Automation, 2000, pp. 2023–2028.

[11] P. Brown, J. Lopes, and M. Matos, “Optimization of pumped

storage capacity in an isolated power system with large

renewable penetration,” IEEE Trans. Power Systems., vol. 23, no.

2, pp. 523–531, May 2008.

[12] Alireza Khotanzad, “A Neuro-Fuzzy Approach to Short-Term

Load Forecasting in a Price-Sensitive Environment”, IEEE Trans.

Power systems, vol. 17, no. 4, Nov 2002

[13] B. Roberts and J. McDowall, “Commercial success in power

storage,” IEEE Power Energy Mag., vol. 3, no. 3, pp. 24–30,

Mar.-Apr. 2005.

[14] E. D. Castronuovo and J. A. P. Lopes, “On the optimization of

the daily operation of a wind-hydro power plant,” IEEE Trans.



44

Power Syst., vol. 19, pp. 1599–1606, 2004.

[15] M. V. F. Pereira and L. M. V. G. Pinto, “Multi-stage stochastic

optimization applied to energy planning,” Mathematical

Programming: Series A and B Archive, vol. 52, pp. 359–375,

1991.

[16] D. Bunn, Modelling Price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New York: Wiley, 2004

[17] A. Mateo, A. Mueoz, and J. Garcia-Gonzlez, “Modeling and

forecasting electricity prices with input/output hidden Markov

models,” IEEE Trans. Power Syst., vol. 20, no. 1, pp. 1–12, Feb.

2005.

[18] O. Nilsson and D. Sjelvgren, “Hydro unit start-up costs and

their Impact on the short-term scheduling strategies of Swedish

power producers,” IEEE Trans. Power Syst., vol. 12, no. 1, pp.

38–43, Feb. 1997.



45

부 록

clear
smp=load('smp.txt'); % SMP data load
eta=0.8; % 양수동력량에 대한 발전량의 비율
a=0.002436; % 양수 입찰에 따른 가격변동 기울기(43600~66000)
b=0.011620; % 양수 입찰에 따른 가격변동 기울기(66000~72600)
r=0.5; % 양수 동력 반영비율
other_gen=4000; % 타 발전설비 총 용량
 
%% State 생성 %%
for N=1:24
    if N<=8
        for M=1:2*N-1
            S(M,N)=6400-400*(M-1); % 초기용량 6400MWh
        end
        
    elseif N<=16
        for M=1:17
            S(M,N)=6400-400*(M-1);
        end
        
    else
        for M=1:17-2*(N-17)
            S(M,N)=6400-400*(M-1);
        end
    end     
end
 
%% 수익 계산 %%
for N=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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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mp(2,N)>=66000
        
f(N,1)=-(smp(1,N)+b*800*r)*800/eta+(smp(1,N)+b*800*r)*other_g
en;
        
f(N,2)=-(smp(1,N)+b*400*r)*400/eta+(smp(1,N)+b*400*r)*other_g
en;
        f(N,3)=smp(1,N)*other_gen;
        
f(N,4)=(smp(1,N)-b*400)*400+(smp(1,N)-b*400)*other_gen;
        
f(N,5)=(smp(1,N)-b*800)*800+(smp(1,N)-b*800)*other_gen;
        
    else
        
f(N,1)=-(smp(1,N)+a*800*r)*800/eta+(smp(1,N)+a*800*r)*other_g
en;
        
f(N,2)=-(smp(1,N)+a*400*r)*400/eta+(smp(1,N)+a*400*r)*other_g
en;
        f(N,3)=smp(1,N)*other_gen;
        
f(N,4)=(smp(1,N)-a*400)*400+(smp(1,N)-a*400)*other_gen;
        
f(N,5)=(smp(1,N)-a*800)*800+(smp(1,N)-a*800)*other_gen;
    end
end
 
%% Dynamic Programming %%
 
S(1,25)=6400;
op=zeros(17,25);
 
for N=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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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N<=9
        for i=1:1:17-2*(10-N)
            k=1;
            for j=1:17-2*(9-N)
                if (S(i,N-1)-S(j,N))==-800
                    temp(k,1)=f(N-1,1)+op(j,N);
                    temp(k,2)=-1;
                    k=k+1;
                    
                elseif (S(i,N-1)-S(j,N))==-400
                    temp(k,1)=f(N-1,2)+op(j,N);
                    temp(k,2)=-0.5;
                    k=k+1;
                elseif (S(i,N-1)-S(j,N))==0
                    temp(k,1)=f(N-1,3)+op(j,N);
                    temp(k,2)=0;
                    k=k+1;
                    
                elseif (S(i,N-1)-S(j,N))==400
                    temp(k,1)=f(N-1,4)+op(j,N);
                    temp(k,2)=0.5;
                    k=k+1;
                    
                elseif (S(i,N-1)-S(j,N))==800
                    temp(k,1)=f(N-1,5)+op(j,N);
                    temp(k,2)=1;
                    k=k+1;
                
                else
                    temp=temp;
                end
            end
            temp=sortrows(temp(1:k-1,1:2),-1);
            op(i,N-1)=tem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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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i,N-1)=temp(1,2);
            temp=zeros(5,2);
        end
        
    elseif N<=17
        for i=1:17
            k=1;
            for j=1:17
                if (S(i,N-1)-S(j,N))==-800
                    temp(k,1)=f(N-1,1)+op(j,N);
                    temp(k,2)=-1;
                    k=k+1;
                    
                elseif (S(i,N-1)-S(j,N))==-400
                    temp(k,1)=f(N-1,2)+op(j,N);
                    temp(k,2)=-0.5;
                    k=k+1;
                elseif (S(i,N-1)-S(j,N))==0
                    temp(k,1)=f(N-1,3)+op(j,N);
                    temp(k,2)=0;
                    k=k+1;
                    
                elseif (S(i,N-1)-S(j,N))==400
                    temp(k,1)=f(N-1,4)+op(j,N);
                    temp(k,2)=0.5;
                    k=k+1;
                    
                elseif (S(i,N-1)-S(j,N))==800
                    temp(k,1)=f(N-1,5)+op(j,N);
                    temp(k,2)=1;
                    k=k+1;
                
                else
                    temp=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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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end
            temp=sortrows(temp(1:k-1,1:2),-1);
            op(i,N-1)=temp(1,1);
            sel(i,N-1)=temp(1,2);
            temp=zeros(5,2);
        end
        
    else
        for i=1:17-2*(N-18)
            k=1;
            for j=1:17-2*(N-17)
                if (S(i,N-1)-S(j,N))==-800
                    temp(k,1)=f(N-1,1)+op(j,N);
                    temp(k,2)=-1;
                    k=k+1;
                    
                elseif (S(i,N-1)-S(j,N))==-400
                    temp(k,1)=f(N-1,2)+op(j,N);
                    temp(k,2)=-0.5;
                    k=k+1;
                elseif (S(i,N-1)-S(j,N))==0
                    temp(k,1)=f(N-1,3)+op(j,N);
                    temp(k,2)=0;
                    k=k+1;
                    
                elseif (S(i,N-1)-S(j,N))==400
                    temp(k,1)=f(N-1,4)+op(j,N);
                    temp(k,2)=0.5;
                    k=k+1;
                    
                elseif (S(i,N-1)-S(j,N))==800
                    temp(k,1)=f(N-1,5)+op(j,N);
                    temp(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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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1;
                
                else
                    temp=temp;
                end
            end            
            temp=sortrows(temp(1:k-1,1:2),-1);
            op(i,N-1)=temp(1,1);
            sel(i,N-1)=temp(1,2);
            temp=zeros(5,2);
        end
    end
end
 
op(1,1) % 총 수익
 
%% 양수동력 반영비율에 따른 smp변화 분석 %%
 
for N=1:3    
    m=1;
    for i=1:24 % 양수발전 최적 입찰 op_sel을 구함
        if sel(m,i)==1
            op_sel(i)=sel(m,i);
            m=m+2;
        elseif sel(m,i)==0.5
            op_sel(i)=sel(m,i);
            m=m+1;
        elseif sel(m,i)==0
            op_sel(i)=sel(m,i);
        elseif sel(m,i)==-0.5
            op_sel(i)=sel(m,i);
            m=m-1;
        else
            op_sel(i)=se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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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2;
        end
    end
    
    for i=1:24 % 양수발전 입찰에 따른 시장가격 변화 계산
        if smp(2,i)>=66000
            if op_sel(i)==1
                v_smp(N,i)=smp(1,i)-b*800;
            elseif op_sel(i)==0.5
                v_smp(N,i)=smp(1,i)-b*400;
            elseif op_sel(i)==0
                v_smp(N,i)=smp(1,i);
            elseif op_sel(i)==-0.5
                v_smp(N,i)=smp(1,i)+b*400*r;
            else
                v_smp(N,i)=smp(1,i)+b*800*r;
            end
            
        else
            if op_sel(i)==1
                v_smp(N,i)=smp(1,i)-a*800;
            elseif op_sel(i)==0.5
                v_smp(N,i)=smp(1,i)-a*400;
            elseif op_sel(i)==0
                v_smp(N,i)=smp(1,i);
            elseif op_sel(i)==-0.5
                v_smp(N,i)=smp(1,i)+a*400*r;
            else
                v_smp(N,i)=smp(1,i)+a*800*r;
            end
        end
    end
%     r=r+0.25;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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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dern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s, demand for

electricity has increased steadily with need of high-quality and stable

power supply. In Korea, a large part of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entire country depends on nuclear and thermal power, and nuclear

power in the electricity production cost is very cheap and does not

emit carbon dioxide to come to overcome the energy crisis is

regarded as a realistic alternative.

Currently, Korea base load power in charge of the nuclear and

thermal power plants which characteristic of the generator takes a

long time to start, stop and for the economic operation of power

systems, it keeps the maximum output 24 hours a day. However, in

general the pattern of the power demand during the week, especially

day-time is quite high and at the weekends or at night time

drastically reduced. As a result, demand-supply imbalance may occur,

so we need to large-scale energy storage system on the grid such as

pumped storage unit.

In Korea, the generation cost of pumped storage is evaluated "0"

so SMP (System Marginal Price) can be reduced by generation

bidding. Because, the amount of the expensive generators are



53

excluded from the pricing. In addition, in the case of pump bidding, it

can increase electricity demand of that time so SMP can be

increased. As a result, SMP can be changed by pumped storage

bidding strategy and it affects other generators profi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of electricity demand and electricity

prices are analyzed. And the optimal bidding strategy for a pumped

storage unit considering the effect on electricity market price is

proposed. at bid market price,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 of

power generation companies to maximize revenue optimal bidding

strategy is proposed.

Previously proposed content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and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was used to solve the profit

maximizing problem.

Keywords : Pumped storage unit, Bidding strategy, Dynamic

Programming(DP), Demand-SMP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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