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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전력계통의 전압기준은 전압조정목표와 전압유지범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압유지범위는 고장이나 외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이 

유지해야 하는 전압 한계이며 전압조정목표는 정상상태의 운전범위이다. 

국내 765㎸, 154㎸ 계통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기준전압을 전압유지범

위의 중간값으로 운영하는데 국내 345㎸ 계통만 중간값이 아닌 353㎸

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력시스템은 발전 측면에서는 전통적 화석연료에

서 신재생에너지로, 부하 측면에서는 용량성 부하가 증가하는 추세로 에

너지 전환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안정적 전압유지를 위한 충분한 무

효전력 공급과 예비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국내 전력계통은 1996년 제정된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에서 정한 계통 기준전압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53㎸로 운영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성장률은 90년대 10% 초반에서 2015년 1.27%로 급격하

게 하락하였으며 전력 판매량도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향

후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압보

상을 위해 무효전력을 무상 공급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 무효전력 

공급과 설비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상

태가 지속된다면 2003년 북미 대정전(blackout)과 같은 재난이 국내에

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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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보고서는 해외 무효전력 시장 연구로 국내 적용 가능한 무효

전력 비용 모델을 제시하고 무효전력 비용 보상을 전제로 전력조류 방정

식의 무효전력과 전압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무효전력을 경제급전할 수 

있는 345㎸ 기준전압을 연구하였다. IEEE 14 모선 시스템과 실제 한전 

계통에서 PSS/E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과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무효전력, 계통 기준전압, 분로 리액터, 기회비용  

학  번 : 2016-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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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전력시스템은 765㎸부터 345㎸, 154㎸로 구성되며 주요 계통

이라고 하면 345㎸ 계통을 말한다. 국내 345㎸ 계통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은 갖고 있다. 

    ∙ 345㎸ 계통 기준전압은 전압유지범위(345㎸ ± 5%)의 중간값

인 345㎸보다 8㎸ 높은 353㎸로 운영하고 있다. 

    ∙ 무효전력 보상설비 중 유연송전시스템(FACTS :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설비를 제외하고는 분로 리액터(shunt reactor)

만 운영 중이다. 

  분로 리액터의 역할은 무효전력을 흡수(소비)하여 전압상승을 억제하

고, 특히 경부하시 페란티 효과(ferranti effect)에 의한 송전선로 수전

단의 전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하측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발

전모선이나 발전소 인근 변전소에도 많은 양의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운

영하고 있다. 분로 리액터와 같은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다빈도로 운전하며 분로 리액터 차단 시 전류재단 현상(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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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ping)에 의한 과도회복전압(TRV : Transient Recovery Voltage)

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7]. 본 연

구는 345㎸ 분로 리액터 고장 분석과 대책 연구에서 시작하여 345㎸ 

계통전압과 비효율적인 Q-V 제어에 대한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내 345㎸ 계통 기준전압에 대한 재검토와 무효전력의 경제

급전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6개의 발전사로 분

리하여 발전경쟁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할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였다. 이때 무효전력 비용 보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연료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변동비 반영시장(CBP : Cost 

Based Pool)에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효전력에 

대한 가격이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전력시스템은 대

단위 신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증가, HVDC나 DC 배전과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더 이상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전

압보상을 위한 무효전력의 공급과 충분한 예비력 확보를 의무적으로 강

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증가는 발전단가 인하와 친환경 발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시스템의 

신뢰도와 전압 안정도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무효전력의 소비

가 다량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무효전력 보상은 고스란히 기존의 발전사와 

송전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무효전력 공급을 담당하

는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날이 곧 다가

올 것이다. 전력계통 신뢰도를 유지하고 양질의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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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공급자들의 무효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동기를 부여하

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무효전력 서비스 보상과 공정한 거래될 수 있는 

무효전력 시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의 무효전력 서비스에 대한 보상 사례를 보면 전력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적 계통운영과 적정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미국은 1996년 미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 Order 888을 발표

하면서 전압 보상을 위한 발전기 무효전력을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로 지정하면서 송전사업자의 요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시기 무효전력 비용 보상을 고려한 이유는 송전망 시장이 개방되고 독립 

계통운영자(ISO)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무효전력 공급과 발전사업자의 

무효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 동기부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10]. 현재 

미국 내 PJM ISO, NYISO, CAISO 등 대부분의 ISO가 방식은 다르지

만 발전사업자에게 무효전력 비용을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뿐 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인도, 일본도 보상을 실시

하고 있다.

무효전력 최적조류계산(OPF) 문제를 풀 때는 발전기 단자전압을 제

어변수로, 전압유지범위를 부등 제약조건으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일

반적이다. 국내의 345㎸ 계통 기준전압은 1996년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제정하면서 전압유지범위의 중간값인 345㎸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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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353㎸로 8㎸ 높게 설정하였다. 높은 계통전압은 송전 손실 저감, 송

전용량 증대와 전압 안정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전력설비의 열화나 절

연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많은 무효전력 보상설비를 필요로 한다. 현

재의 국내 전력시스템은 계통 기준전압이 제정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

지도 송전손실 절감과 발전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높은 계통전압과 이로 

인한 비효율적으로 무효전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력 환경 변

화에 맞는 새로운 목적함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전력시장 완

전 경쟁에 앞서 전력 계통 신뢰도와 전압 안정도를 위해 무효전력 비용 

보상, 가격 책정 및 무효전력 시장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345㎸ 계통에서의 무효전력 운영 현황을 조사하

고 해외의 무효전력 보상사례를 통해 국내 전력시스템에서 적용 가능성

을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무효전력 경제급전을 고려한 345㎸ 계

통 기준전압의 변경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IEEE 14 표준모선과 한전 

실제 계통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2 논문의 구성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345㎸ 계통에서 발전모선 전압 제어에 따른 무

효전력 응답을 검토하고 무효전력 경제급전을 고려했을 때 국내 345㎸ 

계통 기준전압 재검토 필요성과 하향조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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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는 무효전력 비용 보상 배경과 국내외 무효전력 비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해외의 무효전력 보상 사례 연구와 무효전력 한계비용

을 검토하였다.

제 3장과 4장에서는 계통전압과 무효전력의 관계를 연구하고 국내 

무효전력 비용 보상 산정 모델을 조사하였다. 무효전력 경제급전에 대한 

사례연구로 3장에서의 계통전압과 무효전력과의 관계식을 IEEE 14 표

준모선과 한전 실제 계통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계통전압과 

무효전력 응답을 PS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추후 연구 사항

을 제언하였다. 

제 2 장 무효전력 운영 및 비용 산정

2.1 무효전력 운영

전력계통 신뢰도 문제는 주파수와 전압 제어로 구분된다. 주파수 제

어는 유효전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급전과 연계하여 최적조류계산

을 하지만 전압 제어는 무효전력과 관련이 있는데 무효전력의 장거리 송

전 제약과 국지성으로 각 모선별로 개별 제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급전 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파수 제어에 비해 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유효전력 비용과 함께 무효전력 경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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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도입정책을 고려하면서 연구하였지만 이후 전압 제어는 국내 전력시

스템의 보조서비스로만 간주되었고 무상으로 발전사업자와 한전이 공급

하면서 많은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995년부터 무효전력 

비용을 보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003년 북미 대정전(blackout)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 조사팀은 대정전 이전의 오하이오 북쪽 지역에서의 무

효전력의 공급용량이 수년에 걸쳐 적정하지 못하였으며 지역 신뢰성 위

원회에서 이와 같은 취약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 최종 보

고서의 권고사항 46항목 중 23항에 모든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

구(NERC) 지역에서의 무효전력 및 전압제어 강화를 지적하였다. 신재

생에너지나 HVDC의 비중 확대는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며 북

미 대정전과 같은 재난사태가 국내 전력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

담할 수 없다. 전력시스템의 변화에 앞서 안정적인 무효전력 수급과 전

압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1.1 무효전력의 역할 및 현황

무효전력은 송전선로나 변압기, 발전기 등 전력설비가 갖고 있는 임

피던스의 허수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전력이다. 유도성 무효

전력은 전력시스템이 소비(혹은 흡수)하는 전력이고 용량성 무효전력은 

생산(혹은 공급)하는 전력이다. 전력시스템에서 부하는 대부분이 유도성

으로 산업기기나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전력기기들의 대부분이 유도성 

무효전력을 소비하며 송전선로는 부하에 따라 무효전력을 소비하기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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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기도 한다. 충분한 무효전력의 보상(소비와 공급)으로 전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고장이나 외란 발생 시 전압 안정도

를 유지하기 위해 무효전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효전력은 계통 운영비용, 전압 안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

상되는 부하량과 상정사고를 고려한 충분한 무효전력 용량을 구비해야 

한다. 수시로 변동하는 부하에 대응해야 하는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반응

시간에 따라 정적 무효전력장치(static reactive power)와 동적 무효전

력장치(dynamic reactive power)로 구분된다. 정적 무효전력장치로는 

전력용 콘덴서(capacitor)나 리액터(reactor)가 대표적인데 전력계통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적보상만 가능하다. 동적 

무효전력장치는 발전기, 동기조상기와 SVC와 STATCOM과 같은 

FACTS 설비가 있다. 이 외에도 Dynamic Var(D-Var)는 능동 디바이

스로 전압변동에 반응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출력한다. 대부

분의 무효전력 공급원들이 제어를 통해 공급과 소비를 하지만 송전선로

는 부하에 따라 무효전력을 공급하기도 소비하기도 한다. 고유부하율

(SIL : Surge Impedance Loading)은 송전선로의 커패시턴스에 의해 

공급되는 무효전력과 인덕턴스에 의해 소비되는 무효전력이 동일할 때의 

부하로 선로의 부하가 SIL 보다 많은 경우(중부하)에서는 무효전력을 

소비하고 반대의 경우(경부하)는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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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송전선로 부하에 따른 유무효 전력 손실

그림 2.1은 송전선로 부하에 따른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손실곡선으

로 Brendan Kirby, Eric Hirst의 Ancillary Service detail에서 인용하였다[6].

무효전력의 소비는 전류의 제곱이 비례하며 그림 2.1에서 0보다 적은 

무효전력 손실 값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구간을 의미하며, 0보다 큰 값

은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구간이다. HVDC(High Voltage DC) 송전선로

는 AC/DC 변환을 위해 인버터와 컨버터 변환기, 변압기, 필터와 커패시

터로 구성되어 있다. HVDC 송전선로에서는 무효전력의 소비가 없지만 

변환장치에서는 변환용량의 40%에 달하는 무효전력을 소비한다.  

1,000㎿ HVDC 선로 양단에는 400Mvar의 무효전력이 필요하다. 현재

는 제주도 연계선로만 HVDC로 운영 중이지만 육상 HVDC 건설로 무효

전력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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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345㎸ 계통 기준전압 

  1996년 제정한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서 345㎸ 기준

전압을 353㎸로 최초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 2.1 해외 및 국내 전압유지범위

국 가
계통

운영자

전압유지범위 기준전압
(㎸)최소 최대

미 국

NYISO 328(-5%) 362(+5%) 345

PJM 317(-8%) 362(+5%) 345

ERCOT 330(-15㎸) 362(+17㎸) 345

영 국 NGC 380(-5%) 420(+5%) 400

일 본 구주전력
515~520(주간)

510~515(야간)
525(+5%) 500

한 국 KPX 328(-5%) 362(+5%) 353

표 2.1은 해외 및 국내 계통의 전압유지범위와 기준전압이다. 대부분의 

전력계통은 기준전압을 전압유지범위의 중간값으로 운영한다. 일본의 경

우 주간, 야간에 따라 전압 범위를 다르게 운영하는데 주간에 송전손실 

경감을 위해 높은 전압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수전단의 전압상승을 억제

하기 위해 저전압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 내 BPA(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나 Southern Company와 같은 지역은 시간대별, 지역

별, 모선별 다른 전압유지기준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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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5㎸ 계통전압의 기준전압이 353㎸로 높게 설정한 이유를 다

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① 송전손실 저감  

                       cos

 ․

   

  ② 최대전력 전송

                         




      

  ③ 발전비용 최소

                       
∈

  

  ④ 발전기 안정적 운전 및 전압 안정도 여유분 확보

  ⑤ 장거리 가공선로 및 부하특성(유도성)에 따른 전압 강하 보상

한전 전력연구원의 345㎸ 계통전압과 유효전력 손실량 연구 자료를 

보면 353㎸에서 722㎿의 평균 손실량이 345㎸로 조정했을 때 100㎿ 

증가한다는 연구 자료를 통해 고전압 송전의 이점을 확인하였다[2]. 

높은 계통전압은 송전손실 절감이나 송전용량 증대 등 이점이 있지만 

과전압에 의한 절연설비 열화 및 수명단축, 설비고장으로 계통 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345㎸ 계통 기준전압을 제정하고 20년이 

지난 현재의 전력계통과 에너지 변환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 전력시스템

을 고려한 345㎸ 기준전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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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국내 무효전력 운영 현황

   

국내 무효전력의 운영현황은 앞장에서 설명한 높은 계통전압과는 반

대로 송전 계통에는 무효전력을 흡수(소비)하여 전압을 낮추는 분로 리

액터만 운영하고 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2016년 

말 기준 전력용 콘덴서 23Gvar, 분로 리액터 15.7Gvar이다. 이중 345

㎸ 계통에는 순동 무효전력 보상장치(SVC, STATCOM)를 제외하면 전

량 분로 리액터로 11.1Gvar를 운영 중이다[4].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송전손실로 장거리 송전이 어렵고 국지적 성질

을 갖고 있어 부하측이나 필요개소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많은 분로 

리액터가 발전단지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운영 중이다. 발전기의 높은 

345㎸ 전압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분로 리액터로 무효전력 보상(소비)하

여 전압을 낮추고 경부하시 수전단을 전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송전단

의 분로 리액터로 보상하지만 송전 제약으로 송전선로를 개방하여 송전

선로의 무효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 해외 전력사나 ISO의 무효전력 

운영 자료를 보면 송전 계통에서는 대부분 전력용 콘덴서를 활용하여 전

압을 조정한다. 국내처럼 송전 계통에 분로 리액터로만으로 전압을 조정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사례이다. 

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6개의 발전사로 분리되고 계통운영

자로 전력거래소가 발족하였다. 유효전력 공급시장은 경쟁 체계를 구축

하고 연료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변동비 반영시장(CBP)이 도입되

었다. 연료비 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에서 연료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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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무효전력 공급은 보조 서비스(ancillary service)로 발전사와 송

전사업자인 한전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에너지

와 같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더 많은 무효전력 보상을 요구한

다.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도심에 위치한 민간 발전사는 무효전력 공급량

이 유효전력 공급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량

과 예비력 확보를 위한 민간 발전사의 무효전력 시장 참여와 투자를 위

해 가격보상과 무효전력 시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2 무효전력 비용 보상 

무효전력 비용 보상을 도입한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안정적인 무

효전력 공급과 예비력 확보를 위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충분한 무효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다. 미국에서 무효전력 비용 보상은 Northern States Power 

Company에서 전체 전력요금에서 무효전력 비용 분리를 최초로 주장하

였고 무효전력 서비스 비용 체계로 발전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6년 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Order 888에서 전압 조정을 위한 발

전기 무효전력 서비스를 6가지 보조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송전사

업자의 요금(OATT : Open Access Transmission Tariff)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FERC는 무효전력 공급방법으로 송전시스템에 커패

시터와 같은 보상장치 설치와 발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고 

송전시스템의 무효전력 보상은 송전사업자의 기본 기능으로 간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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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에서 분리시켰다. 또한 

FERC는 무효전력 보조서비스 비용에 대해 변동비 반영, 지역과 부하특

성에 따른 차등 비용 등에 대한 지침(guide line)을 제정하였다[10]. 이 

시기 무효전력 비용 보상을 고려한 이유는 송전망 시장이 개방되고 ISO

가 등장하면서 계통 신뢰도와 전압 안정도를 위한 발전 사업자의 무효전

력 설비에 대한 투자 동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2.1 무효전력 비용 분석

무효전력 생산비용은 유효전력의 1% 수준으로 대부분의 해외 사례

에서 발전기의 한계용량 범위 내에서 유효전력 출력 감소에 따른 기회비

용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다수 발전기의 무효전력 비용

은 보상하며 송전계통의 무효전력 보상장치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비의 감가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John W. Lamont는 무효전력 비용을 발전기뿐만 아니라 송전선로까

지 확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와 암묵적 비용

(implicit cost)로 구분하였다. 명시적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으로 무효전력 설비비용과 생산비용이며 암묵적 비용은 기회비용을 말한

다[8]. 

(1) 발전기의 무효전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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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명시적 무효전력 비용(explicit costs)은 연료비 기준으로 

유효전력과 비교하면 소량으로 무시하고 운전비용만 포함한다. 무효전력

을 생산하기 위한 운전비용(cos)은 명시적 비용의 큰 부분으로 피상전

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관계식으로부터 식(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운전비용은 대략 유효전력 가격의 1% 수준이다. 

cos cos × sin                     (2.1)

       여기서, Qcost : 원/Mvar 로 단위 무효전력 생산단가

             Scost : 원/MVA 로 단위 피상전력 생산단가

               θ  = cos-1pf, pf 는 역률        

발전기의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이다. 발전기 운전범위는 발전기의 전기자와 계자의 최대 허용전류로 결

정된다. 이는 전기자 권선 열적한계(armature heating limit)와 계자의 

열적 한계(field heating limit), 전기자 철심 단부 열적 한계(core end 

heating limit)로 그림 2.2와 같다. 발전기는 계자회로의 특성에 따라 내

부전압과 무효전력 발전량이 정해지고 전기자 회로에 흐르는 최대전류 

내에서만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물리적 특징에 의해 유효, 

무효전력의 공급가능 영역이 결정되며 그림 2.2는 발전기 유효 무효전

력 생산 가능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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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발전기 무효전력 생산 가능영역 (D-Curve)

그림 2.3은 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으로 발생한 유효전력의 기회비

용에 대한 예시이다. 

그림 2.3 발전기 무효전력 한계용량과 기회비용

발전기 출력 가능 영역 내에서 P0 로 운전하는 발전기는 무효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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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이 아닌 최대 무효전력 Q2를 발생한다. 계통운영자나 AVR 에서 전압

상승 지령이 내려오는 경우 Q3의 무효전력을 발생하기 위해 ③으로 운전

점이 이동하며 유효전력도 P1으로 이동하여 결국 발전기는 P0-P1 만큼

의 유효전력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림 2.3은 이광호의 무효전

력 기회비용을 반영한 전력시장 입찰전략 연구에서 인용하였다[3].   

(2) 송전계통의 무효전력 비용

송전계통의 무효전력 비용은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운영비용와 송전 

손실비용으로 구성된다.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은 주로 분로 리액

터나 전력용 콘덴서의 동작, 변압기의 탭전환에 의한 감가 상각된 자본 

비용과 송전계통의 무효전력 보상에 의한 전압변동에 의한 송전선로 손

실이다. 송전계통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다른 사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기

회비용이 없으므로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도 없다. 

그림 2.4 무효전력 비용



- 17 -

그림 2.4는 지금까지의 언급한 발전기와 송전계통의 무효전력 비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중 발전기의 기회비용(LOC : Lost 

Opportunity Cost)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무효전력 비용 보상과 관련한 해외 사례에서도 유효전력 기회비용 보상을 

채택하고 있다.

2.2.2 해외 무효전력 비용 보상 

(1) New York ISO

New York ISO(NYISO)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보상하지만 공공 발전사와 비공공 발전사에서 운영하는 발전기에 대해 

다른 보상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NYISO는 전압 보상서비스에 참여하는 

발전기에는 AVR(Auto Voltage Regulator)를 의무적 설치․운영토록 하

고 있다. 공급 발전기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발전기의 무효전력 용량 데

이터(D-Curve)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진상 무효전력과 지상 무효전력 

용량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YISO는 무효전력 공급자격이 있는 발전기에 대해 2가지의 방식

으로 보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압보상서비스에 대한 연간 보상방법이

고 두 번째는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감소된 유효전력에 대한 기회비

용 보상(LOC)이다. 전압보상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전압보상을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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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전력 공급량이 AVR의 보상량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AVR 보상에 대

해 연간 지불하게 된다. 2014년 기준 ＄2,592/Mvar 이며 매년 전년도 소

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변동된다[9]. 두 번째 기회비용 보상은 무효

전력 공급으로 감소된 유효전력에 대한 비용으로 그림 2.5의 회색부분

이 기회비용이다.   

그림 2.5 NYISO의 기회비용(LOC) 

그림 2.5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max  


 

  (2.2)

  LBMPRT,i = 실시간 LMP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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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Pi     = 발전기 경제 운전점

  AEIi     = 발전기 실제 운전점

  RTSi     = 발전기 실시간 운전계획 

  DASi     = 발전기 하루전 운전계획

  Bidi       = 발전기 입찰곡선  

NYISO의 지령에 의해 전압보상서비스를 실행하는 동기 콘덴서(synchronous 

condenser)나 비발전기(qualified non-generator)에 대해서도 무효전력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2) California ISO

캘리포니아 계통에서 전압보상과 무효전력 관리는 California ISO 

(CAISO)가 책임지고 있다. CAISO는 송전, 배전사업자, 발전사업자의 

전압보상 설비들을 조정한다. 예를 들면 배전사업자의 역률이 지상 0.97 

~ 진상 0.99 유지하는지, 송전사업자의 전압보상장치(전력용 콘덴서나 

리액터)의 제어, 발전기 역률이 지상 0.9 ~ 진상 0.95 유지 여부 등을 

감시하는 등 전압 스케줄링과 무효전력의 최적화를 관리한다. 전압보상

과 무효전력은 신뢰도가 높은 발전기(RMR : Reliability Must-Run)를 

통해 조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NYISO와 동일하게 

CAISO의 지시로 추가적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유효전력 감소

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가격 책정은 식(2.3)과 같다. 



- 20 -

 




max                 (2.3)

그림 2.6은 발전기 P-Q 용량곡선을 기반으로 정상 역률 범위를 벗

어난 추가 전압보상을 위한 기회비용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5].  

그림 2.6 캘리포니아 ISO의 기회비용(LOC)

(3) PJM Interconnection

PJM의 발전사업자는 무효전력 공급과 전압보상에 대한 비용으로 연

간 무효전력 수입 요구액의 1/12을 매월 균일하게 보상받는다. 발전사

업자는 무효전력 수입 요구액을 언제든지 FERC에 제출할 수 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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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전력과 전압보상에 대한 요금은 지역적으로 영역(zone load)와 비영

역(non-zone load)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된다. 

비영역 요금 월  전체  무효전력 사용량

매월 비영역 고객의 무효전력 사용량

×매월 발전사업자 무효전력 요구액

         (2.4)

영역 요금 월  영역내의 무효전력 사용량

매월 영역내 고객의 무효전력 사용량

×매월 영역내 발전사업자 요구액 ×조정인자

       (2.5)

(4) 영 국

영국에서는 National Grid Company(NGC)가 ISO 역할을 하고 있

으며 무효전력 공급과 보상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의

무 무효전력 서비스(ORPS : Obligatory Reactive Power Service)로 

NGC에 속한 50㎿ 이상인 발전기는 의무적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하

며 지상 0.85 ~ 진상 0.95에서 정격용량의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무효전력 비용 보상은 기본 보상체계(DPM : Default Payment Mechanism)

따라 보상한다. 두 번째는 확대 무효전력 서비스(ERPS : Enhanced 

Reactive Power Service)로 최소 무효전력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무

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입찰은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입찰 가격은 발전기의 공급능력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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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해외 사례

네덜란드의 경우 송전회사는 발전회사 또는 다른 송전회사와 계약을 

통해 무효전력을 공급받는다. 발전회사는 발전기 무효전력 공급용량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공급량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벨기에의 무효전력 요금은 역률 영역에 차등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진상 0.95 ~ 지상 0.95 에서의 요금은 0.21Euro/Mvarh 

정도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날 경우 6Euro/Mvarh 정도를 지불해야 한

다.

호주는 발전기와 동기 조상기에 무효전력 서비스를 보상하고 있다. 

호주는 일정 역률 영역(진상 0.93 ~ 지상 0.9)은 의무적 공급해야 하며 

이외의 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인도의 경우 400㎸ 초고압 선로의 전압 강하가 20%로 많은 양의 

무효전력 보상이 필요하여 정격전압의 97% 이하 일 때 4paise/kvarh

(약 ＄1/Mvarh)를 지불하고 경부하시 정격전압이 103% 이상 유지 시

에는 요금은 반대가 된다.    

  이상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효전력에 대한 보상 방법

을 살펴본 결과 미국 대부분의 ISO는 유효전력 출력감소에 대한 기회비

용을 지불하고 영국의 경우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기본 

보상체계에 따라 보상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공급과 보상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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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무효전력 한계비용

전력시장에서 무효전력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책정과 보상 그리

고 비상시 무효전력 공급과 전압보상은 전력시장 구조개편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실시간 가격책정방법을 통한 유효전력에 대한 가격은 이

미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지만 실시간 무효전력 보상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가격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무효전력이 지역적 제

약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의 경우 유효전력 시장의 SMP

에 LMP(Locational Marginal Price)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Y. Dai는 역률과 전압변동에 따른 무효전력 한계비용 변화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전력시스템 최적화 문제의 목적함수로 발전기의 유효전력과 무

효전력 비용 최소화, 무효전력 보상장치(capacitor)의 감가비용을 최적

화로 선정하고 식(2.6)의 비용함수를 제안하였다[12].

  
∈

       
∈

            (2.6)

단   발전기의 유효전력 생산 비용

  발전기의무효전력 생산 비용

   커패시터의 등가 무효전력 생산 비용

는 발전기의 유효전력 생산 비용으로 식(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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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이고 은 발전기수

            (2.7)

는 발전기의 무효전력 생산 비용으로 식(2.8)과 같다. 

   max   
max
 

        (2.8) 

는 커패시터 j 의 등가 무효전력 생산 비용이고, 투자비의 등

가 생산비용으로 커패시터 수명 15년을 기준한 감가비용으로 산정하였

다.

5모선 모의 계통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무효전력 비용을 왜 한계비용

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5모선 모의 계통은 식(2.6)의 비용함수와 

목적함수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효전력 생산비용만 적용한 경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비용 적용한 경우, 유효전력과 커패시터 비용 적용

한 경우와 마지막으로 3가지 목적함수를 모두 반영하여 최적화 하였을 

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한계비용을 계산하였다. 결과는 평상시 운전

상태에서 유효전력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지만 무효전력 한계비용은 100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모선도 있었다. 심지어 중부하의 부하 역률이 

낮은 모선은 무효전력의 한계비용이 유효전력의 한계비용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모선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한계비용은 유효전력 한계비용은 

일일부하 변화에 따라 모선에 관계없이 변동하지만 무효전력 한계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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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Y. Dai의 연구를 통해 무효전력 한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기와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무효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합리적 가격보상이 고려

되어져야 하며, 특히 무효전력의 보상비용 산정 시 무효전력 평균비용이 

아닌 한계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2]. 

제 3 장 무효전력 경제급전

본 장에서는 무효전력 경제급전의 토대가 되는 발전기의 무효전력 비

용을 정식화하였다. 무효전력은 계통전압을 보상하여 계통 신뢰도와 전

압 안정도에 기여한다. 전력조류 방정식을 기본으로 부하 모선의 무효전

력 필요량과 발전모선의 전압과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며 발전모선 전압 

제어를 통해 무효전력 비용 최소화 목적함수를 도출하였다. 

3.1 계통전압과 무효전력 

계통 전압의 변화는 무효전력뿐만 아니라 유효전력에도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전압 ․ 무효전력 제어는 전압 안정도뿐만 아니라 계통 운용비

용까지 최소화 하는 종합적 최적화 문제로 풀어야 한다. 전압, 무효전력 

제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교류시스템에서 P-V, Q-V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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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교류전원의 전력조류

두 개의 모선을 유도성 리액턴스로 연결된 간단한 전력시스템을 생각

해 보자. 수전측의 피상전력은

     

  







 







             

    






cos   sin   





               (3.1)

여기서, θ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각(load angle)의 차

이며 송전단과 수전단의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식(3.2)와 식(3.3)과 같

이 유도된다. 

 


sin  


 cos

        (3.2)

 


sin  

cos


        (3.3)

전압과 위상에 따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변화를 보면

  (a) θ = 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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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5)

유효전력의 전송은 없으며   이면   이 0 보다 크며 이

때 무효전력은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흐른다.    이면   이 

0 보다 작으며 무효전력은 반대로 흐른다. 지상전류는 전압강하를, 진상

전류는 전압상승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무효전력 소비(흡수)량은

   

  


                (3.6)

  (b)     , θ≠ 0 일 때

식(3.2), 식(3.3) 으로부터

    

 
sin

   

 
cos  


 

        (3.7)

위상에 따라 유효전력의 조류방향이 변경된다. 반면 무효전력은 송전

단과 수전단에서 반반씩 공급하여 리액턴스에서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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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θ≠ 0  일 때

    

cos  sin  
                (3.8)

식(3.2), 식(3.3), 식(3.8)로부터

   


  

  cos



        (3.9)

만일 리액턴스 X 와 직렬저항 R 이 있는 실제 선로로 생각하면

  
  




  



                (3.10)

  
  




  



                (3.11)

지금까지 교류계통의 전력조류를 정리하면 식(3.9)로 부터 무효전력

은 모든 조건에서 리액턴스 XI2 을 흡수하며 식(3.10), 식(3.11)로 부

터 무효전력이 증가하면 무효전력뿐만 아니라 유효전력 손실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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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계통전압과 무효전력 관계

전력조류 방정식에서 k 모선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전압(V)과 위

상각(θ)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12)

  






                      (3.13)

식(3.13)을 (3.12)에 대입하면 식(3.14)와 같이 유도된다. 

   
 




  



단     

        (3.14)

위 식을 유효전력()와 무효전력()식으로 전개하면

    




  cos   

 
 



cos   sin 

 
 



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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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sin           (3.15)  

            
 



sincos          (3.16)

식(3.15)과 식(3.16)은 모선전압(V)과 위상각(θ)에 대한 비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뉴턴-랩슨법(Newton-Raphson)을 운전점  에서 

테일러 급수전개로 선형감도행렬로 유도하면 식(3.17)과 같은 뉴턴-랩

슨 전력조류 계산식이 된다.





 

































  






                (3.17)

위 식을     처럼 나타내기도 한다.  는 자코비 행렬(Jacobian 

matrix)이며 식(3.18)과 같다. 모선 어드미턴스 값, 모선전압과 위상각 

등 모든 계통 정보가 들어 있는 행렬로 매 반복 계산과정에 수정된다. 

모든 모선은 발전모선(PV), 부하모선(PQ) 및 기준(슬랙)모선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 모선의 전압(V)값의 크기와 위상각()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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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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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8)

뉴턴-랩슨법으로 유도된 계산식을 풀기 위해서는 매 반복시마다 자

코비 행렬의 역행렬을 풀어야 하는데 대규모 계통과 소수점 이하의 반올

림 오차(round off error)가 발생하여  를 완전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

고   의 밀접 관계 특성을 고려한 P-Q 분할에 의한 분할    

(decoupled)법과 고속 분할(fast decoupled)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유효전력 P는 모선전압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위상각의 변화에 민감하고


≫ 


, 무효전력 Q는 전압의 크기 변화

에 큰 영향을 받는데


≫ 


, 이것을 P-Q 분할 특성(decoupling)

이라고 하고 이 계통 특성을 고려하여 간략화하면 식(3.19)와 같다.

∆  


∆ ∆  


∆             (3.19)

고속 분할법으로 간략화하기 위해 cos ≪   cos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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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6)에 대입하면         

                  

  




             (3.20)

모선에 유입되는 무효전력은 발전모선과 부하모선 전압에 관한 함수로 

발전기 단자전압 조정을 통해 부하모선의 무효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  

3.2 무효전력 서비스 요금산정

무효전력 서비스 요금은 유효전력과 같은 연료비로 산정하기에 상대

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접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미국 CAISO나 호주에서 적용하는 의무적인 무효전력 생산량(진

상역률 0.95 ~ 지상역률 0.9) 이상의 추가적인 무효전력 생산에 관련된 

비용이고

(2) NYISO 등에서 적용하는 무효전력 생산을 위해 유효전력 감소분

에 대한 기회비용(LOC)이다. 

노경수는 두 가지 요금산정 방법을 발전기 무효전력 생산 가능영역

(D-Curve)을 이용하여 그림 3.1과 같이 무효전력 최적조류계산(OPF)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비용함수를 표현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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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발전기의 무효전력 비용함수

제 4 장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국내 345㎸ 계통 기준전압 재검토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통전압에 따른 무효전력 응답을 연구하였다. IEEE 14 모선 시

스템과 한전 실 계통을 PSS/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전모선 전압의 

변화에 따른 무효전력량의 변화와 무효전력의 경제급전을 고려한 계통 

기준전압을 제시하였다. 

4.1 IEEE 14 모선계통 적용 사례

그림 4.1은 IEEE 14 모선 시스템으로 총 5개의 발전모선과 9개의 

부하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선 1은 슬랙모선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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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전모선(2, 3, 6, 8)의 전압 변화에 따른 무효전력 변화량을 분

석하였다. 슬랙모선을 제외한 발전모선의 전압제어에 의해 생산 혹은 소

비되는 무효전력의 총량을 최소화하는 발전모선 전압을 구하였다.

그림 4.1 IEEE 14 모선 시스템

표 4.1은 IEEE 14 모선 데이터로 모선 1, 모선 2에는 발전기가, 모

선 3, 모선 6, 모선 8에는 동기 조상기가 연결되어 있다. 모선 9에는 커

패시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발전기나 동기조상기와 같은 발전원에 의한 

무효전력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 부하모선의 무효전력 보상설비 운전은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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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IEEE 14 모선 데이터

BUS
Voltage

Magnitude

Generator Load

PG QG Qmax Qmin ㎿ Mvar

1 1.06 232.4 -16.6 0 0 - -

2 1.045 40 43.6 50 -40 21.7 22

3 1.01 0 25.1 40 0 94.2 19

4 1.0117 - - - - 47.8 -3.9

5 1.0195 - - - - 7.6 1.6

6 1.07 0 12.7 24 -6 11.2 7.5

7 1.0615 - - - - - -

8 1.09 0 17.6 24 -6 - -

9 1.0559 - - - - 29.5 16.6

10 1.0510 - - - - 9.0 5.8

11 1.0569 - - - - 3.5 1.8

12 1.0552 - - - - 6.1 1.6

13 1.0504 - - - - 13.5 5.8

14 1.0355 - - - - 14.9 5.0

제약조건으로는 부하모선의 전압이 min(0.95pu)와 max(1.05pu)의 

계통전압 유지범위를 준수할 때의 무효전력 총량을 PS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표 4.2는 발전모선 전압을 0.01pu씩 저감할 때 발전

모선의 무효전력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모선 1은 슬랙모선으로 송전선로

의 무효전력 손실분을 보상한 것으로 무효전력의 특성상 총량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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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합산하는 방식으로 무효전력 총량을 구하였다. 발전모선 전압이 

0.99pu 이하에서 모선 14 부터 부등 제약조건을 초과하는 저전압 개소

가 발생하였다. 345㎸ 계통 기준전압인 353㎸(1.02pu)을 345㎸(1.0pu)

로 변경하는 경우 무효전력 총량은 37% 감소하였다. 0.97pu 부근에서 무

효전력 총량이 최저이며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표 4.2 발전모선 전압변화에 따른 무효전력량  [단위 : Mvar]

모선
발전모선 전압(pu)

1.05 1.04 1.03 1.02 1.01 1.00 0.99 0.98 0.97 0.96 0.95

1 -39 -36 -35 -30 -24 -19 -14 -3 17 37 57

2 50 50 50 50 50 50 50 43 25 7 -10

3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6 24 24 22 19 18 15 12 10 10 10 10

8 18 16 17 15 11 9 8 7 7 7 7

합계 172 166 164 154 142 133 125 104 99 101 124

4.2 한전 실 계통 적용 사례

국내 실제 계통을 활용하여 345㎸ 계통전압 변화에 따른 무효전력 

보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전 2016년 동계 최대부하 자료(16.1.21)

를 이용하여 PSS/E 프로그램으로 조류계산을 실행하였다. 인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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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단자전압을 전압유지범위에서 0.01pu씩 조정하면서 발전기의 유

효, 무효전력량을 계산하였다. 인천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발전단이 밀집

해 있고 송전선로 지중화가 70% 이상이며 부하에 따라 무효전력량의 

변화가 심한 가혹한 조건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총 발전량은 

8,238㎿이며 345㎸ 분로 리액터가 2,100Mvar 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4.2는 인천지역 발전소와 연계 계통 변전소, 분로 리액터 설치 현황이다. 

발전소 공용모선(switch yard)에 있는 일부 분로 리액터는 상시 운전 중

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모선의 전압은 353㎸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실제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인천지역 발전단지 계통도

PSS/E 의 조류계산 모드설정은 변압기 OLTC 고정모드, 무효전력 보

상장치는 Lock 모드로 설정하였고 서인천복합 모선에 연결된 분로 리액

터(500Mvar)를 운전, 정지로 구분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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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은 인천지역 서인천복합 발전모선과 신인천복합 발전모선에 

연결된 발전기 12대의 단선도이며 발전기의 단자전압을 1.05pu부터 

0.01pu씩 감소시켜가며 무효전력 공급 혹은 소비량을 계산하였다. 

    

그림 4.3 인천지역 발전모선 다이어그램

인천지역 발전기 단자전압을 조정하여 PSS/E 프로그램으로 조류계산

을 수행하는 동안 한전 실 계통은 수렴하였고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유효전력을 감소시키는 구간(기회비용 발생 구간)은 발생하지 않았고 발

전기 단자전압에 따라 무효전력량만 변화하였다. 그림 4.4는 발전기의 

단자전압 변화에 따른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으로 기대했던 1.0pu에서 

최소의 무효전력량이 아닌 0.98pu 부근에서 무효전력량이 최소가 되었

다. GT1, 2와 ST1, 2는 서인천복합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로 분로 리액

터 운전으로 전압보상을 위해 더 많은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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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분로 리액터 운전)

그림 4.5 발전기 무효전력 총량(분로 리액터 운전)

발전기의 총 무효전력량도 발전기 단자전압 0.98pu 부근에서 최소화 

되며 높은 발전기 단자전압에서 다량의 무효전력을 보상하고 하고 있다. 

그림 4.6은 서인천복합 모선의 345㎸ 분로 리액터를 정지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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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별 무효전력량이다. 

그림 4.6 발전기 무효전력 응답(분로 리액터 정지)

그림 4.7 발전모선 무효전력 총량(분로 리액터 정지)

분로 리액터 운전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압별 평균 130Mvar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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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을 덜 보상해도 동일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인천복합 

발전모선의 분로 리액터 운전에 따라 GT1, 2와 ST1, 2의 무효전력 변

화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분로 리액터의 운전과 관계없이 무효전력 최소

량은 0.99 ~ 0.98pu 사이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제 5 장 결 론

전력시스템의 기준전압은 계통의 특징, 목적에 따라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압유지범위에서 설정하는데 대부분의 계통은 중간값으로 운

영한다. 국내 345kV 계통 기준전압은 계통 신뢰성을 기본으로 송전손실 

저감과 송전용량 증대를 경제급전의 목적함수로 높게 운영하고 있고 20

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1996년 계통 기준전압을 제정할 때에 비해 태양

광, 풍력과 같은 신규 전원이 도입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증가하

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전원의 연계에 앞서 계통 신뢰도와 전압 안정도

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압보상과 관련된 무효전력 수급과 

예비력 확보의 문제를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발전사와 송전사업자의 무상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무효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먼저 비용 보상을 검토하

였고 계통의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경제급전을 위해 

345㎸ 계통 기준전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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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시작점은 송전망의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의

구심부터 시작하여 345㎸ 계통 기준전압의 재검토까지 오게 되었고 

345㎸ 계통전압의 비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효전력 경제급전이라는 

최적화 문제를 활용하였다. 무효전력 경제급전을 위한 수식이나 알고리

즘은 참고문헌 등에서 유도한 관계식과 기본 전력조류 방정식을 활용하

였다. 무효전력 비용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전력시장의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으로 안정적 무효전력 수급과 예비력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설비투자와 동기 부여를 위해 무효전력 비용 보상을 도입하였다. 기본 

전력조류 방정식을 활용하여 발전모선 전압을 무효전력 조정변수로 사용

하여 IEEE 14 모선과 한전 실 계통을 활용한 사례 연구로 무효전력 경

제급전을 고려한 계통전압 재검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전력시스템의 최적화나 전압보상 문제에서는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에 영

향을 받지만 유효전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본 연구의 목적인 계통 

기준전압 재검토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무효전력에만 초점이 맞추었

다. 한전 실제 계통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무효전력이 가장 취약한 인천

지역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

천지역 발전기 단자전압을 전압유지기준의 범위에서 제어 했을 때 전국

의 모든 모선에서 수렴하였다. 한전 전력연구원의 345㎸ 계통운영 최적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계절별, 지역별 부하특성에 따라 전

압-무효전력 감도를 이용한 전압제어지역을 구분하고 대표모선을 선정

하여 최적화 기준전압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례 



- 43 -

연구로의 문제는 없다. IEEE 14 모선과 한전 실 계통 사례 연구에서 

무효전력 경제급전 구간은 0.98pu 부근이었지만 송전손실 증가, 송전용

량 감소와 전압 안정도 여유분 축소 등을 감안했을 때 해외 전력사에서 

운영하는 1.0pu인 345㎸로 기준전압 변경을 검토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가 국내 345㎸ 계통 기준전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단초가 되

기를 기대하며 이때 중요한 목적함수로 무효전력 경제급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해야 할 것이다.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나 송전사업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무효전력 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무효전

력 시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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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345㎸ power system

reference voltage considering

economic dispatch of reactive

power

In Kyu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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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maintain the quality of the domestic power system, 

the voltage regulation is divided into the voltage limit range and 

the voltage reference range. The voltage limit range is a 

standard to maintain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the 

system in case of failure and the voltage reference range is the 

normal operation range. 765㎸ and 154㎸ transmission line in 

domestic power system and overseas cases, the reference 

voltage is set to the median value of the voltage referenc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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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only the domestic 345㎸ power system operates at 353㎸ as 

the reference voltage instead of the median value. Domestic 

electric power systems are undergoing energy conversion from 

the traditional fossil fuel to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erms 

of power generation and capacitive load on the load sid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sufficient reactive power supply and 

reserve power, the grid reference voltage specified in the 

reliability and electrical quality maintenance standards is still 

operating at 353 kV even after 20 years. The growth rate of the 

electric power market dropped sharply from 10% in 1990 to 

1.27% in 2015 and electricity sales are decreasing from 2014. 

In the current power system, the profit of generation 

companies(GENCO) that supply reactive power for voltage 

compensation free of charge is expected to gradually decrease 

and it is becoming difficult to give GENCO the motivation for 

supply of stable reactive power and facility investment. If this 

condition persists, there is no guarantee that disasters such as 

the 2003 North America blackout will not occur in the country. 

This study presents the reactive power cost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the domestic reactive power market through the 

research on the overseas reactive power marke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ctive power and the volta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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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flow equation was used to study the 345kV power system 

reference voltage considering economic dispatch of reactive 

power. The feasibility of the study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using the PSS/E program in the IEEE 14 bus system and 

the actual KEPCO power system.

keywords : Reactive power, power system reference voltage,   

              shunt reactor, Lost Opportunity Cost

Student Number : 2016-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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