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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7년 12월 우리 정부는‘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위

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20% 달성을 포함하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선제적 신재생 접

속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며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기존 배전전압 

22.9 kV와 최저 송전전압 154 kV의 중간급인 70 kV 전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하지만, 신규 70 kV 적용 송·변전설비 신·증설기준에서는‘154 

kV보다 70 kV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로 구체적 전압 선정 

기준 제시가 미흡하고 불합리한 송전전압 선정에 따른 계통 연계로 전

력손실 증가 및 복잡한 송전망 구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전압등급과 함께 비교 대상 전체 

전압등급(154 kV, 70 kV, 22.9 kV)에 대한 합리적 송전전압 선택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20~100 MW 중간용량급을 신

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각 전압 등급에 대한 

신재생 전원의 발전 설비용량, 연계 선로길이를 설계변수로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인 PSS/E(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ing)

를 활용한 기술 분석과 순현재가치를 고려한 비용 분석으로 나누어 동

일 조건에 기반을 둔 모의 계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전압 등급별 특

성을 구체화하였다.



- ii -

이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전압변동 최소화와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및 운영기간 내 전력손실 비용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다

목적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하였고 이를 통해 20~100 MW 규모 신재

생 전원 계통연계 시 적용 가능한‘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구현으로 

계통운영자가 합리적 송전전압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실제 계통접속 예정 개소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상기의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송전전압 선정에 있어 유용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70 kV,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송전전압 선정, 전압 등급, 

PSS/E

학  번 : 2018-2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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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화력발전의 환경이슈와 함께 동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안전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국민 대

부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

석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따른 환경피해, 원

전의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의 문제는 전력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 참고사항이 아닌 결정적 제약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신

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밀양송전선로 건설공사 사태’처럼 전

통적인 전력생산설비인 발전과 송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

고 있다[1].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전기소비로부터 

유발되는 방사능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높은 사회적 수용성과 

큰 보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7년 말 기준 전체 발전량 중 

8%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0%로 확대를 목

표로 하는‘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 3].

하지만,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접속설비 확충 필요, 경제성 

제고, 확대 설치를 위한 입지문제 해결, 미래지향적 전력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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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며, 위 4가지 과제 중에‘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 추진

을 위해 필수적 선제조건이 접속설비 확충이다[1].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최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배전전압 22.9 kV와 최저 송전전압 154 kV의 중간급 송전전압인 새

로운 70 kV급 전압을 도입하였다[3].

현재 우리나라는 765 kV, 345 kV, 154 kV가 송전전압이고 22.9 

kV가 배전전압이다. 가장 높은 배전전압(22.9 kV) 와 가장 낮은 송

전전압(154 kV)간의 접속용량은 전압 비만큼 높아져 22.9 kV(접속

한계 용량 40 MW)의 6.7배가 되고 전류용량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

에 공급능력의 차이는 22배 이르러 중간용량 규모에 해당하는 

20~100 MW 이하의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서비스 선택권 및 수

용성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전압등급인 70 kV는 기존의 22.9 kV 배전전압이나 154 kV 

송전전압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불만을 해소할 것이며 이는 전압 선택

권의 확대, 전력설비 소형화에 따른 민원 해결로 입지 수용성 강화, 경

제적 전력망 구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전압선정 

기준에서 최대접속용량 100 MW 이하는‘교류 154 kV 또는 교류 70 

kV’로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70 kV 적용 송·변전설비 신·증

설기준도 ‘154 kV 보다 70 kV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로 구

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호성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신규 전압 

등급의 등장에 따른 비교 대상 전체 전압등급(154 kV, 70 kV, 22.9 

kV)에 대한 선행연구도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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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20~100 MW 중간용량 규모 신

재생 전원의 계통연계 시 송전전압 대상인 신규 전압등급 70 kV와 기

존 전압등급인 154 kV, 22.9 kV 다회선 간의 전압 등급별 기술 분석, 

비용 분석을 통해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하고 이에 대한 알고리

즘 구현으로 합리적 송전전압 선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전원의 발전 설비용량, 연계 선로길이 데이터를 

설계변수로 동일한 계통 조건의 모의 계통을 구성하여 각 전압별 전압

변동, 전력손실을 기술적 비교 분석으로 효율성, 안전성의 차이를 검토

하고 Case 대안별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운영기간 내 전력손실 비용

을 비교하여 현재가치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종합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상기 두 가지 분석 요소를 핵심인자로 하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를 통해 각 목적함수별 경험 가중치에 따른 민감도를 반영한 

‘신재생 전원 연계 시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제 전

북지역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예정 개소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2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개요

본 연구는 20~100 MW 중간용량 규모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송전전압 대상인 신규전압 70 kV와 기존 전압등급인 154 kV, 22.9 

kV 다회선 간의 기술, 비용측면에 대한 각 대안별 종합적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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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목적 최적화 함수에 의한 합리적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신재생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전성 및 

신규 도입된 70 kV 설명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재생 전원 연계 전압 등급별 전력계통 해석툴

(PSS/E)을 활용 모의 계통 시뮬레이션으로 전압변동, 전력손실에 대

해 기술 분석을 시행하였고 전력설비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운영 기

간 내 전력손실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 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다목적 최적화 문

제를 정식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목적함수별 가중치를 적용한 신

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추후 연구 사항을 제

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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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지식

2.1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계통

  2.1.1 재생에너지 3020 정책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각 국은 신기후 체제로 전

환되면서 에너지 믹스는 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이동해 나

가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17.10월)에 따라 미세먼지, 온실가

스 저감을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반영하

여 2017년 12월 우리 정부는“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20%로 달성을 포함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3]. 이를 위해서는 기존 폐

기물·바이오 중심 연료기반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

로 구성되는 청정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48.7  

GW 정도 신규 보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전원믹스도 발전량 비중

이 원자력 23.9%, 석탄화력 40.5%, 재생에너지 20.0%, 가스화력 

14.5% 등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2, 3].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4가지 

핵심과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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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전원의 전력계통 조기접속을 위한 신재생 접속 기반 확충 

필요

○ 농어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 참여 모델 확산 및 환경입지 규제를 

완화를 통한 신재생 확대 설치를 위한 입지문제 해소

○ 주택·학교 태양광 확대와 경쟁방식 기반 정기 고정계약 확대 등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

○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신재생 범위, 요금 체계개편과 태양광·풍력 

중심 R&D 투자 확대를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상기 4가지 핵심과제 중에 전력계통과 직접 관련된 기술적 과제는 

급격히 증가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접속 지연을 해소

하기 위해 계통 인프라를 신속히 보강하고 재생에너지 유망지역에 선

제적으로 투자하는‘신재생 접속 기반 확충’이며 이는‘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서도 중요하다[1].

2.1.2 신재생 전원 확산과 전력계통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작고 재생에너지 발전구성 

또한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수력과 같이 부하 대응이 용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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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저부하로 활용 가능한 발전원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확산은 계통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이는‘재생에너지 3020’목표 달성에 있어 가

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유럽보다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계통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이와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마련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재생 전원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2016년 10월‘1 MW 이

하 신재생발전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과 2017년 4월 차질 없는 

계통 접속을 위해 기존 154 kV 변압기별 신재생 전원 접속용량 한도

를 2배(25 MW → 50 MW)로 확대하는 등[4, 5] 향후 신재생 전원 

확대에 따른 필요시 변압기 및 변전소 신설 등 계통보강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 전원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계통 접속에 따

른 송전망 설비의 신설·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한전이 부담

하여 송전망 설비투자 역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1. 변압기 1대당 접속 발전기 용량한도 확대[5]

구 분

(변압기)

현행 [MW] 개정 [MW]

변압기당 변전소당 변압기당 변전소당

45/60 MVA 25 100 50 200

30/40 MVA 15 60 30 120



- 8 -

하지만,‘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30년까지 신규 보

급예정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8.7 GW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변전소 43개소, 변압기 89대, 송전선로 약 

1,560 km 등 다수 송·변전 접속설비의 적기 보강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3].

표 2-2. 2018~31년 신재생 전원대비 송·변전설비 필요량[3]

하지만, 늘어나는 중·소규모 신재생 전원은 2~3년 내 완공되나 발

전용량 접속을 위해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를 증설하는데 최대 1

년이 소요되고, 154 kV 이상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 건설까지는 6년

이 넘게 소요되는 등[3] 신재생 전원과 계통확충 간의 시차가 발생하

고 있어 신속한 신재생 전원 계통 연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대규모 전원 및 송배전 시설 건설 시 에는‘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밀양송전선로 건설공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

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기존에 계획했던 전력설비가 취소되거

나 지연되어 사회적 비용도 커지는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량

을 계통에 연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전력설비로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

실이다[6]. 

구 분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소 연계 지역간 연계 변전소 변압기

2018~

31년
860 km 700 km 43개소 8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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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70 kV급 도입

2.2.1 도입 배경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765 kV, 345 kV, 154 kV가 송전전압이고 

22.9 kV가 배전전압으로 단순화, 표준화됨으로써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과 송전손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7].

하지만, 최저 송전전압 154 kV와 배전전압 22.9 kV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22.9 kV로 급격히 전압이 낮아지다 보니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회선을 원거리까지 연결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 설비의 단순 확장성보다는 접속용량의 

다양화를 통한 적용 유연성, 콤팩트 설비를 기반으로 한 건설 용이성, 

철탑 대신 전주 형태나 지중화로 대체하는 주민 수용성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1]. 

이 때문에 중·소규모 신재생 전원과 부하 연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154 kV와 22.9 kV 중간전압 정도의 신 송전전압 도입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아울러 세계 주요국의 주요 유틸리티 대부분은 63 

kV에서 110 kV에 이르는 중간등급의 계통 표준전압을 사용해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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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국 계통 표준전압 운영현황

특히, 일본 동경전력의 경우 66 kV 변전소를 1,281개, 관서전력은 

77 kV 변전소를 783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변전소가 

부하 집중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공급하며 전력계통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8]. 또한, 늘어나는 신재생 사업자의 신속한 계통연계 

요구와 전력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높은 

전압으로 충분한 전기사용의 가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적절한 낮은 

전압으로 건설민원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여 수용성을 확대하며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8]. 

그 결과 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최저 

송전전압 154 kV와 배전전압 22.9 kV 사이에 위치하며 중·소규모 

신재생 전원 접속을 원활히 하고 수용가 고객의 전압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70 kV급 송전전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3].

2.2.2 신 송전전압 결정 

현행 전압인 22.9 kV와 154 kV의 중간전압은 약 88 kV(산술평

균)가 되지만, 송전선로 건설 수용성과 IEC, ANSI 등 국제표준을 고

구 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표준전압

[kV]

765, 500, 

345, 230, 

138, 69

500, 330, 

220, 110, 

66

500, 275, 

220, 154, 

66, 55

400, 225, 

150, 9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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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이와 근접한 69 kV와 115 kV를 검토할 수 있다. IEC에서는 

한 국가에서 동일 series의 전압체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9] 

표 2-4. IEC 60038 Standard[9]

계통최고전압 [kV] 공칭전압 [kV]

52 45 -

72.5 66 69

123 110 115

145 132 138

170 150 154

245 220 230

115 kV 송전선로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높은 전압에 대한 절연

확보를 위해 대개 철탑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반면에 70 kV급 송

전선로는 전주방식으로도 쉽게 절연확보가 가능하다.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재생에너지 발전의 접속환경을 고려할 때, 신 송전전압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전력설비를 소형화할 

수 있는 건설방식이 중요하며 이는 70 kV급을 활용한 전주방식이 유

리하다[1]. 그 결과 새롭게 도입된 신 송전전압은 공칭전압 69 kV에 

정격전압 72.5 kV로 결정되었다[10]. 

2.2.3 기대 효과

70 kV 신 송전전압 도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다양화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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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반영해서 대용량 고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력서비스에 있어서 전압이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송능력에 해당한

다. 그러므로 70 kV 전압은 기존 22.9 kV 서비스보다 최소 3배 이상

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양한 요구를 가진 중·소규

모 수전 고객들은 70 kV 전압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존의 154 kV와 22.9 kV 전압체계에서는 만족

할 수 없었던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 그리

드와 다양한 신재생 전원의 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접속선로의 공급능

력을 더욱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적절한 상위 계통 전압의 도입은 

미래 전력망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상위 계통 전압의 도입

으로 대용량 고객, 신재생 발전사업자 고객 등에 대하여 기존과는 확

연히 다른 고품질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수용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압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절한 높은 전압으로 

충분한 전기사용의 가치를 누리고, 동시에 적절한 낮은 전압으로 건설 

민원 및 경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1].

○ 새로운 70 kV 송전선로는 전주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어 건설비

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70 kV 전압으로 20 MW이상의 수전용량을 원하는 고객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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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2.9 kV 배전선로를 건설해서 경관 및 환경적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고객의 전압 선택권 확대로 대용량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철탑

을 최소화할 수 있다.

70 kV 전압으로 100 MW의 광대역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현재 계통연계 접속 대기 중인 많은 신재생사업자의 민원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0 kV 전압을 이용한 새로운 공급체계를 구

축하면 저전압 지역의 전기품질을 향상하고, 저수요 지역공급용 설비 

증설 시에 과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사선로 수와 철탑 최소화로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투자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적정부하 운전으로 

이용률이 향상되어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고, 현재의 154 kV 송전선

로 구성에서는 단일계통선로의 비상상황용 대비선로로 동일한 전압인 

154 kV 철탑선로를 추가·신설하고 있다. 70 kV 전압선로는 단순한 

단일계통 해소용으로 더욱 적절하며, 건설민원 및 경관·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0].

그림 2-1. 70 kV 도입에 따른 신재생 계통연계 공급전압 개선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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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압선정의 문제점

앞서‘제2.2.3장’에서 언급한 신규 70 kV 전압등급 도입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속설비 송전전압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현재 신재생 전원 확산지역의 

전력계통 망 구성에서도 불합리한 송전전압 선정으로 인한 전력손실 

및 다회선 선로 구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3.1 70 kV 전압 선정 기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전압선정 

기준에서 최대접속용량 100 MW이하는‘교류 154 kV 또는 교류 70 

kV’로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에서는 전압별 역할을 70 kV는‘소규모 부하·전원 연계 또는 

저수요 지역 전력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전선로 신설기준에서는‘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접속, 

저수요, 저전압지역 전력공급 등 154 kV보다 70 kV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154 kV와 70 kV간 전압의 

역할에 적합한 구체적인 송전전압 선정 기준 제시가 미흡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자와 계통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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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70 kV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1]

2.3.2 전력계통 운영 현황

전남 서남해 위치한 신안지역은 용지확보 우위로 인한 경제성과  

우수한 환경적 여건을 기반한 신재생 발전 선호지역으로 신재생 

전원의 계통연계가 급증하는 추세로 향후 약 5 GW이상 신재생 

전원의 연계가 예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20 MW이상 대규모의 

신재생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10]. 

하지만 신재생 발전 급증 대비 송전망 연계기반 부족으로 87 MW 

풍력 발전용량을 가진 'A'풍력발전은 장거리 다회선 22.9 kV 배전선로 

(29 km, 4회선)와 고객소유 154 kV 변전소를 활용하여 한전 

변전소와 연계되고 있지만, 높은 임피던스로 인한 계통손실 증가 및 

다회선으로 인한 복잡한 경과지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해 'A'풍력발전 대비 발전용량과 연계 선로길이가 작은 

'B'풍력발전(발전용량: 59 MW, 연계 선로길이: 22 km)은 154 kV 

구 분 세부 신설 기준

송전선로 신설 기준

○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접속, 저수요, 저전

압지역 전력공급 등 154 kV보다 70 kV 송전

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변전소 신·증설 기준

○ 최종 변압기 3대, 최초 변압기 대수는 2대 

이상으로 구성

○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접속, 저수요, 저전

압지역 전력공급 등 154 kV보다 70 kV 송전

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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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2회선을 이용해 'A'풍력발전과 동일한 한전 변전소로 

연계하고 있어 과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계통연계 운전 현황이 향후 급격히 증가하는 신재생 전원 

접속연계 환경 속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6. 신안군 일부개소 신재생 전원 연계 현황

발전소명 발전원 발전용량 송전거리
주 연계

송전전압

'A'풍력발전 풍력 87 MW 29 km 22.9 kV

'B'풍력발전 풍력 59 MW 22 km 154 kV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송전전압 선정을 통한 

계통연계 방법개선과 신속한 송전망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술 분석과 비용 분석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송전전압 154 kV, 배전전압 22.9 kV 및 최근 도입된 70 kV와 더불어 

합리적인 송전전압 선정으로 경제적 계통연계망 구성과 효율적 

국토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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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통연계 전압 등급별 비교 분석

3.1 연구대상의 정의

본 연구에 적용할 연구대상 신재생 전원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는 발전소 최대송전용량을 기준으로 500 

MW이하 연계전압은 기본적으로 154 kV와 22.9 kV의 양극화된 전

력망 체계로 20 MW이하는 22.9 kV 2회선을 접속선로로 사용하며 

20~500 MW이하는 154 kV 2회선을 기준으로 발전소 최초 접속선

로의 연계전압으로 선정하고 있다.

표 3-1. 발전소 최대송전용량에 대한 연계전압 기준[11]

2017년 10월 기준 실제 전력계통에 연계된 신재생 발전사업 고객의 

현황을 보면 배전전압 22.9 kV가 아닌 최저 송전전압 154 kV를 사용

발전소 

최대송전용량
연계전압 접속선로

20 MW이하 22.9 kV
1) 22.9 kV 전용선로 2회선

2) 계통연계상 문제없을시 1회선 가능

20 MW초과 

~ 

500 MW이하

154 kV

1) 154 kV 송전선로 2회선

2) 계통연계상 문제없을시 1회선 가능

3) 40 MW이하로서 22.9 kV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22.9 kV 전용선로 2

회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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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100 MW이하 용량의 고객이 전체의 약 96%를 점유하고 있으며

표 3-2. 154 kV 접속수용 신재생 발전사업자 현황[10]

신재생 전원의 확장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70 kV는 신재생 전원 계

통연계 시 권장 표준용량 선종을 반영하여 100 MW로 송전용량을 규

정하고 있다.

  표 3-3. 발전소 용량별 접속설비 구성 기준[1]

배전선로 송전용량 20 MW를 기준으로 설비여건에 따른 2회선 초

과 다회선 구성 시 100 MW 규모의 발전소 최대 송전용량은 연계가 

가능하며, 100 MW이하에서는 154 kV와 70 kV 모두 접속설비 송전

전압으로 적용 가능함을 고려할 때 154 kV, 70 kV, 22.9 kV 다회선

을 모두 적용 가능한 20~100 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을 본 보

고서의 연구대상으로 정의한다.

계약전력
[MW] ~40 40~60 60~80 80~100 100~ 계

사업자 수 295 9 13 20 14 351

구 분 접속설비 세부 구성 기준

1,000 MW초과 교류 345 kV이상

1,000 MW이하 교류 345 kV 또는 교류 154 kV

100 MW이하 교류 154 kV 또는 교류 7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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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20~100 MW 중간용량급 신

재생 전원의 효율적 전력계통 연계 시 전압선정을 위해 기존 154 kV, 

22.9 kV 다회선과 더불어 새롭게 제안된 70 kV 송전전압 적용 시 기

술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 분석은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인 

PSS/E(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ing)를 활용하여 기존 

최저 송전전압인 154 kV 계통과 배전 22.9 kV 계통 그리고 새로운 

70 kV 계통으로 동일한 조건의 모의 계통을 구성하고 각각 전력계통

의 효율성과 안정성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특성 

분석지표 중 전압변동과 전력손실을 고려하였다.

  3.2.1 모의 계통 모델링

동일한 신재생 전원 송전용량에 대한 각 대상 전압별 기술적 영향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발전기 1기에서부터 신재생 전원까지 

연결하는 수지(Radial)식 계통을 구성하고 세 가지 전압수준 전력계통

의 분석 결과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모의 계통 설비

를 구성하였다.  

○ Case 1 (154 kV 연계안)

'A'변전소 [154 kV BUS] – 154 kV T/L – 'B'변전소 [154/22.9 kV M.Tr – 

22.9 kV BUS] – 신재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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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70 kV 연계안)

'A'변전소 [154 kV BUS – 154/69 kV M.Tr] – 69 kV T/L – 'B'변전소 

[69/22.9 kV M.Tr – 22.9 kV BUS] – 신재생 전원

○ Case 3 (22.9 kV 다회선 연계안)

'A'변전소 [154 kV BUS – 154/22.9 kV M.Tr] - 22.9 kV D/L 

– 'B'변전소 [22.9 kV BUS] – 신재생 전원

모의 계통 구성시 각 전압 등급별 변압기 임피던스, 표준 송전선종

에 대한 선로정수는 한국전력공사 설계규격을 반영하였다. 아래의 표 

3-4, 3-5는 계통을 구성하는데 사용된 변압기와 송전선로의 임피던

스 값이다[10, 12].

표 3-4. 모의 계통 변압기 임피던스

표 3-5. 모의 계통 송전선로 임피던스(1회선 기준)

전압구분

(1차측/2차측)
345/161 kV 154/69 kV 154/23 kV 69/23 kV

%임피던스

[100 MVA]
2% 18.75% 33.3% 50%

구 분 %/km
적용선종 R [p.u.] X [p.u.] B [p.u.]

Case 1 ACSR 410㎟×2B 0.017700 0.137800 0.117300

Case 2 HSTACIR/AW 240㎟×S 0.281942 0.995763 0.016361

Case 3 ALOC 160㎟×S 3.860000 7.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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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ase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모의 계통 구성

의 전제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모의 계통 이외 전력설비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PSS/E Load 

Flow Solution 옵션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표 3-6. PSS/E Load Flow Solution 옵션

Solution method Full Newton-Raphson

Solution 

options

Tap adjustment Lock taps

Switched shunt 

adjustments
Lock all

Area interchange control Disabled

○ 각 모의 계통 Case 별 선로는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 기본 

2회선으로 구성한다. 단, Case 3(22.9 kV)는 일반 배전선로 1

회선 운전용량(상시 10 MVA)을 기준으로 발전용량에 비례하는 

다회선(2회선 이상)으로 구성함.

표 3-7. 배전선로 회선당 기준 용량[13]

전압

[kV]
구 분

기준용량

[MVA]

회선당 운전용량 [MVA]

상 시 비상시

22.9
일  반 10 10 14

대용량 15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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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kV 계통의 설비구성 시 총 정격용량은 60 MVA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PSS/E를 활용한 모의 계통 설비구성안을 아래 그림 3-1

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그림 3-1. PSS/E를 활용한 모의 계통 설비구성안 

'B'변전소

Case 2
(70 kV)

Case 1
(154 kV)

Case 3
(22.9 kV)

'A'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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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Case 별 신재생 발전용량과 연계 선로길이 변화에 따른 

기술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분하였다.

○ Case 별 신재생 발전용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위해 모델

링 신재생 전원의 발전용량을 총 5단계(20 MW, 40 MW, 60 

MW, 80 MW, 100 MW)로 구분한다.

○ Case 별 연계 선로길이에 대한 변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

링 연계 선로길이를 총 5단계(10 km, 20 km, 30 km, 40 km, 

50 km)로 구분한다.

○ 신재생 발전원 출력조건은 역률 95%를 산정한다[11].

3.2.2 전압변동

일반적 전력계통에서는 설비부하 연계로 인해 송전단에서 수전단으

로 단일방향 전압강하가 발생하지만, 모의 계통에서처럼 신재생 전원

만을 연계 시에는 역조류로 인한 전압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14]. 

따라서 각 전압 등급별 기술 분석을 위해 우선 검토할 전압변동은 정

격전압과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모의 계통의 신재생 

전원 연계 'B'변전소 모선 전압과 상대단 'A'변전소 모선 전압 간의 차

이를 의미하며 식 (1)과 같다. 단, 단위는 pu값(per-unit quantity)

으로 정의한다. 



- 24 -

    

: 전압 등급 의 모의 계통 전압변동 [p.u.]

 : 전압 등급 의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B'변전소 모선전압 [kV]

 : 전압 등급 의 상대단 연계 'A'변전소 모선전압 [kV]

: 전압등급 (154 kV, 70 kV, 22.9 kV) 

모의 계통에 대한 전압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전제조건에 따라 발전용

량 민감도 분석의 중간값인 신재생 발전용량 60 MW를 기준으로 선

로길이를 10 km부터 50 km까지 5단계로 변화시키는 경우 Case 별 

전압변동의 크기를 PSS/E 시뮬레이션 결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8. Case 별 선로길이 변화에 따른 전압변동 (60 MW 기준)

선로길이

[km]

전압변동 [p.u.]

Case 1 Case 2 Case 3

10 0.046 0.052 0.078 

20 0.047  0.064  0.122  

30 0.049  0.076  0.161  

40 0.050  0.087  0.195  

50 0.052  0.098  0.227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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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ase 별 선로길이 변화에 따른 전압변동 (60 MW 기준)

또한, 선로길이 30 km를 기준으로 신재생 발전용량을 20 MW부터 

100 MW까지 총 5단계로 변화시키며 Case 별 전압변동의 크기를 

PSS/E 시뮬레이션 결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9. Case 별 발전용량 변화에 따른 전압변동 (30 km 기준)

발전용량

[MW]

전압변동 [p.u.]

Case 1 Case 2 Case 3

20 0.022 0.033 0.155 

40 0.038 0.058 0.158 

60 0.049 0.076 0.161 

80 0.055 0.089 0.162 

100 0.056 0.096 0.163 

0.046 0.047 0.049 0.05 0.0520.052
0.064

0.076
0.087

0.098

0.078

0.122

0.161

0.195

0.227

0.000

0.050

0.100

0.150

0.200

0.250

0.300

10KM 20KM 30KM 40KM 50KM

전
압

변
동

량
(P.

U.
)

Case1 (154kV 연계) Case2 (70kV 연계)

Case3 (22.9kV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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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ase 별 발전용량에 따른 전압변동 변화 (30 km 기준)

Case 3는 각 발전용량에 비례하는 2회선 이상 다회선으로 구성함에 

따라 일정한 전압변동 결과치가 도출되었다.  

이를 Case 별 전체 단계별 신재생 발전용량과 연계 선로길이 변화

에 대해 전압변동의 크기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의 표 3-10과 같다. 

0.022
0.038

0.049 0.055 0.056

0.033

0.058
0.076

0.089 0.096

0.155 0.158 0.161 0.162 0.16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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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0.150

0.200

0.250

0.300

20MW 40MW 60MW 80MW 100MW

전
압

변
동

량
(P.

U.
)

Case1 (154kV 연계) Case2 (70kV 연계)

Case3 (22.9kV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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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Case 별 전체 발전용량, 선로길이 대비 전압변동

발전용량

[MW]

선로길이

[km]

전압변동 [p.u.]

Case 1 Case 2 Case 3

20

10 0.020 0.022 0.066 

20 0.021  0.027  0.114  

30 0.022  0.033  0.155  

40 0.023  0.039  0.193  

50 0.025  0.045  0.227  

40

10 0.035 0.038 0.072 

20 0.036  0.048  0.118  

30 0.038  0.058  0.158  

40 0.039  0.067  0.194  

50 0.041  0.076  0.227  

60

10 0.046 0.052 0.078 

20 0.047  0.064  0.122  

30 0.049  0.076  0.161  

40 0.050  0.087  0.195  

50 0.052  0.098  0.227  

80

10 0.052 0.061 0.083 

20 0.053  0.076  0.125  

30 0.055  0.089  0.162  

40 0.057  0.101  0.196  

50 0.058  0.112  0.226  

100

10 0.054 0.068 0.087 

20 0.055  0.083  0.127  

30 0.056  0.096  0.163  

40 0.058  0.107  0.195  

50 0.059  0.1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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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결과 발전용량, 선로길이가 늘어날수록 전압변동이 증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송전선로 및 변압기 임피던스가 가장 

작은 Case 1의 154 kV가 전압변동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

어 Case 1(154 kV) > Case 2(70 kV) > Case 3(22.9 kV) 순으로 

전압변동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3.2.3 전력손실

전력계통에서는 송배전선로 및 변압기 등 전력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설

비에 의해 크고 작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품질 고려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모의 계통에 대한 전력손실을 분석하기 위해 전제조건

에 따라 단계별 중간값인 신재생 발전용량 60 MW를 기준으로 선로길이

를 10 km부터 50 km까지 5단계로 변화시키는 경우 'A'변전소 154 kV 

모선에서의 신재생 전원의 유효 전력손실을 PSS/E 시뮬레이션 결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11. Case 별 선로길이 변화에 따른 전력손실 (60 MW 기준)

선로길이

[km]

전력손실 [MW]

Case 1 Case 2 Case 3

10 0.032 0.509 2.208 

20 0.065  0.996  4.078  

30 0.098  1.463  5.714  

40 0.131  1.913  7.182  

50 0.165  2.348  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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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Case 별 선로길이 변화에 따른 전력손실 (60 MW 기준)

각 전압별 적용된 송변전설비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전력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Case 3는 임피던스가 매우 높은 

22.9 kV 선로로 구성되어 발전용량, 선로길이가 늘어날수록 급격하게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력손실은 Case 1 > Case 2 

> Case 3 순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제조건에 따른 전체 선로길이, 신재생 발전용량에 따른 각 Case 

별 전력손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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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Case 별 전체 발전용량, 선로길이 대비 전력손실

발전용량

[MW]

선로길이

[km]

전력손실 [MW]

Case 1 Case 2 Case 3

20

10 0.004 0.060 0.754 

20 0.008  0.120  1.381  

30 0.013  0.178  1.924  

40 0.017  0.236  2.406  

50 0.023  0.293  2.844  

40

10 0.015 0.232 1.487 

20 0.030  0.457  2.737  

30 0.045  0.674  3.824  

40 0.061  0.886  4.796  

50 0.078  1.091  5.683  

60

10 0.032 0.509 2.208 

20 0.065  0.996  4.078  

30 0.098  1.463  5.714  

40 0.131  1.913  7.182  

50 0.165  2.348  8.527  

80

10 0.057 0.888 2.919 

20 0.114  1.731  5.408  

30 0.170  2.537  7.599  

40 0.227  3.312  9.573  

50 0.284  4.062    11.389   

100

10 0.088 1.372 3.623 

20 0.176  2.670  6.735  

30 0.264  3.911  9.487  

40 0.351  5.110    11.980  

50 0.439  6.280    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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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기술 분석 종합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은 순서인 Case 1(154 kV), Case 2(70 

kV), Case 3(22.9 kV) 순으로 전압변동, 전력손실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다음과 같은 지표 평가를 할 수 있다. 

표 3-13. Case 별 기술 분석 지표 평가

구 분
Case 1

(154 kV)

Case 2

(70 kV)

Case 3

(22.9 kV)

전압변동 1순위 2순위 3순위

전력손실 1순위 2순위 3순위 

Case 3는 임피던스가 높은 값으로 적용되어 전압변동, 전력손실 부

분에서 타 Case 대비 변동 폭이 큰 특성을 보였으며, 154 kV와 70 

kV는 상대적으로 차이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발전용량이 클수록, 선

로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압변동 및 전력손실 증가로 154 kV 송전전압

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비용 분석

새로운 70 kV 송전전압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모든 전압 등

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장 기술 분석에서 제시한 

모의 계통 Case를 기반으로 하여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설비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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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할인율을 각 전압 등급별 동일하게 30년 및 5%로 적용한 전력손

실 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3.1 설비투자 비용

모의 계통에 대한 Case 별 초기 설비투자 비용은 송전설비와 변전

설비 투자비용만을 고려하고 해당 비용단가 기준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시한 설비구성(안)과 자체활용 건설분야 표준단가를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15, 16].

송전설비 투자비용은 각 Case 별 적용된 선종에 대한 1 km당 단가

를 적용했으며 설치예정 단계인 Case 2(70 kV)는 Case 1(154 kV)

의 60%를 적용하였고[16], Case 3는 표준 배전선로 용량 기준(1회

선당 10 MW) 신재생 발전용량에 비례한 배전선로 회선을 적용하였

다. 단, 주로 농어촌, 산간지역에 신재생 전원이 집중됨을 고려하여 지

중선로 비중은 제외하고 단가를 산정하였다. 

아래는 신재생 발전용량 60 MW 기준일 때 각 Case 별 송전설비 

투자비용을 표시하였다. 

표 3-14. 1 km 기준 Case 별 송전설비 투자비용(60 MW 기준)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표준
송전선종

ACSR410㎟×2B, 
2회선

HSTACIR/AW 
240㎟×S, 2회선

ALOC 160㎟×S, 
1회선 

1 km단가
[억원]

10.9
10.9 × 60%

= 6.6
1.0(1회선) × 6회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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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설비 투자비용: 선로길이( km)당 비용[60 MW 발전용량]

154 kV: (10.9×) 억원 / 70 kV: (6.6×) 억원 / 22.9 kV: (6.0×) 억원

변전설비 투자비용도 송전설비와 같이 60 MW 신재생 전원을 기준하여 

Case 1, 2는 변전소 신설(조상설비 설치제외)과 각 전압 등급에 상응하

는 변압기 1 Bank와 GIS(Gas Insulated Switchgear) 1bay 추가를 상

정하고 Case 3는 변압기 1 Bank 과 GIS 1 Bay 추가만을 설비 제원으

로 가정하였다. 이 중 Case 2는 70 kV 변전소, 154/69 kV, 69/23 kV 

변압기, 70 kV 적용 GIS 등의 비규격설비에 대해서는 50~110%의 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16]. 

표 3-15. Case 별 변전설비 투자비용(60 MW 기준)

○ 변전설비 투자비용: 신재생 발전용량 60 MW 기준 

 154 kV: 134 억원 / 70 kV: 98 억원 / 22.9 kV: 14 억원

구 분 변전설비 제원
단가 

[억원]

소계

[억원]

Case 1 

▪ 154 kV 변전소 신설 120

134▪ 154/23 kV 1 Bank [60 MVA급] 10

▪ GIS 1 Bay  4

Case 2 

▪  70 kV 변전소 신설(154 kV급 60% 적용) 72

98

▪ 154/69 kV 1 Bank [80 MVA급]

    (154/23 kV 110% 적용)

11

▪ 69/23 kV 2 Bank [30 MVA급 × 2]

   (154/23 kV 50% 적용)

10

▪ GIS 2 Bay (154 kV급 60% 적용) 5

Case 3 
▪ 154/23 kV 1 Bank 10

14
▪ GIS 1 B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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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재생 발전용량 60 MW를 기준으로 송전선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로길이를 10 km에서 50 km로 변

화시키면서 표 3-14, 3-15에 따라 송전, 변전의 초기 설비투자 비용

을 종합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16. Case 별 선로길이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 (60 MW 기준)

선로길이

[km]

설비투자 비용 [억원]

Case 1 Case 2 Case 3

10 243.0 164.0 74.0

20 352.0 230.0 134.0

30 461.0 296.0 194.0

40 570.0 362.0 254.0

50 679.0 428.0 314.0

그림 3-5. Case 별 선로길이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 (60 MW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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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 없는 Case 3의 설비투자비가 가장 

작고 전압등급이 높은 Case 1이 가장 높아 초기 설비투자 비용은 

Case 3(22.9 kV) > Case 2(70 kV) > Case 1(154 kV) 순으로 유

리하게 분석되었다. 

3.3.2 전력손실 비용

전력손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앞서‘제3.2.3장’에서 검토한 

Case 별 전력손실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전력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

기 위해 식 (2)와 같이 산정방식을 고려하였다.

○ 연간 전력손실 비용 산정방식

     : 각 전압 등급별 연간 전력손실 비용

    :‘제3.2.3장’의 전압 등급별 유효 전력손실값 [MW]

    : 운전시간 8,760(365일 × 24시간) [h] 

    : 이용률 50 [%] (선로이용 및 유지보수 시간 등 고려)

    :‘18년도 신재생에너지 거래 정산단가 평균값 98.6

         [원/kWh][17]

    × ×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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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비운영기간 내 전력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엑셀의

PV함수를 활용하여 표 3-11과 식 (2)를 고려한 선로길이에 따른 전

력손실 비용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 전력설비 운영기간은 

30년으로 계산하고 할인율은 5%를 적용하였다[16]. 

표 3-17. Case 별 전력손실 비용 (60 MW 기준, 30년 운영, 5% 할인율)  

  

선로길이

[km]

전력손실 비용 [억원]

Case 1 Case 2 Case 3

10 1.6 35.5 153.3

20 4.8 69.4 284.1

30 6.5 101.7 398.7

40 9.7 134.0 500.4

50 11.3 163.0 594.0

그림 3-6. Case 별 전력손실 비용 (60 MW 기준, 30년 운영, 5%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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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전압이 낮을수록 (154 kV < 70 kV < 22.9kV) 또한 연계선로 

길이가 길수록 (10 km < 30 km < 50 km) 유효전력 손실비용이 커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 km 연계선로에서는 Case 1과 Case 

3의 차이가 약 150 억원인 반면 50 km 연계선로에서는 약 580 억원

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비용 분석 종합

송·변전설비 초기 투자비용(표 3-16)과 설비 운영기간 및 할인율

을 각 전압 등급별 동일하게 30년 및 5%로 적용한 전력손실 비용(표 

3-17)을 동시에 고려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값을 

비용 종합 지표평가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Case 별 비용을 산정하면 

다음 표 3-18과 같다. 단, 설비 운영기간 내 전력판매수익을 제외하

여 NPV값이 가장 작은 방안이 우수한 방안으로 판단하였다[18].

표 3-18. Case 별 비용 종합분석 (60 MW 기준, 30년 운영, 5% 할인율)

선로길이

[km]

NPV [억원]

Case 1 Case 2 Case 3

10 244.6 199.5 227.3 

20 356.8 299.4 418.1 

30 467.5 397.7 592.7 

40 579.7 496.0 754.4 

50 690.3 591.0 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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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ase 별 비용 종합분석 (60 MW 기준, 30년 운영, 5% 할인율)

각 Case 별 초기 투자비용만을 고려 시에는 송전전압이 낮은 전압

(22.9 kV)이 가장 우수한 방안이고 운영 기간의 손실 비용만을 고려 

시에는 송전전압이 높은 전압(154 kV)이 가장 우수한 방안으로 분석

되었지만, 송·변전설비 초기 투자비용과 30년 운영기간 내 손실비용

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분석 결과 Case 2의 70 kV 송전선로를 이

용한 연계방식이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연계안으로 분석되어 다음과 

같은 비용 분석에 대한 지표 평가를 할 수 있다.

표 3-19. Case 별 비용 분석 지표 평가

구 분
Case 1

(154 kV)

Case 2

(70 kV)

Case 3

(22.9 kV)

NPV 2순위 1순위 3순위

244.6

356.8

467.5

579.7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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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통연계 시 송전전압 선정 방안

4.1 다목적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

본 연구는 20~100 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 연계 시 전압 변

동 최소화와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전력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

적 송전전압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

으로 신재생 전원 연계 시 접속모선에서의 전압변동과 경제적인 운영

을 위해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운영기간 내 전력손실 비용을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였다. 

다목적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를 위해 설치예정 신재생 전원의 연계 

발전 설비용량 ()와 선로길이()를 상호 독립적인 설계변수로 선

정하고 전압변동 최소화와 동시에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운영기간 내 

전력손실 비용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종 다목적함수 설계를 위

해 각 목적함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선호도를 반영하고 최적해를 

얻기 위해 가중치를 체계적 변화하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

반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가중치 합 방법(Weighted sum method)

을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한 문제의 기본 형태는 식 (3)과 같다[19, 

20].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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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합 방법에 의한 최종 다목적함수

: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선호도에 따른 가중치 벡터

: 설계변수에 따른 개별 단일 목적함수

또한, 합리적 송전전압 결정을 위한 최적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

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술 분석 중 전력손실은 제3장에서 비용 분석 시 산출된 전력손

실 비용 산정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목적함수에서는 제외한다. 

○ 계통연계 대상인 신재생 전원의 유효 발전용량, 선로길이 및 각 

전력설비 규격(임피던스값 등)은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 전압변동 및 비용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해를 얻기 위해 계

통운영자가 각각의 가중치(Weight Factor)를 조절할 수 있다[19].

  4.1.1 다목적함수의 정식화

Ⓐ 전압변동 

전압변동 함수는 앞서 3장에서 제시한바 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재생 

전원 연계 시 각 전압 등급별 연계 모선전압과 상대단 모선전압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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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미하며 식 (4)과 같다.

    

 : 신재생전원 유효 발전용량 , 선로길이  일 때 

     전압 등급 의 전압변동 함수 [p.u.]

: 연계 신재생 전원의 유효 발전용량 [MW]

: 신재생 전원 모선과 상대단 모선간 연계 선로길이 [km]

 : 전압 등급 의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모선전압 [kV]

 : 전압 등급 의 상대단 연계 모선전압 [kV]

: 전압등급 (154 kV, 70 kV, 22.9 kV)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압변동은 설치예정 신재생 전원의 연계용량 

와 선로길이 에 대하여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데, 추후 간결한 

분석을 위하여 3장에서 도출한 PSS/E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MATLAB의 Curve fitting tool를 활용[21] 전압변동의 크기를 

와 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fitting 하여 근사화한 전압변동 함수 식 

(5)과 같이 도출하였다.

        : 전압변동 함수에 대한 Curve fitting 계수

    
    식 (4)

 ≈
  

 식 (5)



- 42 -

Ⓑ 설비투자 비용 

설비투자 비용은 크게 송전설비 투자비용과 변전설비 투자비용으로 

구분 하였으며 우선 송전설비 투자비용은 선로종류와 연계 선로길이에 

따른 투자 비용을 고려하여 식 (6)과 같다.

   : 전압 등급 의 총 송전설비 투자비용 [억원]

      

154 -0.00173 0.001135 9.01E-05 -5.93E-06 1.50E-07 7.14E-07

70 -0.01584 0.001405 0.000768 -7.36E-06 8.00E-06 -3.57E-06

22.9 0.00805 0.000433 0.005381 -8.93E-07 -7.35E-06 -2.04E-05

표 4-1. 전압변동 함수 fitting 결과

구 분      

Curve

fitting

main plot

r-square 0.9994 0.9961 0.9999

표 4-2. 전압변동 함수 fitting 계수

  ×  ×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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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압 등급 의 표준 송전선종()에 대한 1 km당 송전   

               설비 투자단가 [억원]

  : 신재생 전원 모선과 상대단 모선간 연계 선로길이 [km]

  : 전압 등급 의 필요 회선수 (1~N)

변전설비 투자비용의 경우 각 신재생 전원 유효 발전용량에 따른 각 

전압 등급별 변전소 신설, 변압기 Bank 및 GIS Bay 추가로 고려되는 

비용을 산출하면 식 (7)과 같다.

: 전압 등급 의 총 변전건설 투자비용 [억원]

: 전압 등급 의 변전소 신·증설, 변압기 Bank 및 

      GIS Bay 각 1개의 투자비용 [억원]

: 전압 등급 의 변전소 신·증설, 소요 변압기 Bank 및    

            GIS Bay 의 각 필요 수량 (1~)

: 신재생 전원 유효 발전용량(60 MW) 기준 대비 비례계수

Ⓒ 전력손실 비용

전력손실도 와 에 대하여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간결

   × ×  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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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위하여 PSS/E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MATLAB의 

Curve fitting tool를 활용 와 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fitting 

하여 근사화한 전력손실 함수 식 (8)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전력

손실에 30년 운영기간 내 할인율 5%를 적용한 전력요금을 곱하여 전

력손실 비용 함수 식 (9)를 계산하였다.

        : 전력손실 함수에 대한 Curve fitting 계수

   표 4-3. 전력손실 함수 fitting 결과

   

구 분      

Curve

fitting

main plot

r-square 0.9953 0.9956 0.9997 

  ≈ 
 

 식 (8)

      

154 0.06926 -0.00299 -0.00234 2.51E-05 1.04E-04 1.43E-06

69 0.8827 -0.04102 -0.02648 0.000362 0.001456 -9.81E-05

22.9 -0.5117 0.01193 0.04899 -1.79E-07 0.002668 -0.000849

표 4-4. 전력손실 함수 fitting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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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압 등급 의 전력손실 비용 함수 [억원]

  : 전압 등급 의 전력손실 함수 [p.u.]

: 설치 예정 신재생 전원의 유효 발전용량 [MW]

: 신재생 전원 모선과 상대단 모선간 연계 선로길이 [km]

: 전력요금(30년 운영기간 내 연 할인율 5% 적용) [억원]

지금까지 살펴본 전압변동 함수와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전력손실 

비용 함수를 모두 고려한 최종 다목적함수()는 식 (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과 는 전압변동과 비용 최소화에 대한 

최적해를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중치(Weight Factor)로 

각 가중치는 계통 운영자가 정하는 값이다. 

    : 전압변동 함수에 대한 가중치 

    :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전력손실 비용 함수에 대한 가중치 

  4.1.2 제약조건의 정식화

각 전압 등급별 신재생 전원의 실제 계통연계 시 전력품질과 비용한

   식 (10)

   ×  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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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측면에서 계통운영자의 요구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압유지조건

과 초기 설비투자 비용 제약조건을 부등호 제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전압 유지범위 제약조건 

     

각 전압 등급(154 kV, 70 kV, 22.9 kV) 별로 신재생 전원 연계 

시 전압 등급 의 연계모선 전압 를 기존 전력계통의 전력품질과 

공급신뢰도에 따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 우리나라 전력망에서 

사용되는 전압조절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전압 유지범위 제약조건 식 

(11)을 고려한다. 

min: 전압 등급 의 계통 전압 유지 기준 최소 전압 [kV] 

max: 전압 등급 의 계통 전압 유지 기준 최대 전압 [kV] 

이에 따른 전압 유지조건은 우리나라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22]을 기준으로 하여 154 kV 계통의 전압 유지범위는 최

대, 최소전압을 ±10% (0.1~0.1 [p.u.])로 0.9~1.1 [p.u.] (139∼

169 kV)이고 신규 70 kV도 154 kV 계통과 같은 ±10%를 전압유

지범위로 0.9~1.1 [p.u.] (63~77 kV)로 가정하였다. 22.9 kV는 송

배전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전압 유지범위인 0.91~1.04 [p.u.] 

(20.8~23.8 kV)로 설정하였다[11].

min ≤≤max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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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 비용 제약조건 

각 전압 등급(154 kV, 70 kV, 22.9 kV) 별로 송전설비와 변전설

비 건설 등 설비투자 비용은 계통운영자의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고려한다. 

: 전압 등급 의 신재생 전원 연계 시 계통운영자 설비투자 비용

max: 에 대한 최대 가능 설비투자 비용 상한선 

4.2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

앞서‘다목적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제시한 바와 같이 다목적함수

와 제약조건을 고려한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산정하면 먼저 신재

생 전원 연계 시 와 를 입력변수로 하여 각 전압 등급별 기술 분

석인 전압변동 식 (5)을 계산하고 비용 분석으로 식 (6), (7), (9)을 

계산하여 목적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산출하며 제약조건 식 (11), 

(12)에 따른 비교 검토를 통해 적합성을 파악하고 최종 다목적함수 

식 (10)을 통해 계통운영자의 다양한 가중치(, ) 조절로 전압변

동와 NPV를 고려한 비용을 동시에 최소화로 하는 송전전압을 선정할 

수 있다.

≤max 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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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4-1 과 같다. 

20~100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연계 입력값(, )

↓

② 기술 분석 ( )

↓

③ 비용 분석 

↓

④ 제약조건

min ≤≤max,  ≤max

  

NO

       ↓  YES

⑤ 최종 다목적함수 계산 ()

 

↓

⑥ 전압 등급별 가중치 조절에 따른 비교검토 ( )

↓  

전압변동 및 비용 최소화 송전전압 선정

그림 4-1.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 순서도

① 20~100 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 연계시 입력값 

(, )

⑦ 전압변동 및 비용 최소화 송전전압 선정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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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연구

5.1 신재생 전원 계통연구 사례

본 연구에서는 20~100 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 연계 시 전압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운영기간 동안의 전력손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송전전압 선정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계

통 접속 예정인 사례를 마련하였다. 

전북 고창지역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근 변전소

의 설비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계통연계가 지연되고 있어 변전설비 보강 

또는 신규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고창지역 154 kV 'C'변전

소의 신재생 전원 현황은 아래의 표 5-1과 같다.

구 분 연계현황

신재생 전원 

연계현황

154 kV 201 MW (20 MW이상 9호)

22.9 kV 98 MW

대기접수 현황
110 MW 

(54 MW 발전용량 'G'풍력발전 포함)

표 5-1.  154 kV 'C'변전소 신재생 전원 연계 현황 (‘19.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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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kV 'C'변전소에는 3 Bank의 주변압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분산형 전원 연계기준에 따르면 75 MW를 연계할 수 있는 용량이다

[14]. 154 kV 'C'변전소에 주변압기 1 Bank를 신설하는 경우 100 

MW의 분산전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일부 대기 중인 신재생 전원

의 계통연계가 가능하지만 대기 중인 모든 신재생 전원을 수용하고 추

가로 증가할 수 있는 신재생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여 고창 인근 신재생 전원 집중지역('가'면) 주변 54 

MW 'G'풍력발전을 포함한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 'D'변전소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림 5-1. 연구사례 계통 개념도

따라서 'G'풍력발전 계통연계 시 합리적 전압 선정을 위하여 전압 

등급별 기존 'C'변전소와의 연계 선로길이에 대한 송전설비 투자 제원

과 신설 'D'변전소의 변전설비 투자 제원에 대해 154 kV, 70 kV 및 

22.9 kV의 3가지 Case 별로 아래와 같이 고려하였다. 

[154 kV 'C'변전소] [ 전압 신설 'D'변전소]

 전압의 신설

‘ ’ km 연계선로

'C'변전소 
 전압 BUS

'D'변전소 
 전압 BUS

‘G’풍력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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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전압 등급별 연구사례 송전설비 투자 제원 (: 54 MW, : 27 km)

표 5-3. 전압 등급별 연구사례 변전설비 투자 제원 (: 54 MW, : 27 km)

구 분 
Case 1

(154 kV)

Case 2

(70 kV)

Case 3

(22.9 kV)

송전선종

()
ACSR 410㎟×2B HSTACIR/AW 240㎟×S ALOC 160㎟×S

회선수

(N)
2 2 6

선로길이


27 km

구 분 변전설비 제원

Case 1

(154 kV)

▪ 154 kV 'D'변전소 신설

▪ 154/23 kV 1 Bank [60 MVA급]

▪ GIS 1 Bay  

Case 2

(70 kV)

▪  70 kV 'D'변전소 신설(154 kV급 60%적용)

▪ 154/69 kV 1 Bank [80 MVA급]

    (154/23 kV 110% 적용)

▪ 69/23 kV 2 Bank [30 MVA급 × 2]

   (154/23 kV 50% 적용)

▪ GIS 2 Bay (154 kV급 60% 적용)

Case 3

(22.9 kV)

▪ 154/23 kV 1 Bank [60 MVA급]

▪ GIS 1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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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신규 'G'풍력발전 계통 연계 시 전압변동 최소화와 동시에 비용 최소

화를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 송전전압 선정을 위하여 제4장에서 제시한 

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 순서도에 따라 시뮬레이션 하였다.

① 20~100 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 연계시 입력값(, )

기존 'C'변전소 모선과 신설예정 'D'변전소의 연계모선에 대한 접속예

정인 신재생 전원 제원에 대한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② 기술 분석 ( )

PSS/E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MATLAB의 Curve fitting 

tool 활용 전압변동을 와 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fitting 한 근

사화한 식 (5)에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표 5-4. 연구사례에 대한 전압변동

구 분 Case 1( ) Case 2( ) Case 3( )

전압변동

[p.u.]
0.045 0.068 0.148

 = 54 MW,   = 27 km 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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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용분석 

송전설비 투자비용()은 각 전압 등급별 표준선로 종류와 연계 

선로길이(27 km)에 따른 투자 비용을 고려하여 표 3-14와 식 (6)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표 5-5. 연구사례에 대한 송전설비 투자비용

변전설비 투자비용()의 경우 표 3-15와 식 (7)에 따라 비례계

수(h)를 0.9(60 MW 기준 발전용량 54 MW 적용)로 계산하면 아래

와 같다.

표 5-6. 연구사례에 대한 변전건설 투자비용

전력손실 비용()은 와 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fitting 하

여 근사화한 전력손실 식 (8)에 입력하고 30년 운영기간 내 할인율 

구 분 Case 1( ) Case 2( ) Case 3( )

1 km단가

[억원]
10.9 6.6   1.0 (1회선)

선로길이적용 

비용 [억원]
294.3 178.2 162.0 (6회선)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변전설비 

비용 [억원]
120.6 88.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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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적용한 전력요금을 곱하여 식 (9)에 따라 전력손실 비용을 계

산하였다.

표 5-7. 연구사례에 대한 전력손실 비용

상기 표 5-5, 5-6, 5-7 세 가지 비용 값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사례에 대한 NPV를 고려한 비용분석 종합값을 얻을 수 있다.  

표 5-8. 연구사례에 대한 비용분석 종합

④ 제약조건

우선, 제약조건에서 전압 유지조건 식 (11)과 표 5-4를 동시에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Case 1( ) Case 2( ) Case 3( )

전력손실

[MW]
0.070 1.059 4.726

전력손실 비용

[억원]
4.8 74.2 329.3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비용분석 

종합[억원]
419.7 340.6 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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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연구사례 전압 유지범위 제약조건 (단위: p.u.)

식 (11)의 전압 유지범위 제약조건을 적용하면 Case 1과 Case 2

의 경우 해당 전압별 유지범위내로 제약조건을 만족하나 Case 3의 전

압변동의 크기는 0.148 [p.u.]으로 최대 전압 유지값 0.04 [p.u.]를 

초과하여 22.9 kV는 송전전압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통운영자는 각 전압 등급별 설비투자 비용 제약조건 식 

(12)를 고려하여 운영회사별 자체수립 연간 계획예산을 고려한 설비

투자 비용 상한선 범위내 만족여부 제약조건을 확인한다. 본 연구사례 

Case 1, 2는 모두 비용 제약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⑤ 최종 다목적함수 계산 

Case 3(22.9 kV)를 제외한 전압변동 함수와 설비투자 및 전력손실 

비용을 모두 고려한 최종 다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구 분 Case 1( ) Case 2( ) Case3 ( )

전압 유지범위
(±최대변동량)

0.1~0.1 0.1~0.1 0.09~0.04

전압변동 0.045 0.068 0.148

Case 1 (154 kV) :    식 (14)

Case 2 (70 kV) :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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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압 등급별 가중치 조절에 따른 비교검토 (, )

제4장에서 제안한 송전전압 선정 방안을 통해 전압변동 최소화와 초

기 설비투자 비용과 운영기간 내 비용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송전전압을 결정할 수 있다. 식 (14), (15)에 각 단일 목적함수의 가

중치 , 를 조절해서 154 kV, 70 kV 각 전압 등급에 대한 전압

변동 최소화와 비용 최소화의 가중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각 결과

값이 가장 작은 다목적함수가 우수한 전압 등급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중치 조절에 따른 각 전압 등급별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계통운

영자가 중간용량 규모 신재생 전원 연계 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각 목적함수별 가중치 ,  의 범위는 결과값의 비교분석

을 고려하여  ≤ ≤ ,  ≤ ≤  로 한정하였다. 

우선, 다목적함수 식 (14), (15)에서 전압변동만을 고려할 경우 (

= 5,000,  = 0 ) 식 (16)과 같이 154 kV가 70 kV보다 송전전압 

선정 시 유리하고 

If  = 5,000,   = 0 일 때

   (  ,    ) 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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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함수 식 (14), (15)에서 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 0 , = 1)

식 (17)과 같이 70 kV가 154 kV보다 송전전압 선정 시 유리하다.

If  = 0,   = 1 일 때

   (  ,    ) 식 (17)

다음은 전압변동 함수 가중치를 일정값으로 고정시키고, 비용 함수

에 대한 가중치를 바꿔가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0. 가중치에 따른 송전전압 선정결과( = 1,000,  = 0.3~0.9)

표 5-11. 가중치에 따른 송전전압 선정결과( = 2,000,  = 0.3~0.9)

구 분
 = 2,000

 = 0.3  = 0.6  = 0.9

 215.9 341.8 467.7

 238.2 340.4 442.5

전압 선정 154 kV 70 kV 70 kV

구 분
 = 1,000

 = 0.3  = 0.6  = 0.9

 170.9 296.8 422.7

 170.2 272.4 374.5

전압 선정 70 kV 70 kV 7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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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가중치에 따른 송전전압 선정결과( = 3,000,  = 0.3~0.9)

표 5-13. 가중치에 따른 송전전압 선정결과( = 4,000,  = 0.3~0.9)

⑦  전압변동 및 비용 최소화 송전전압 선정 min 

표 5-10, 5-11, 5-12, 5-13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통운영자는 

'G'풍력발전 계통연계 시 송전전압 선정을 위해 두 가지 제약조건을 

만족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전력품질 측면을 우선 시하여 전압변동에 

가중치()를 둔다면 154 kV 전압이 유리하고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운영기간 내 비용 최소화 측면을 우선 시하여 비용에 가중치()를 

높이게 되면 70 kV를 송전전압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구 분 
 = 4,000

 = 0.3  = 0.6  = 0.9

 305.9 431.8 557.7

 374.2 476.4 578.5

전압 선정 154 kV 154 kV 154 kV

구 분

 = 3,000

 = 0.3  = 0.6  = 0.9

 260.9 386.8 512.7

 306.2 408.4 510.5

전압 선정 154 kV 154 kV 7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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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00 MW 중간용량급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전압 유

지범위와 설비투자 비용 제약조건 모두 충족하면서 전압변동의 크기 

최소화가 필요한 전압안정도가 중요한 계통운영에서는 전압변동 목적

함수 가중치를 높이고, 경제성이 중요한 계통운영에서는 비용 함수 가

중치를 높이는 식으로 최종 다목적함수를 활용한 송전전압 선정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전체 대상 전압 등급(154 kV, 70 kV, 22.9 kV)중

에서 최적 송전전압을 선정한다면 계통운영자에게 70 kV 신규 전압 

도입에 따른 구체적 전압선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통운영 시 

전력손실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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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재생에너지 3020’목표 달성을 위해 확산 

예정인 20~100 MW 중간용량 규모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신규 

도입된 70 kV 전압등급과 기존 배전전압 22.9 kV와 최저 송전전압 

154 kV 사이의 합리적 송전전압 선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전압 등급(154 kV, 70 kV, 22.9 kV)에 대한 신재생 전원의 발

전 설비용량, 연계 선로길이를 설계변수로 하여 전력계통 해석프로그

램인 PSS/E를 활용한 기술 분석과 NPV를 고려한 비용 분석 측면으

로 나누어 동일 조건에 기반을 둔 모의 계통 시뮬레이션으로 각 전압

별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압 변동 최소화와 초기 설비투자 비용 및 운

영기간 내 전력손실 비용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 문제

로 정식화하였고, 전압 유지범위와 설비투자 비용 제약조건을 모두 만

족하면서 각 목적함수의 가중치 조절을 통해 전압안정도가 중요한 계

통운영에서는 전압변동 함수의 가중치를 높이고, 경제성이 중요한 계

통운영에서는 비용 함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식으로  20~100 MW 규

모의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시 최종 다목적함수를 활용한‘송전전압 

선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통운영자가 전체 대상 전압등급 중에서 

최적 송전전압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계통접속 예정인 전북지역 일부 개소에 

상기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신재생 전원 계통연

계 시 송전전압 선정에 있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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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학적 모델링을 통한 신재생 전원의 송전전압 선정 방안

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계통에서는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보다 많은 선로와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되고 

무효전력 보상 또는 변압기 탭 조절 등으로 수전단의 전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전압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된다. 또한, 설비투자 비용 이외 전력설비 건설 반대에 따른 사회적 비

용 등 주민 수용성에 따른 갈등 비용 확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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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ransmission 

Voltage for 20~100 MW Medium Capacity Grade 

Renewable Energy Sources

Dae Hyeon, Kim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ecember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hich includes achieving 20% of Renewable Energy 

Sources (RESs) by 2030, to convert to safe and clean energ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Renewable Energy 

3020’, it is necessary to expand preemptive renewable access 

infrastructure. As a solution, a new 70 kV transmission voltage 

was introduced, which is halfway between the existing 

distribution voltage of 22.9 kV and the lowest transmission 

voltage of 154 kV.

However, in the power transmission facility new/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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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pplied to the newly introduced 70 kV, it is insufficient 

to provide specific voltage selection criteria as "if construction 

of 70 kV transmission line is suitable than 154 kV".

System linkage due to unreasonable transmission voltage 

selection causes problems such as increased power loss and 

complex grid configura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a 

reasonable transmission voltage selection criterion for the entire 

voltage class (154 kV, 70 kV, 22.9 kV) was required.

In this paper, the medium capacity class of 20~100 MW, 

which is expected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is limited to 

research subjects when connecting RES.

For each voltage class, the design variables are the capacity 

of RES and connected line length. These are divided into 

technical analysis using the 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ing (PSS/E), a power system analysis program, and 

cost analysis considering Net Present Value (NPV). System 

simulations were used to characterize each voltage cla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haracteristic simulation, it was 

formulated as th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that 

minimized voltage regulation, initial facility investment cost, and 

power loss cost during operation period.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ed a criterion for rational 

selection of transmission voltage by implementing th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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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of transmission voltage when connecting RES”.

Moreover,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actual planned point 

of grid connection, the application of the transmission voltage 

selection algorithm can provide useful criteria for voltage 

selection for grid connection of medium capacity grade RES.

Keywords : 70 kV, renewable energy source, grid connection, 

transmission voltage selection, voltage class, PSS/E 

Student Number : 2018-2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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