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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전력계통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이는

전력계통 운영자의 목적 달성과 분산전원 사업자의 총 효용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변동성

분산전원의 연계 수요가 많지만 도심에 비해 부하 밀도가 낮아

배전선로가 적기 때문에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과 태양광 발전의 출력 특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 출력을 간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전계통 운영자는 계획 단계에서 배전선로 부하를 고려한

분산전원 출력 제한량 분석과 이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배전계통 운영자는 효율적인 배전선로 분산전원

수용 계획과 증설 계획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분산전원 사업자는 더

많은 분산전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출력 제한량 정보를 이용하여

분산전원 연계 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산전원

출력 제한량과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분산전원과 선로 부하의 특성 패턴을 이용하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기반하여 시간별 제한량을 구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해당 분석은 특정 시나리오에 의존한 결과를 도출한다. 전압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분산전원 출력량을 제어한다면 시간별

조류계산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압은 스마트 인버터나 선로 전압

조정기, 탭 조정 배전 변압기를 계통에 설치함으로써 제어 가능하다. 

따라서 변동성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은 선로의 열적용량을 만족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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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전압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계획 단계의 문제에서 시간별 제한량을 구하는 것은 많은 가정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분석이 된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별 분석이 아닌, 패턴을 이용한 연간 혹은 월간 출력 제한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패턴을 이용하여 태양광 출력 제한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시, 분산전원과 배전선로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산전원 중 물리적 설치제약이 적어

배전계통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양광

발전과 선로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위해 태양광 발전 시간대의

데이터만을 이용한 월간 패턴을 생성하였으며 특이값을 제거한 패턴을

모델링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기반한 추세선을 이용하였다. 또한 출력

제한량의 상하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속곡선 형태의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제한량의 기댓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부하를 고정된 값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패턴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함으로써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제안한 주간시간 데이터

기반 월별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연간 패턴을 적용하는 것보다

분석 결과가 대조군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연계 목적과 제한 옵션에 따라서 정해지는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변전소

MTR이나 배전선로 DTR에 대한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주요어 : 분산전원 수용능력, 태양광 출력 제한량, 태양광 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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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부하 특성, 상호상관 함수, 배전계통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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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제１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제１절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１-1은 국가별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일랜드나 덴마크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연간 발전량

비중이 20%를 초과한다 [1]. 한국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3020 정책을 시행 중이며 [2]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에서 35%까지 높이고자 한다 [3].

그림 １-1  국가별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증가는 전력품질, 계통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전계통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정한 감시와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표 １-1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른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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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정리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적은 1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발전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하위 전력망이라 할 수 있는 배전계통에 역조류(reverse 

power flow)나 전압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점차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1],[4],[5].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전계통에서는 기존의 배전자동화 중심의 DNO(distribution network 

operator) 운영에서 분산전원 운영을 포함하는 배전계통

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 운영으로의 운영체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6],[7]. 한국은 과도기에 능동형 배전망과

RMS(renewable management system, RMS)를 도입하여 분산전원

도입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배전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표 １-1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른 문제와 대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단계

3%

1단계

3-15%

2단계

15-20%

3단계

25-50%

4단계

계통 영향 영향 없음
역조류, 전압

(문제점 발생)
유연성 안정성

현 국내상태 전국 계통 전남, 제주 지역 - -

배전계통
배전자동화

(DNO)

능동형 배전망

+RMS

분산 운영

(DSO)

분산 운영

(DSO)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태양광

발전기(photovoltaics, PV)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PV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설치하기 쉬우며, 대부분 배전선로에 연계된다.

한국에서는 도심보다 설치 공간에 제약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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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고 있다 [8].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부하 밀도가 적어

배전선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PV를 확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배전선로에 연계된 PV 용량이 증가하여 역조류가 제약 범위 이상이

되면, 과전류와 과전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전력신뢰도 및

전력품질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PV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배전선로를 증설하거나 전력신뢰도와 전력품질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 각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증가해야 한다 [9]–[11]. PV를

수용하기 위하여 배전선로를 증설할 경우 추가 건설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PV 발전의 이용률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설된 선로의

이용률이 낮고, 증설비용은 높아 비효율적이다. 또한 배전선로를

신설하고 싶어도 배전선로가 지나갈 경과지(right of way, ROW)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배전선로의 증설을 지연 혹은 회피하기 위해, 운전용량을 초과하여

PV를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선로의 열적용량까지 PV를 연계하는 방법과

선로의 기존 부하로 인한 역조류 상쇄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이보다 더 PV 연계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PV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12]–[15].  

PV 출력을 제어하지 않는 Fit-and-Forget 운영은 PV의 상시

연계(firm connection)를 보장한다. 해당 방법은 PV 출력을 제어하지

않고도 계통의 성능이 항상 제약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PV 

연계용량을 매우 제한한다. 이 때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은 기존의 단방향 전력공급 시스템의 배전계통 계획

방법과 유사하다. 기존의 배전계통 계획은 최악의 상황(worst case)인

최대 부하와 부등률이 임계 조건(critical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계획한다. 따라서, 몇몇의 시점(snap shot)만을 분석하여 계획한다. 

PV를 연계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부하가 최소이고 PV가 최대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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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상황이다. 해당 상황에서 계통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PV 

용량이 배전계통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된다. 이 경우 PV 

사업자는 발전 에너지 전부를 계통에 보낼 수 있지만, 선로에 연계할 수

있는 전체 PV 용량이 매우 제한된다.

PV 연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PV의 출력을 제어하려면 Fit-

and-Forget과 같은 기존의 수동적인 시스템 운영에서 ANM(active 

network management, ANM)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10],[14],[15]. ANM은 실시간 제어와 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산전원의 인버터, 전압제어 장치, 전력저장 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16],[17]. 그 중 분산전원 출력 제어는 배전계통의 전압과

조류량을 변화시켜 배전계통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며, 이 중

유효전력 제어를 출력 제한(curtailment)이라 한다 [20]–[22].

PV 출력을 제한하면 PV 발전기의 이용률은 낮아지지만, 적은

제한량으로 PV 연계용량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전계통

운영자와 신규 PV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전계통 운영자의 경우 PV 연계를 위한 배전선로 증설을 지연할 수

있고, 선로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배전선로 설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23]–[26]. 신규 PV 사업자는 PV 출력 제한으로

인해 판매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대신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증가로 인해 연계할 수 있는 PV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신규

PV 사업자 측면에서 총 판매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또한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의 증가로 배전선로 증설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게

된다면 신규 PV 사업자 입장에서도 연계 비용이 감소한다. 만약

배전선로를 증설하게 된다 할지라도, PV 출력 제한 고려로 인해

증설하는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높아진다면,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계용량 당 배전선로 증설비용이 줄어든다. 이미 P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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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사업자의 경우, 기존 계약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출력

제한을 받지 않거나 효용의 변화가 없다.

PV 출력 제한 시,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PV 출력

제한량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분산전원 수용능력 산정 결과에 영향을

받는 계통 운영자, PV 사업자, 그리고 국가는 비교 가능하고 명료하며

예상 가능한 PV 출력 제한량 분석이 필요하다. 각 주체 입장에서 PV 

출력 제한량 분석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배전계통 운영자는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배전계통 운영자의 목적과 배전계통의 물리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

배전계통 운영자의 목적은 과도한 PV 투자를 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두번째로 배전계통 운영자는

제한량 분석을 통해 산정된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선로의 여유

용량과 PV 사업자 대기 상황을 비교하여 배전선로 증설 여부를 계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 PV 연계 요청 시 연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제한량의 정보를 PV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 PV 

사업자의 출력도 제한할 경우, 제한량과 보상금 예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규 PV 사업자는 제한량 분석을 통해 각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잔여 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각 선로의 연계 가능 용량

확인할 수 있고, 각 선로의 제한량 정보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기존 PV 사업자는 출력을 제한하게 될 경우, 배전계통 운영자를

통해 제한량과 보상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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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제２절

기존의 배전계통 계획 방법은 최악의 몇몇 상황만 고려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때도 분산전원 출력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만 고려한다. 특히 부하를 고려하지

않고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선로의 정격용량으로 산정한다 [27]. 부하를 고려할 때에는

분산전원 연계 계통에서 최악의 상황인, 최소 부하와 최대 분산전원

출력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만족하는 분산전원 용량이

해당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된다 [28].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매우 제한된다.

분산전원 출력 제한을 고려하여 계획할 경우, 운영 기간 동안의

제한량 총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만 고려하는 특정 시점

분석은 적절치 않다 [14],[27]. 최악의 상황만 고려하는 방법은 분석

기간 동안의 제한 에너지량을 계산할 수 없고, 최악 상황에서의

제한크기만을 계산할 수 있다. 최악 상황만 분석하고 이를 전 분석

기간에 적용하면 제한량을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어 연계 가능한 PV 

용량을 늘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한량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 이외의 모든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분석 기간 동안의 제한량을 계산하기 위해,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를 적용하거나 패턴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분산전원 출력의 변화만 고려하는 경우에는 분산전원의 패턴과 고정된

출력 한계를 사용하여 제한량 값을 간단히 분석할 수 있다. L. We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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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제한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전 지속곡선

패턴을 사용하였다 [30]. 해당 연구는 분산전원만 패턴으로 고려하고

부하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한량은 PV 출력뿐 아니라 선로의

부하에도 의존한다. PV 출력이 클 때, 부하 크기가 크다면 PV의 출력을

많이 상쇄하므로 역조류 발생이 줄어 PV 출력 제어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동일한 PV 출력에서도, 부하 크기가 작다면 PV 제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PV 출력이 동일하더라도 선로의 부하 특성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의 제한량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계 가능한 PV

용량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때, PV 출력뿐 아니라, 선로 부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PV와 부하의 가변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동시에 두 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패턴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시나리오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간별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0],[12],[29],[30]. L. F. Ochoa는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계통

평가를 위해 다기간의 교류 최적조류계산(multi-period AC optimal 

power flow)을 제안하였고 [12], P. Wiest는 분포 계수(distribution 

factors, DF)를 이용하여 분산전원 출력을 포함한 순부하 제어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4]. 또한 N. Etherden은 출력 제한을

통한 재생에너지 연계용량 증가를 분석하였다 [31]. R. H. A. Zubo은

논문 리뷰를 통해 분산전원을 연계할 때 계통 운영과 계획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32]. 해당 리뷰

논문을 통해 분산전원을 고려하는 계획 연구들 중 다수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전압을 고려하여 분산전원 출력을 제어하였다. 하지만 전압은

스마트 인버터나 선로 전압 조정기, 탭조정 배전 변압기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전압은 기기로 조정하고 분산전원 출력은 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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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용량만을 고려하여 제어한다면 패턴 분석으로도 출력 제어량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미래의 PV 출력과 부하의

시간대별 예측은 매우 어렵고, 시나리오를 기반하여 분석하는 결과는

특정 시나리오에 의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시간 단위가 아닌 월간이나 연간의 제한량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경험적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PV 

연계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특성들을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시 일괄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한량 분석을 위해 시계열

분석이 아닌 PV와 배전선로 부하 패턴을 추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도 PV와 부하 패턴을 사용하여 제한량 값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PV와 부하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비 현실적인

경우까지 분석 결과에 포함되었다 [33].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선로 부하와 PV의

가변성을 모두 고려하고, 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패턴을 이용하여

제한량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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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표 및 논문의 구성제３절

본 논문은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PV와 배전선로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패턴을 생성하고 해당

패턴을 반영한 PV 제한량의 기댓값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배전선로 부하와 PV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한량의 최솟값 최댓값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주간시간(daytime)의 데이터만

이용한 월별 지속곡선(duration curve)과 확률분포를 사용한다. 그리고

PV와 부하의 확률분포에 상호상관 함수(cross-correlation)를

적용하여, 순부하(net load) 확률분포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보이고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계 목적과 출력 제한 옵션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한다.

다음은 본 논문의 구성이다. 제１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논문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２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제한량

및 배전계통 운영자를 다룬다. 먼저 분산전원의 수용능력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PV 출력 제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관련한 배전계통 운영자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서술한다.

제３장에서는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을 위한 기존의 패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패턴을 소개한다. 분산전원과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발생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추세선을 이용하여 특이값을

제거한 패턴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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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패턴을 이용하여 제한량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한량의 최솟값 최댓값을

계산하는 방안을 서술하고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제한량의 기댓값을

계산하는 방안을 서술한다.

제５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방안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한 분산전원 수용능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패턴과 제안한 패턴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보였다.

제６장에서는 제안한 방안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연계 목적과 제한

옵션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였다. 연계 목적은 분산전원

사업자의 효용 최대화와 분산전원 출력 최대화에 대해 분석하였고 제한

옵션은 균등 제한 옵션과 증분 제한 옵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７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한량 분석 방법의 의의, 활용

방안, 한계점 및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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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배전 시스템 운영자제２장

  분산전원 수용능력의 정의와 필요성제１절

배전선로에 연계된 분산전원의 용량이 증가하면 역조류가 증가하여

배전계통의 전력품질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배전계통 운영자는 원활한 계통 운영을 위해 계통이 수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 용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배전계통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연계 가능한 분산전원 용량 분석의 필요성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규제기관과 계통 운영자들은 미래의 전력망, 곧 스마트 그리드의

정량적인 성능 평가를 위하여 분산전원 수용능력(hosting capacity, HC) 

개념을 제안하였다 [31].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기존 전력망 구성에서

인프라의 보강없이 전력품질이나 안정성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의 양으로 정의된다 [28]. 아래 그림

２-1은 분산전원 수용능력 개념을 나타낸다 [31].

그림 ２-1  분산전원 수용능력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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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 수용능력은 계통의 성능지수(performance index)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배전계통의 성능지수는 연계된 분산전원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최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분산전원의 용량이

해당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된다. 고려하는 기준은 분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시 고려하는 기준들과 분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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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제２절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의 결과값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계산 결과가 아니며, 모델링, 입력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 분석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분산전원 수용능력 정의 시

적용된 시간 개념, 분석 시 고려사항, 데이터 적용 방법으로 나누었다.

다음 그림 ２-2는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해당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２.２.１ 시간적 구분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분산전원 수용능력 정의 시 적용된 시간

개념에 따라 한 시점의 분산전원 수용능력(snapshot(or static) hosting 

capacity, SHC)과 동적 시점의 분산전원 수용능력(dynamic hosting 

capacity, DHC)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32],[33]. 기존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개념인 SHC는 고정된 시점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하와 분산전원 출력 그리고 계통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SHC는 기존의 계통 계획 방법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계통을 분석한다. 분산전원이 연계된 계통에서 최악의 상황은

분산전원은 최대로 출력하고 부하는 최소인 경우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의 용량은 어느 시점에서나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은 분산전원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용량의 분산전원만을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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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시 고려 사항



15

DHC 분석은 SHC와 달리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하, 분산전원 출력

그리고 계통 특성 등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DHC 분석은 최악의 한

시점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DHC는

배전계통이 최악의 조건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의 출력이 매우

작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더 큰 출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배전계통을 제어함으로써 계통 성능을 유지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분산전원의 출력량을 수용함으로써 분산전원의

발전비중과 연계용량을 높일 수 있다. 계통 제어를 고려하는 DH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NM의 도입이 필요하다. ANM은 실시간 제어와

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산전원의 인버터, 전압제어 장치, 전력저장

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중 분산전원의 인버터를

이용하여 유효전력을 제어하는 것을 출력 제한이라고 한다. 이처럼

분산전원의 출력을 간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증가된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enhanced HC라고도 한다 [7],[34].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에서 분산전원 운영과 관련된 요소는 다음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몇 논문에서는 기존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정특성(static 

characteristic)을 기반한 분석, DHC를 동특성(dynamic 

characteristic)을 기반한 분석으로 나누기도 한다 [35],[36].

아직까지는 동일하게 DH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DHC는 여러 시점을 고려한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의미하고, 동특성은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분류한다.

２.２.２ 분산전원 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은 고려하는 기준, 계통 범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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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중 계통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계통의 특성과 분산전원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계통의 토폴로지와 같은 계통의 특성은 주어지는

것이므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한다. 분석자가 고려하고 가정해야 할 계통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분산전원의 요소는 분산전원의 위치와 출력

특성이다. 출력 특성은 분산전원 고유의 특성과 운영으로 인한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성능 기준, 대상 배전계통 범위, 분산전원 위치

그리고 운영에 대해 설명한다. 분산전원 고유의 특성은 데이터 분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는 2.2.3에서 설명한다.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으로 설비의 열적용량, 전력품질, 계통보호, 신뢰도가 있다 [5].

열적용량은 선로나 변압기와 같은 설비들이 갖는 정격 용량이다. 이는

설비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설비는

수명이 단축되거나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분산전원

출력은 선로나 변압기의 열적 부하를 줄일 수 있지만, 분산전원의

출력이 증가하여 역조류가 매우 커지면 설비의 열적 부하가 한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분산전원이 선로 부하가 적을

때 출력하거나 분산전원이 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산전원을 연계하더라도 계통의 전력품질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산전원의 출력은 연계된 지점의 전압을

상승시키며 과전압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분산전원이 말단에

연계될수록 분산전원 출력이 전압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 따라서 연계

위치에 따라 연계 가능한 분산전원의 용량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분석 시 적용된 계획 기준 혹은 운영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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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특히 전략에 따라 전압을 더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CVR(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 CVR) 운영조건은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감소시킨다. 과전압 이외에 분산전원으로 인한

전압 변동에 의해서도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분산전원으로 인해 전압이 한계 이상으로 흔들리면 전압 보상 제어

장치가 작동하거나 민감한 기기의 트립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용가 측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호도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배전계통 운영자는 고장을 감지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복구해줘야 한다. 하지만, 분산전원의

도입은 배전계통 운영자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산전원 연계로 인한 보호와 관련된 영향에는 불필요한 퓨즈의 끊어짐,

기기의 오동작, 단락 전류 증가, 의도하지 않은 단독 운전(islanding) 

등이 있다. 특히, 보호와 관련하여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때

분산전원의 타입에 따른 고장 전류 분석이 필요하다. 인버터 기반의

분산전원은 빠른 제어로 인해 고장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이 짧지만,

유도기기를 사용하는 분산전원의 경우 큰 고장 전류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유형에 따라 고장 전류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계통기준 중 마지막은 신뢰도이다. 배전선로에 분산전원이

도입되면 단독 운전 후 재투입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하측에 부하뿐 아니라 전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투입 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분산전원의 양을 줄어야 한다. 또한 운영의

유연성(operation flexibility), 곧 계통 재구성을 고려하여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해야 한다. 배전계통 계획자는 부하의 증가 대비와

시스템의 보수 유지를 위해 계통을 재구성한다. 배전계통을 재구성하면

해당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달라지게 되므로 상황 마다 분산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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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을 분석하여 계통을 재구성해야 한다. 만약 달라지는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배전계통 재구성은 매우 제한된다.

다음으로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은 대상으로 삼는 계통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5]. 계통의 범위는 변전소, 선로, 노드로 구분할 수 있다.

변전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변전소 내부의 변압기들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고, 변압기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변압기의 특성과 선로들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합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선로의 특성과 선로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집중 연계된

분산전원을 고려할 경우 노드들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중 가장 작은 값을

해당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으로 고려할 수 있다. 노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한 연계 지점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의미한다.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분산전원의 연계 위치에 의해서도 값이

달라진다. 특히 선로의 경우 분산전원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의 용량이 달라진다 [39]. 예를 들어 전압의

경우, 분산전원이 선로의 말단에 연계될수록 전압 상승 효과가 켜지기

때문에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작아지며 분산전원이 변전소에

가까이 연계될수록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커지게 된다. 동일한

이유로 분산전원이 집중되어 한 노드에 연계될 때와 균등하게 분포된

경우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달라진다.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마지막은

분산전원 운영방법이다. 앞서 2.2.1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산전원을

제어하지 않는 Fit- and-Forget 운영을 적용할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매우 제한된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분산전원 제어 없이 계통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면 분산전원은

더 많이 계통에 연계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운영의 경우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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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기준이 되어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매우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여

분산전원의 출력을 제한하여 증가시킨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enhanced 

HC라고 한다 [7],[34].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에도 어려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출력 한계 고정(fixed feed-in limit) 방법과 출력 한계

가변 방법, 즉 dynamic 출력 제한(dynamic curtailment) 방법이 있다

[40]–[42]. 출력 한계 고정 방법은 정해진 한계 이상의 출력을

제한하고, 출력 한계 가변 방법은 출력 한계 크기가 계통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이는 제３절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출력 제어의 수단에는 제한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를 활용하는 방법과 에너지

저장없이 출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ESS를 활용할 경우 발생된

에너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V의 용량률(capacity 

factor)은 유지될 수 있지만, ESS가 필요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ESS의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진다

[43].

２.２.３ 데이터 적용 방법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은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데이터 적용 방법은 크게 대푯값을 구하여 적용하는 방법과

추출된 여러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대푯값을

적용하는 방법은 주로 최악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몇 가지 경우를 분석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Fit-and-Forget 운영을 가정하고

SHC를 분석할 때 주로 적용된다. 여러 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시간별 데이터 즉, 시간에 따른 시나리오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출력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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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고려하는 데이터 중에 변동하는 데이터가

분산전원 하나이기 때문에 주로 데이터의 패턴을 사용한다. 그에 반에

분산전원의 출력 한계를 고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하나

선로용량의 가변성과 분산전원의 가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주로

시계열 데이터가 사용된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시나리오가 변경될 때마다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은 반복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

출력과 부하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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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 수용능력 증대와 출력 제한제３절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계통 설비 증설 혹은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 등으로 증대할 수 있다. 선로 증설과 같이 계통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분산전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진다. 그뿐만 아니라

경과지 제한으로 인해 선로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출력을 간헐적으로 제한하여 분산전원의 연계용량을

증대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해당 경우 분산전원

출력 제한으로 인해 발전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판매할 수는 없지만, 

분산전원 연계용량이 높아지므로 총 판매 에너지량은 더 많아진다.

분산전원 출력 제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산전원의

출력 크기만 고려하여 분산전원 사업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경우 비

협조(uncoordinated) 방법과 계통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전계통 운영자가 운영하는 협조(coordinated)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 협조 운영은 분산전원의 출력 한계 크기를 고정하고, 협조 운영은

분산전원의 출력 한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아래 그림 ２-3은 두

운영방법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 계통이다.

그림 ２-3 PV 출력제한 비교를 위한 예제 계통도

(a) 부하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부하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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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의 예제에서 분산전원 출력은 선로용량 제약만을

만족하기 위해 제한한다. 위 예제에서 선로용량 한계는 10MW이다.

선로에 흐르는 조류량은 분산전원뿐만 아니라 부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분산전원 용량 증가는 역조류를 발생하지만 부하는 역조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출력이 10MW를 초과하더라도 부하가 크면 선로의

조류량은 10MW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 협조 운영으로

분산전원의 출력만 모니터링하여 제어하는 (a)의 경우 부하들의 크기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분산전원 사업자는 부하와 상관없이 총 10MW 만을

출력할 수 있다. 두 분산전원 사업자가 있다면 각 분산전원 사업자는

5MW까지 출력할 수 있다. 즉, 부하와 상관없이 항상 각각 5MW 

이하로 출력해야한다. 역조류 크기가 10MW를 초과하지 않지만

분산전원의 출력량은 더이상 증가할 수 없다

(b)는 협조운영 방식으로 배전계통 운영자가 선로에 흐르는

조류량도 모니터링하며 분산전원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선로

조류량이 10MW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분산전원의 출력을

제한한다. 해당 경우는 부하의 역조류 감소효과를 반영한다. 위 그림

２-3의 경우 분산전원은 총 13MW를 출력하고 있지만 총 부하가

3MW이기 때문에 선로의 역조류량이 10MW를 초과하지 않는다. 각

분산전원이 5MW 이상으로 출력하고 있지만 출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a)보다 분산전원 출력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 (a)는

10MW의 출력 크기를 용량별로 나누어 갖는 반면, (b)는 출력

제한크기를 나누어 갖게 된다.   



23

그림 ２-4는 운영방법에 따른 2일간의 PV 출력 제한량을 나타낸다.

이는 동일 선로에 같은 용량의 분산전원을 연계하더라도 운영방식에

따라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량이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a)의 경우

부하의 변동과 상관없이 PV 출력에 의해서만 출력 제한량이 정해지고

(b)의 경우 PV 출력과 부하에 의한 역조류의 크기에 따라 PV 출력

제한량이 정해진다. (a)와 같이 출력 제한을 PV 출력만을 모니터링하며

제한할 경우엔 배전계통 운영자가 분산전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만

(b)와 같이 부하도 고려하기 위해서는 배전계통 운영자의 분산전원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 배전계통 운영자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２-4  PV 출력 제한량 비교

(a) 부하 고려하지 않은 경우, (b) 부하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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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계통 운영자의 도입과 분산전원 연계 옵션제４절

２.４.１  배전계통 운영자의 역할 및 필요성

전력산업은 에너지 거래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수직 독점

구조가 개편되고 시장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거래에 필수적인

계통망은 물리적, 산업적 특성으로 자연독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망은 운영과 계획에 투명성, 공정성 등의 규제를 받는다 [44].

규제를 받는 망 운영자의 목적은 사회 후생 최대화가 되며 이는 곧 해당

계통 사용자들의 효용 최대화를 의미한다 [43],[44].

기존 배전망에는 부하만 연계되었기 때문에 배전계통 사용자는 전력

소비자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 때의 배전계통 운영자의 목적은 전력

소비자의 효용 최대화이며 이는 계통 이용비용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배전계통 운영자는 안정성 보장 내에서 배전망의 고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배전망에 분산전원이 도입됨에 따라 배전망 사용자에

분산전원 발전 사업자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배전계통 운영자의 목적은

전력 소비자와 분산전원 발전 사업자 모두의 총 효용 최대화가 되었다.

따라서, 분산전원 도입 전과 비교하여 전기 가격과 계통 이용비용에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면 배전계통

운영자는 분산전원 사업자들의 효용 최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분산전원 사업자들의 효용 최대화는 비용을 제외한 분산전원 발전

판매로 인한 수익 최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2.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산전원을 운영하는 배전계통 운영자가 필요하다. 배전계통 운영자의

역할은 기존 배전계통 운영자로서의 역할과 분산전원 사업자의 효용

최대화를 고려한 분산전원의 운영과 계통 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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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２  배전계통 운영자의 출력 제한량 분석 필요성

분산전원의 출력 최대화를 위하여 배전계통 운영자가 분산전원을

운영할 경우, 배전계통 운영자는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배전계통 운영자는 배전계통의 분산전원 수용 계획과

배전계통의 증설 계획을 위해 분산전원 출력 제한량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성을 고려한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출력 제한량이 크면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커질 수 있지만, 만약

제한량이 과도하게 커진다면 오히려 사업자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배전계통 운영자는 분산전원 사업자에게 예상되는 출력 제한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산전원 사업자가 분산전원을

연계하기 전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분산전원

사업자에게 각 선로의 출력 제한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력 제한량이

적게 예상되는 선로로 분산전원 연계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배전계통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력 제한량 정보는 배전계통 운영자가 분산전원을

운영할 때와 운영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필요하다. 운영 정책 결정은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계통 증설 여부, 분산전원의 스마트 인버터

용량 및 제어 방법 등을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분산전원

운영방법은 다양하나 앞서 언급한대로 크게 Fit-and-Forget, 비 협조

운영, 협조 운영이 있다. 배전계통 운영자를 통한 협조 운영 시, 각

분산전원에 제한량을 분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시장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분산전원 출력 제한을 모든 분산전원에 대해서 균등하게

제한하는 방법과, 증분 제한량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47][48].

이런 옵션을 선택할 때도 제한량 분석이 필요하다. 즉, 제한량 분석은

분산전원의 발전비중 목표 달성과 배전 계획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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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３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출력 제한 방법

분산전원 출력 제한량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분산전원에 분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을 통해 제한량을 분배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균등 제한(pro-rata) 방법과 증분 제한(last in 

first out, LIFO)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기부터 제한하는 방법, 운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48]. 아래에서 균등 제한 옵션과 증분 제한

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각 주체 입장에서 두 옵션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옵션 선택 및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을 서술한다.

균등 제한 옵션은 분산전원 출력을 제한할 때, 연계된 모든

분산전원들의 출력을 동일한 비율로 제한한다. 이는 분산전원이 연계된

시점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분산전원이 많이 연계되지 않았을 때 연계된

분산전원의 경우, 초반에는 출력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산전원들이 동일 선로에 연계됨에 따라 출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전계통 운영자가 균등 제한 옵션을 선택할 경우, 배전계통

운영자는 미리 각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추후 예상되는

제한량 한계를 산정해야한다. 이를 이용하여 정해진 분산전원

수용능력까지만 분산전원 연계를 허가하고, 분산전원 사업자에게는

제한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출력 제한량 한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분산전원 사업자는 앞으로의

수익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이는 분산전원의

발전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혹은 규제자의 목적에 어긋난다. 또한, 

배전계통 운영자도 선로 증설 계획을 위해서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이 필요하다.

증분 제한 옵션은 출력 제한이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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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부터 출력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연계한

분산전원의 출력량은 나중에 연계하는 분산전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찍 연계할수록 나중에 연계한 분산전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매해 얻을 수 있다.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연계 시점에 의해 출력

제한량이 정해지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배전계통 운영자가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한 제한량 정보를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규로 연계하고 싶은 분산전원 사업자들은 본인의 연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제한량을 모두 감당하기 때문에, 배전계통

운영자가 분산전원의 연계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미리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배전계통 운영자는 선로 증설 계획을 위해 PV 사업자의 효용이 발생할

때까지 분산전원이 유입된다고 가정하고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산정할 수는 있다.

배전계통 운영자, 신규 분산전원 사업자, 그리고 기존 분산전원

사업자 입장에서 균등 제한 옵션과 증분 제한 옵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배전계통 운영자의 입장에서 균등 제한 옵션은 증분 제한 옵션에

비해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분산전원의 출력량과 배전선로의 이용률을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산전원 연계용량 증가에 따라 마지막으로 연계하는

분산전원의 효용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으므로 분산전원 유입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적다. 하지만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과 선정이 필요하다.

배전계통 운영자 입장에서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균등 제한 옵션과

반대로 적정 분산전원 수용능력 선정이 필요하지 않고, 초기 분산전원

사업자의 유입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분산전원 사업자의 효용이

분산전원 연계용량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효용이 작을

땐 분산전원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총 연계용량이 균등 제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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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수 있다.

분산전원 사업자는 신규 분산전원 사업자와 기존에 이미 분산전원을

연계한 기존 분산전원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균등 제한 옵션은 증분 제한 옵션에 비해 연계할 수 있는 용량이 크다. 

또한 연계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한량을 분배 받으므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전계통 운영자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산정에 따라

신규 분산전원 사업자들의 총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 증분 제한 옵션은

출력을 제한하지 않고도 분산전원을 연계할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

장점이 된다. 이는 균등 제한 옵션과 다르게 효용의 크기가 연계 시점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증분 제한 옵션은 균등 제한

옵션에 비해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적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분산전원의 연계 비용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만약 출력 제한 옵션을 도입하기 전에 분산전원을 연계한 분산전원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출력 제한 옵션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체결했던 계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균등 제한 옵션을 적용할

경우 기존 분산전원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분산전원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정격

출력을 보장받았던 기존 사업자의 분산전원도 출력을 제한해야 한다면,

보상과 같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기존

분산전원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바로 적용 가능하다.

분산전원 출력 제한 옵션 선정에 있어서 배전계통 운영자는 앞서

언급한 장단점과 함께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존

분산전원 사업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배전계통 운영자

혹은 규제자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신규 사업자들의

공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된 세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전원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는 기존 계약 혹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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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외하고 신규 계약 혹은 신규 사업자의 계약부터 균등 제한

옵션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분산전원 사업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 분산전원 연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보상과 기존 계약에 의해 기존 사업자의

분산전원 출력 제한을 제외한다면, 증분 제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균등

제한 옵션을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배전계통 운영자의 목적과 신규 사업자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배전계통 운영자는 자연독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발전 비율 증가, 설비 이용률

향상, 그리고 분산전원 사업자 전체 효용 감소 위험 방지 등을 고려하면

균등 제한 옵션이 적합하다. 비록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 필요성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선 균등 제한 옵션이 적합하다.

또한 신규 사업자 측면에서도 연계 비용을 용량에 비례하여 지불할 때,

그로 인한 효용이 동일할 경우 더욱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균등

제한 옵션이 더 공정하다 할 수 있다. 비록 배전계통 운영자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선정에 따라 총 신규 분산전원 사업자의 효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배전계통 운영자, 곧 규제자의 목적이 우선된다고 가정하면

분산전원의 수용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균등 제한 옵션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제시된 세가지 주요 사항을 순서대로 고려하면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분산전원 사업자에 대해서 균등 제한 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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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와 선로 부하 패턴 생성제３장

본 장에서는 PV 출력 제한량을 계산하기 위한 PV 출력과 선로

부하의 패턴을 생성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PV 출력 제한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였으나, 다수 연구에서 부하를 고려하지

않거나, 부하를 고정하여 고려하였다. 하지만 변동하는 부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하의 역조류 감소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제한량이 더 크게 계산되고 계통이 감당할 수 있는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실제보다 작게 계산된다.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PV 출력 제한량을 분석할 경우, PV 

출력과 부하의 시계열 데이터를 시간별로 비교하여 제한량을 분석하거나

PV 출력과 부하의 패턴을 생성하여 기댓값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시계열 데이터 비교 방법은 특정 시나리오에 의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시계열 데이터 예측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 비교 방법은 수많은 예제 중 임의의 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측값이 PV와 선로 부하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 없고, 

미래 예측값을 대표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계획을 위해

총 에너지량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가 아닌 월간이나 연간

단위의 예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출력 제한량은 과거 데이터의 월간

연간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V의 출력 제한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때 PV와 선로 부하의 특성이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패턴을

이용한다. 패턴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시간순은 반영되지 않고 데이터

조합의 특성, 즉 크기와 분포만 남게 된다.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면 특성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비교 가능한 기준값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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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PV 출력과 부하의 패턴을 이용하여 제한량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지만 PV 출력과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패턴이 사용되었다 [33]. PV 출력과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 불가능한 상황까지 포함하여 제한량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V와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패턴을 생성한다.

제１절은 본 연구에서 패턴 생성 시 고려한 PV 출력과 부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２절은 모델링한 PV와 부하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선로의 열적용량 제한을 만족하기

위해서만 PV 출력을 제한한다고 가정한다. 많은 연구에서 전압제어를

위해 출력을 제한하고 PV 연계용량을 증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49]–[52]. 이는 전압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성능지수가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압은 전압제어 장치로 제어 될 수 있으며,

전압제어 장치로 제어하면 PV 출력량을 크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4],[51],[52]. 또한, 전압 유지를 목적으로 PV 출력을 제한할 경우

작은 용량의 PV가 연계되어 있어도 출력 제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PV 

연계 가능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압은 스마트

인버터나 전압 보상 기기 등으로 제어한다고 가정하고, 선로의 열적

한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만 PV 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PV가 선로의 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중간 중간의 PV 출력으로 인한 역조류가

모여, 급전선의 상단, 즉 변전소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역조류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 해당 역조류는 선로에 연계된 총 PV 출력과 총 부하에

의한 순부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V 출력 제한량을 추정하기 위한

패턴을 생성할 때 해당 선로에 연계된 모든 PV 출력의 합과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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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로 부하의 합을 이용한다. 총 PV 출력과 총 부하를 이용하므로

본 연구의 추정 방법은 변전소 변압기(main transformer, MTR)와 배전

변압기(distribution transformer, DTR)에 대한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제한량을 추정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PV가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역조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구간은 PV가 연계된

지점의 상단 구간이 된다. 이 때 분석 대상이 되는 PV 출력과 부하는

해당 지점의 PV 출력과 해당 지점에서 말단까지의 부하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PV 출력의 제한량을 추정하므로 분석 대상이

되는 PV는 제어 가능한 FTM(front the meter, FTM) PV이다. 제어

불가능한 작은 용량의 BTM(behind the meter, BTM) PV는 부하에

음수 부하로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BTM PV 용량은 따로 추정이

어렵고 매해 증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M PV의 증가율과 부하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BTM PV의 출력이 포함된 부하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하여 차년도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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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출력과 선로 부하의 상관관계제１절

본 연구에서는 PV 출력의 제한량을 추정하기 위해 PV 출력 패턴과

선로 부하 패턴을 서로 비교할 목적으로 생성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PV

출력 패턴과 부하 패턴을 생성할 때, 24시간 365일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각각의 패턴을 생성하였다 [33]. 하지만 이는 PV 출력과

부하가 동시간에 나타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벽 부하와 PV 출력이 비교되고, 8월의 부하와 5월의 PV 출력이

비교된다. 따라서 PV 출력과 선로 부하 패턴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할 때는, 비현실적은 상황을 제외하기 위하여 PV 출력과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간시간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고 동일한 이유로 월별 패턴을

생성한다.

３.１.１ 주간시간 데이터 추출

PV 출력 제한은 역조류가 선로의 열적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한다. 부하는 PV 출력을 상쇄하여 역조류를 줄인다. 따라서 부하를

0MW로 가정하면 PV 출력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

부하를 0MW로 가정할 경우 PV 출력이 곧 역조류가 되므로 PV 출력이

선로의 열적용량보다 클 경우에 출력이 제한된다. PV 출력이 열적용량

보다 항상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부하와 상관없이 PV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제한량이므로 해당 시간의 PV 출력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부하의 경우엔 PV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대의 부하를 PV 

제한 계산에 고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PV 제한량을 계산할 때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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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의 부하를 반영하면, PV 제한량과

상관없는 부하 특성을 반영한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왜곡된 결과이다.

즉, PV 출력이 선로 열적용량 이하일 경우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PV 출력이 선로 열적용량 이하일 경우의 PV 출력 제한량은 0MWh이기

때문에 총 제한량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부하를

반영할 때, 실제로는 제한량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시각에 나타나는

부하 데이터를 포함하여 PV 출력 제한량을 계산할 경우 결과가

왜곡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PV 발전이 없는 새벽 부하 데이터를

출력 제한량 계산시 이용하면 새벽 부하는 주간시간 부하보다 작아서

역조류 제한 효과가 적고, 이에 따라 제한 효과가 적은 만큼 필요한 PV 

출력 제한량이 더 크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V 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의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패턴을 생성한다. PV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하기 위해서 PV 출력의 각 시간별 최댓값을 확인한다.

다음 그림 ３-1은 월별 각 시간대의 최대 PV 출력이다. 1년 중 최대로

출력할 때를 기준으로 PV 출력은 대략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한다.

하지만 6시나 21시의 출력은 매우 작다. 해당 시각에 PV 출력을

제한한다면 거의 모든 PV 출력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당 시각의 PV 출력 제한이 필요할 만큼 PV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PV 출력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시간을 제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로에 PV가 40MW 연계되고 선로의 최소 부하 크기가

2MW라고 가정하여도 PV 출력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데이터를 추출한다. 현재 PV 연계 가능 용량은 10MW이다.

40MW를 연계할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서도 PV 출력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PV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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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서는 PV 출력이 30% 이하일 경우 PV 출력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PV의 최대 출력이 30% 이상인 시간의 PV 

출력 데이터와 부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패턴을 생성한다.

그림 ３-1  월별 각 시간대의 최대 PV 출력 [%]

３.１.２  월별 패턴 생성

기존 연구에서는 PV 패턴을 이용할 때 1년 데이터에 대해 하나의

패턴을 생성하였다. 해당 방법은 부하를 동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PV 

출력과 부하의 계절에 따른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

그림 ３-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PV 출력의 월 평균값과 부하의 월

평균값은 계절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PV는 경기도 지역의 20MWp

PV의 월 평균 출력 예이다. 부하는 전북지역의 한 배전선로의 월평균

부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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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  월별 평균 (a) PV 출력, (b) 배전 선로 부하

그림 ３-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5월의 PV 평균 출력은 매우 크고

5월의 평균 부하는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5월에 발생하는 PV 출력

제한량은 매우 크다. 만약 5월의 PV 출력을 부하량이 큰 8월의 부하와

비교하여 계산한다면 PV 출력 제한량은 실제값보다 줄어들게 계산된다.

따라서 PV 제한량을 계산할 때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월 혹은

동일 계절의 PV 출력과 부하를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로

달라지는 PV 출력과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각 월별로 패턴을

생성하고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PV 출력 제한량 예측을 위한 계산법을

제안한다. 미래의 PV 출력 제한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미래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하여 제한량을 계산한다. PV의 경우 날씨

변화에 따라 출력이 변하지만, 설치된 위도, 경도, 높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PV 출력 특성이 존재한다 [55]. 또한 날씨에 따른 출력

특성 중 PV 출력과 가장 연동되는 것이 일조 시간인데, 아래 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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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3을 통해 일조 시간은 매해 동월에 대해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5][56]. 부하도 실시간 데이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과거 패턴을 통해 월별 크기와 분포를 활용한다.

그림 ３-3  일조 시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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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출력과 선로 부하의 패턴 모델링제２절

앞 절에서 PV 출력과 선로 부하 패턴 생성시 PV 출력과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주간시간(daytime) 데이터를 추출하고

월별로 패턴을 생성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지속곡선을 이용한 PV 출력과 부하의 패턴 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패턴의 특이값 제거에 대해 서술한다

３.２.１ 지속곡선을 이용한 PV 출력과 선로 부하의 패턴 모델  

PV 출력 제한은 PV 출력이 크고 부하가 작을 때 나타난다. 즉

극값에서 주로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극값의 정보를 갖는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극값을 이용하여 하나의 대표값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PV 출력과 부하의 크기가 변동하여 제한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값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총 제한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극값의 크기와 발생 빈도의 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모든 데이터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특이값 제거를 위해

추세선을 이용할 때, 추세선으로 인한 왜곡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변곡이 적은 지속곡선으로 월 패턴을 생성하였다. 지속곡선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곡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1시간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주간 9시간의 데이터만 사용하므로 한달이 31일일 경우

279개의 데이터가 정렬이 된다. 지속곡선에서 가로축은 279 시간이

되고 세로축은 PV 출력 크기 혹은 부하 크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1시간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나 30분 혹은 15분 등 다른 단위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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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지속곡선을 이용하여 분산전원의 출력을

모델링하였다 [30]. 이 때 부하는 고려하지 않거나 최댓값이나

최솟값인 하나의 값으로 모델링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하의

변동성도 고려하기 위해 선로 부하도 지속곡선으로 모델링한다. 다음은

PV 출력과 선로 부하의 월별 지속곡선이다.

그림 ３-4  월별 지속곡선 패턴 (a) PV 출력, (b) 선로 부하

３.２.２  추세선을 이용한 특이값 제거

본 연구는 과거의 데이터로 생성한 월별 지속곡선 패턴을 이용해서

미래의 제한량을 예측한다. 지속곡선은 추출한 모든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만 발생하는 특이값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귀분석을 통해 월별 지속곡선의 추세선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이값을 제거한 PV 출력과 부하의 월 패턴을

모델링한다.

지속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며, 오목하기도 하고 볼록하기도 하다.

따라서 지수, 로그, 거듭제곱 추세선은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항식 추세선을 사용한다. 변곡점이 있는 지속곡선들이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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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우선 고려하며 4차 이상 다항식은 차수가

커져도 추세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3차 다항식을 주로 사용한다.

제한량은 주로 극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극값을 크게 왜곡하는

경우에는 2차 다항식을 사용한다.

PV 출력의 경우 크기가 0MW 혹은 매우 작은 값의 데이터가 많아

추세선으로 구한 데이터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추세선으로 구하는

데이터가 음이 되는 경우는 0MW으로 치환한다. PV의 경우 제한량에

영향을 미치는 값은 PV 출력이 큰 경우이므로 매우 작은 값의 수정은

제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추세선으로 모델링한 값의

합이 실 데이터들의 합과 동일하도록 차이의 평균값을 모델링한 값에

더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2
_ Pr _1 _ 2 _ 3 _ 4[ ]M M M M M

PV e PV PV PV PVP k a k a k a k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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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Pr [ ] 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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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_ Pr

M
PV eP 는 추세선으로 얻은 PV 출력이고,

_
M
PV DP 는 실

데이터 , ,
_

M d h
PV RP 와 추세선

_ Pr
M
PV eP 의 편차이다. M

PVP 는 M월의 최종 PV 

출력이다. M은 월, d는 날짜, h는 시간이며,
_1

M
PVa ~

_ 4
M
PVa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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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M
DN 는 M월의 날짜 수이고, HN 는 본

논문에서 고려한 주간시간으로 9시간이다. k 는 데이터의 순서로 1에서

M
D HN N 까지다. 부하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수식이 적용된다.

그림 ３-5는 2월과 5월의 PV 출력 패턴 모델이다. 2월 PV 출력

예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추세선 수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３-5  PV 출력 패턴 모델 (2월, 5월)

그림 ３-6  선로 부하 패턴 모델 (2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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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3 5 2
_ Pr [ ] 4 10 2 10 0.1034 18.427PV eP k k k k- -= × + × - + (３-4)

식 (３-4)은 2월의 추세선 식이고 식 (３-1)에 대입된다. 이와

동일하게 회귀분석을 이용한 PV 출력과 부하의 추세선 수식이 식

(３-1)에 대입되고, 식 (３-2)와 식 (３-3)을 이용하여 월별 패턴을

모델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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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이용한 PV 출력 제한량 분석제４장

본 장에서는 PV 출력 패턴과 부하 패턴을 이용한 PV 출력 제한량

분석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여러 논문들은 시간별 PV 출력 데이터와

부하 데이터를 비교하여 출력 제한량을 구하였다 [12],[29]. 아래 식은

시간별 출력 제한크기를 이용해 월 출력 제한량을 구하는 예이다.

( ), , , , , ,
_ _ _

M d h M d h M d h
Cut R PV R Load R LineP P P C= - +

If , ,
_ 0,M d h

Cut RP <   then , ,
_ 0M d h

Cut RP =
(４-1)

24
, ,

_ _
1 1

M
DN

M M d h
Cut R Cut R

d h

E P
= =

=åå (４-2)

여기서 , ,
_

M d h
Cut RP 은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시간별

제한크기다. , ,
_

M d h
PV RP 와 , ,

_
M d h
Load RP 는 각각 PV 출력과 선로 부하의 시계열

데이터이다.
_

M
Cut RE 는 시간별 제한크기를 이용하여 구한 M월의 출력

제한량이고, LineC 는 선로용량이다. 선로용량은 선로에 흐를 수 있는

조류의 한계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정적 선로용량을 적용하여

고정값으로 고려했지만 계절별로 변하는 동적 선로용량 값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무효전력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단위는 MW로 한다. PV 출력

제한크기는 PV 출력이 부하와 선로용량의 합을 초과한 크기이다.

부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PV 출력은 선로용량을 초과하면 제한된다.

해당 경우 PV 출력을 제한하는 기준은 고정이 된다. 하지만 가변하는

부하를 고려할 경우 부하가 PV 출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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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제한하는 기준이 고정되지 않고 부하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PV 출력이 부하와 선로용량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한크기는 0MW가 된다. 위 식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 비교로 제한량을 구할 수는 있지만 계획 단계에서 보면 미래의

PV 출력과 부하의 시계열 데이터는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의 시계열 비교로 구한 제한량과 미래의 제한량은 차이가

발생하며, 과거 시계열 데이터 비교 결과는 여러 가능한 결과 중에서

하나의 예제 결과이므로 기준값으로 정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PV 출력 제한량 예측은 계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별 예측값이

필요하지 않고 월별 혹은 연간 PV 출력 제한량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불필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대신, 데이터 특성을 반영하는 월별 패턴을 이용해서 월별

제한량과 연간 제한량의 최솟값, 최댓값 그리고 기댓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각 월 패턴에 속한 데이터의 조합에서 발생 가능한

제한량의 최솟값과 최댓값, 그리고 기댓값을 분석할 수 있다. 패턴을

가지고 제한량을 분석하는 것은 결과값에 PV 출력과 부하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 패턴을 이용하여 PV 출력 제한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달

내에서 PV 출력과 선로 부하는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도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선로 부하는 수용가의 종류나

날씨나 기후 등에 따라 변동하나, PV 출력은 PV 설치 위치, 일사량,

운량, 안개, 강수량, 온도 등에 따라 변한다. [53],[55]. PV 출력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PV의 위치, 운량, 안개, 강수량 등은

부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일사량 패턴은 한달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 부하의 경우, 부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작업 패턴은 PV 출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온도의 경우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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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에 영향을 끼치지만, 한달 내의 온도 변화는 PV 효율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한달 내 주간시간의 온도 변화를 10˚C 이내로

가정할 경우 그림 ４-1에 따라 PV 효율의 차이는 0.5%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58]. PV 출력은 10˚C 정도의 온도 변화보다는 부하와

상관없는 다른 요소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달 내의 PV 

출력 크기와 부하 크기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４-1  온도와 PV 효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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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출력 제한량의 최솟값 최댓값 분석제１절

기존의 배전계통 계획은 최악의 상황에서 제약조건을 만족하도록

계획한다. 최악의 경우에 제약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모든 경우에도

제약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전원 수용능력 평가

계획에서도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인

분산전원의 최대 출력과 최대 부하, 최소 부하에 대해서 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만족해야 그 외의 상황에서도

배전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산전원의 출력을 제한할 경우, 계통의 물리적 제약은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만족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연계용량은 분산전원의 최대 출력 크기보다 경제성을 고려한 출력의 총

제한량에 의해 정해진다. 이 때, 출력의 총 제한량은 최악의 상황처럼

한 시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 기간에 발생한 출력

제한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총 제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의 출력이 어느 크기로 얼마나 자주 제한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는 분석 기간 동안의 분산전원과 선로부하의 특성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분석이 없이 최대 제한량 구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

크기로 제한된다고 가정한다면 제한량은 매우 커지고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매우 작게 계산되어 분산전원의 이용률은 매우 낮아진다.

한국에서 PV 이용률은 15% 정도로 최대 출력을 발전하는 날도 드물다.

매일 최대로 제한하는 경우는 대상 기간 동안 동일한 기상 조건과

동일한 최저 부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불가능 하다.

최소 제한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시간 최소로 발전하고 최대

부하가 발생하도록 똑같은 날씨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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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산전원의 출력 변동 특성과 부하 변동 특성이 반영된

제한량의 최솟값과 최댓값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분산전원 출력과 부하의 시간별 데이터를 1000개 시나리오로 생성하여

분산전원 출력 제한값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13]. 본 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의 변동성과 부하의 변동성을 모두 고려한 출력 제한량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서 3장에서 생성한 패턴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제한량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계산한다. 앞서 패턴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차년도에 월 데이터의 순열은 변하지만,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 때, PV 출력 패턴의 모든 데이터와 부하

패턴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제한량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지속곡선

비교로 구할 수 있다.

그림 ４-2 (a) 최소 제한량, (b) 최대 제한량

분석을 위한 PV 출력과 선로부하 지속곡선

그림 ４-2와 같이 제한량의 최솟값은 PV 출력과 선로부하의

내림차순 지속곡선 패턴을 비교하고, 최댓값은 PV 출력의 내림차순

지속곡선 패턴과 부하의 올림차순 지속곡선 패턴을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때 선로용량을 고려하여 부하에 선로용량을 더해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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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M
Cut MinP 는 최소 제한량을 구할 때 제한크기이고, 

_
M
Cut MinE 는 최소

월별 제한량, 
_Cut MinE 는 최소 연간 제한량이다.

_
M
Cut MaxP 는 최대

제한량을 구할 때 제한크기이고,
_

M
Cut MaxE 는 최대 월별 제한량, 

_Cut MaxE

는 최대 연간 제한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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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 분석제２절

본 절에서는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을 구하기 위해 월 패턴에

포함된 PV 출력 크기와 부하 크기의 순열들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제한량들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량의 기댓값을

계산하기 위해 확률분포 패턴과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패턴을 이용하여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을 구함으로써, PV 

출력 특성과 부하 특성을 일괄되게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로들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

월 패턴에 속한 값들의 순열로 제한량을 계산할 때에는 하나의 PV 

출력 순열과 하나의 선로부하 순열이 사용된다. 원소가 N 개인

집합으로 생성되는 순열의 개수는 !N 이다. 이때 원소는 한번씩

사용된다. 이와 같이 월 PV 출력 패턴의 데이터 개수는 M
D HN N 이므로, 

해당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순열의 개수는 ( )!M
D HN N 개이다. 동일하게

월 부하 패턴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순열도 ( )!M
D HN N 개이다.

제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PV 출력 순열 하나와 월 부하 순열 하나를

이용하므로 제한량은 ( )! ( )!M M
D H D HN N N N× 개 쌍에서 구할 수 있다. 이때

구한 제한량의 기댓값은, PV 출력 순열은 임의의 하나의 순열로 정하고

부하 순열은 모든 순열을 다 이용한 ( )!M
D HN N 개의 쌍에서 구한

제한량의 기댓값과 동일하다. 이는 모든 PV 출력 순열과 임의의 한

부하 순열로 구한 기댓값과도 동일하다. 또한 이는 임의의 한 PV 출력

순열과 부하는 모든 원소가 동일한 조합과의 쌍에서 구하는 제한량의

기댓값과 동일하다. 모든 원소가 동일한 부하 조합의 개수는 각 원소가

[1]M
LoadP 부터 [ ]M M

Load D HP N N 까지 M
D HN N 개이다. 그리고 이 기댓값은 PV 

출력 패턴과 선로부하 패턴의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하여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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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크기의 기댓값에 M
D HN N 를 곱한 것과 동일하다. 4.2.1과 4.2.2에서

해당 기댓값을 구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４.２.１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한 순부하의 확률분포 생성

제한량의 기댓값을 구하기 위해서 PV 출력과 부하 패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한크기의 확률분포를 구한다. 이를 위하여 PV 출력과

부하의 패턴을 이용하여 각각의 월별 확률분포를 생성한 후,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순부하의 월별 확률분포를 구한다.

순부하는 부하에서 분산전원의 출력을 뺀 것으로 외부 시스템에서

유입되어야 하는 전력이다. 순부하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음수인 순부하는 부하선로에서 전원계통으로 공급하는 전력이며

역조류라고도 명한다.  

_Net Load Load PVP P P= - (４-9)

따라서 순부하 값의 범위는 음의 PV 최대 출력 크기에서 최대 부하

크기이다. 즉, 순부하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부하가 0MW일 때

PV가 최대로 출력하는 경우이다. 지속곡선 패턴에서 첫번째 데이터가

가장 크므로 월별 PV 최대 출력은 [1]M
PVP MW이다. 이에 따라, 순부하의

최솟값은 [1]M
PVP- MW이다. 최대 순부하 값은 부하가 최대이고 PV가

0MW일 경우로 [1]M
LoadP MW이다.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한달 동안

순부하가 [1]M
PVP- MW부터 [1]M

LoadP MW까지 각각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한다. 순부하의 크기는 연속이지만 발생하는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를 정하여 범위에 따라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한다. PV와

부하도 월별 패턴을 이용하여 순부하와 동일한 단위 범위에 따른 크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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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확률을 생성한다. 다음은 순부하의 확률분포를 계산하는 식이다. 

( )
[1]

_
0

[ ] [ ] [ ] [ ]

M
PVP

M M M M M
Net Load PV Load PV Load

j

F i F F i F j F j i

ê ú
ë û

=

= = +åå (４-10)

_ [ ]M
Net LoadF i 는 크기가 i MW이상 1i + MW미만인 순부하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i 는 앞서 언급한대로 이산값이며 [1]M
PVPê ú-ë û

부터 [1]M
LoadPê úë û 까지다. 수식은 단위를 1로 하였으나 단위를 줄이면

확률분포를 생성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두 이산 확률분포를 사용하므로 확률분포 [ ]F i 가 i 이상 1i +

미만의 크기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i 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설명한다. [ ]M
PVF j 는 PV 출력의 크기가 j MW일 확률이다.

PV 출력 크기의 범위는 0MW부터 [1]M
PVPê úë ûMW이다. [ ]M

LoadF j i+ 는 부하

크기가 j i+ MW일 확률이고 부하 크기의 범위는 0MW부터

[1]M
LoadPê úë û MW이다. å 은 상호상관 함수를 나타낸다. 이산함수에서

상호상관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9].

( )[ ] [ ] [ ]
m

f g n f m g m n
¥

=-¥

+å@f ? (４-11)

디지털 신호에서 상호상관은 두 개의 다른 순서열들을 비교하여

순서열 사이의 시간 영역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0]. 즉, n 은

시지연 값을 의미하여 ( )[ ]f g nå 는 n 시지연 때 두 순서열이 얼마나

닮았는가 혹은 겹치는가에 대한 정보이다. 이미지에서는 두 이미지들이

어느 좌표차에서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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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n 이 두 요소의 크기의 차이인 순부하의 크기를 나타내고

결과값은 해당 MW 차이에서 얼마나 확률분포가 겹치는가의 정보를

제공한다.

즉, 상호상관 함수를 통해 순부하의 확률분포를 계산할 때 PV

출력의 크기를 한 시점, 부하의 크기를 한 시점, 순부하를 크기를 두

시점의 차로 보면, 순부하의 크기에 따라 PV 출력의 확률분포와 부하의

확률분포가 얼마나 닮았는가 혹은 겹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V 출력과 부하의 확률분포가 겹치는 부분마다 곱해지고 합산되어 해당

크기의 순부하가 발생하는 확률이 계산된다. 식 (４-10)에서 부하

크기가 j i+ MW이고 PV 출력 크기는 j MW이다. 순부하 크기는 그

둘의 차이인 i MW이다. 따라서

[1]

0

[ ] [ ]

M
PVP

M M
PV Load

j

F j F j i

ê ú
ë û

=

+å 은 모든 PV에

대해서 순부하 크기가 i MW가 되는 PV 확률과 부하 확률의 곱의 합

된다. 상호상관 함수의 정의에서는 f 의 정의역 m 을 -¥부터 ¥를

고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V 출력의 크기 범위인 0MW에서 [1]PVPê úë û

MW로 한정한다. 그 외의 범위에서 M
PVF 가 0이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４-3은 PV 출력과 부하의 확률분포 예시이다. 그림

４-4는 이에 상호상관 함수를 적용하여 순부하 확률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４-4 (a)는 순부하가 -20MW일 확률을 구할 때

PV 확률분포 그래프와 부하 확률분포 그래프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PV 확률분포 그래프와 부하 확률분포 그래프의

위치는 순부하인 -20MW만큼 차이가 난다. 순부하는 부하에서 PV 

출력을 뺀 것이므로 부하 확률분포 그래프가 기준이 된다. 순부하가 -

20MW 일 때는 PV 출력이 20MW이고 부하가 0MW인 경우만

존재한다. 따라서 순부하가 -20MW일 확률은 PV 출력이 20MW일



53

때의 확률과 부하가 0MW일 때의 확률을 곱한 값이다. 그림 ４-4

(b)는 순부하가 1MW인 경우이다. 이 때 두 그래프의 위치 차이는

1이고, 부하의 확률분포와 PV 출력의 확률분포는 부하가 1MW에서

8MW일 때와 PV는 0MW에서 7MW일 때 겹친다. 겹치는 부분마다

부하의 확률과 PV 출력의 확률을 곱하여 합하면 순부하가 1MW일 때의

확률이 된다. 수식에서는 PV 출력 크기가 0MW에서부터 [1]PVPê úë û

MW까지 계산한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부하가 발생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곱한값도 0이 된다. 즉, PV 출력이 8MW에서 20MW로 발생할

때, 순부하가 1MW가 되려면, 부하가 9MW에서 21MW이여야 하는데, 

부하가 9MW 이상으로 나타날 확률은 0이다. 따라서 PV 출력이

8MW에서 20MW로 발생할 때는 순부하가 1MW일 확률이 0이 된다.

그림 ４-4  상호상관을 이용한 순부하 계산 예시

그림 ４-3  PV 출력과 부하의 확률분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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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4는 순부하의 크기 i 가 -20MW와 1MW일 때의 예시를

보여준다. 순부하의 확률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식 (４-10)의 i 에

[1]M
PVPê ú-ë û 부터 [1]M

LoadPê úë û 까지를 대입하여 월별 순부하의 확률분포를

계산한다. 그림 ４-5는 순부하의 확률분포를 계산한 결과의 예시이다.

４.２.２ PV 출력 제한크기 확률분포 생성과 기댓값 계산

４.２.１절에서 PV 출력 제한 전의 순부하 확률분포를 생성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PV 출력 제한 전 역조류 확률분포를 생성하고, 선로

열적용량을 고려하여 PV 출력 제한크기 확률분포를 생성한다. 그 후

제한량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역조류는 PV 출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하 수급을 위해 변전소에서 부하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이다. 즉, 부하단에서 변전소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계통으로 역송전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므로 PV 

출력 제한은 역조류의 크기를 선로용량으로 제한하기 위해 시행된다

[61]. 또한 유효전력만 고려하여 역조류의 단위를 MW로 한다.

그림 ４-5  상호상관을 이용한 순부하 확률분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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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조류는 배전선로 중간의 부하와 분산전원으로 인해 선로의 위치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대로 급전선의 상단인

MTR에 가장 가까운 구간의 역조류를 대상으로 한다. 순부하는 외부

계통에서 유입되어야 하는 전력이므로 MTR에 가장 가까운 구간의

역조류는 순부하와 크기가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이다. 따라서 역조류의

발생 확률은 순부하의 발생 확률과 동일하고 정의역의 부호만 반대이다.

즉, 순부하가 i MW인 경우와 역조류가 i- MW인 경우는 동일한

경우이고 발생 확률도 동일하다. 아래 식 (４-12)에서
_ _
M
R Net LoadF 는

M 월의 역조류 확률분포이다.

_ _ _[ ] [ ]M M
R Net Load Net LoadF i F i= - (４-12)

본 연구에서는 PV 출력으로 인한 역조류가 선로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PV 출력을 제어 대상으로 한다. 부하로 인한 조류는 배전

계획시 선로용량을 넘지 않도록 계획되므로 제어하지 않더라도

선로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즉 부하가 선로용량인 10MW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고 순부하도 10MW를 초과하지 않으며 역조류도 -10MW 

미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하는 제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PV의

경우, 본 논문에서 PV 연계용량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 PV로 인한 역조류가 선로용량을 간헐적으로 초과할 수

있다. 즉, 역조류가 10MW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경우의

10MW 초과 크기가 PV 제한크기가 된다.

그림 ４-6은 PV 출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의 역조류

확률분포이다. LineC 은 선로용량을 의미한다. 선로용량을 중심으로 우측

그래프는 선로용량을 초과하는 역조류가 발생하게 될 경우로 역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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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필요하다. 선로용량 좌측의 그래프는 역조류 제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선로의 이용률 혹은 열적용량의 여유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역조류 제한크기의 확률분포는 그림 ４-6에서 선로용량 기준

우측의 그래프와 동일하다. 제한크기는 역조류의 크기에서 선로용량을

뺀 값이다. 역조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즉 제한크기가 0MW인

경우의 확률은 선로용량 기준 좌측의 확률들은 합한 값과 동일하다.

역조류 확률분포를 이용한 역조류 제한크기의 확률분포는 식

(４-1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４-6  역조류 확률분포와 선로용량 예시

[ ]M
CutF i 은 역조류 제한크기가 i MW일 확률이다. 제한은 PV의

[ ]M
CutF i = {

0 , 0i <

(４-13)_ _ [ ]
Line

Line

C
M
R Net Load

j C

F j
=-

å , 0i =

_ _ [ ]M
R Net Load LineF i C+ , 0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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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크기가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i 가 음수인 경우의 확률은 0이다. 제한크기가 0MW인

경우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역조류가 선로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모든 확률을 합한 확률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역조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제한크기마다 확률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0MW 이외의 출력 제한크기 확률분포는 PV

출력 제한 전 선로용량을 초과한 역조류의 확률분포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선로용량이 10MW 일 경우, PV 출력 제한 전 역조류가 12MW일

때의 확률이 PV 제한크기를 2MW로 해야하는 확률과 동일하다. PV 

출력 제한크기의 범위는 0MW부터 ( )[1]PV LineP C-ê úë û MW가 될 수

있지만, 부하가 0MW일 확률이 0이므로 실제로 최대 출력 제한크기는

( )[1]PV LineP C-ê úë û MW 보다 작다.

그림 ４-6과 그림 ４-7을 비교하면 그림 ４-6의 주황색 박스

그림 ４-7  PV 출력 제한크기의 확률분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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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확률과 그림 ４-7의 주황색 박스 부분의 확률이 동일하다. 그림

４-6의 보라색 박스 부분의 확률의 합이 제한크기 0MW, 즉 제한

없음의 확률인 그림 ４-7의 보라색 박스 부분의 확률과 동일하다.

다음 식 (４-14)는 PV 출력 제한크기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을 구하는 식이다.

( )
[1]

_
0

[ ]

M
PV LineP C

M M M
Cut EXP D H Cut

i

E N N i F i

ê ú-ë û

=

= ×å (４-14)

12

_ _
1

M
Cut EXP Cut EXP

M

E E
=

=å (４-15)

_
M
Cut EXPE 는 M월의 한달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이다. 제한량은

에너지량이므로 단위는 MWh이다. ( )
[1]

0

[ ]

M
PV LineP C

M
Cut

i

i F i

ê ú-ë û

=

×å 가 PV 제한크기와

해당 확률의 곱을 모든 경우에 대해 구하고 합한 것이므로 해당 월의

PV 출력 제한크기의 기댓값이 된다. 해당월의 제한 가능 시간은

해당월의 날수 곱하기 하루의 고려하는 주간시간이다. 따라서 한달의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은 식 (４-15)가 된다.

위의 최종식 식 (４-15)와 식 (４-5), 식 (４-8)을 이용하여 PV 

연계용량에 따른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 최솟값, 그리고 최댓값을

연계 대상 선로의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배전계통 운영자는 PV 연계용량을 고려하여 배전 계획을 할 수 있고, 

PV 사업자는 연계 선로에 따른 PV 연계의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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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제한량 사례 연구 및 분석제５장

본 장에서는 예제를 통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한다.

1절에서는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한다. 2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들로 제한량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부하 데이터는

전북지역의 배전선로 부하를 사용하였고, PV는 국내에 설치된 PV 추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62].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제한량 분석제１절

본 절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PV 출력 제한량을 분석한다.

PV와 선로부하 시나리오 데이터를 시계열로 비교하여 제한량을

계산하면 각 시나리오마다 하나의 제한량 값이 계산된다. 시나리오 계산

결과를 이용해 최솟값, 최댓값, 기댓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제한량을 각각

계산해야한다 [13]. 그 후 계산된 여러 값들 중에서 최솟값, 최댓값을

얻을 수 있고, 기댓값은 중앙값 혹은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 최솟값, 최댓값, 기댓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생성 및 계산해야 하고 시나리오마다 계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PV와 부하의 특성을 명료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몇가지의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생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출력 제한량을 계산한다. 시나리오 결과들이 일정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시나리오 예제를 통해 계산한 출력 제한량 결과는 PV와

부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한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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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으로써 정보로 제공하기에 부족한 것을 보인다. 그에 반해 제안한

방법은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고정된 하나의 기댓값을

구할 수 있고 간단하게 최소 최댓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은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분산전원

사업자와의 계약 옵션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통한 시간별 제한량 계산 방법은 식 (４-1), 식

(４-2)를 사용한다. 시나리오는 한달 이내에서 하루 단위로 부하

데이터의 순서를 바꾸어 생성하였다. 아래 표는 여러 시나리오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와 제안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５-1  시나리오에 따른 출력 제한량과 제안한 방법의 출력 제한량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제안한

방법

제한량

[MWh]
615.0 633.1 581.1 632.6 579.4 601.0

위의 시나리오들은 동일한 PV와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시나리오이다. 즉, PV와 부하의 각 월평균, 표준편차, 크기, 발생 빈도가

모두 동일하지만 계산 결과는 시나리오마다 다르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결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계통의 특성을 명료하게

나타낸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선로들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각 선로의 시나리오 계산 결과들을 이용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PV와 부하 특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A 선로를 분석한

시나리오는 결과값이 큰 시나리오일 수 있고, B 선로를 분석한

시나리오는 결과값이 작은 시나리오일 수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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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PV 출력과 선로부하 특성을 일괄되게 반영하는 패턴 분석

방식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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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을 이용한 제한량 분석제２절

본 절에서는 제한량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적용 시 데이터를

패턴화하여 적용하는 방법들을 수치적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패턴을

생성, 이용하는 방법 중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의 패턴만

고려하고 부하는 고정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분산전원과 부하의

가변성을 모두 고려하여 둘다 패턴화하지만 분산전원 출력과 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제안한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총 세가지 방법으로 예제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위의

세가지 방법들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다. 다음 표 ５-2는

패턴적용하는 방법들이 고려하는 사항을 나타낸다.

표 ５-2  패턴 적용 방법에 따른 고려 사항

패턴 적용 방법 PV 출력 가변성 부하 가변성 월별 특성

부하 고정 O X O

24시간 연간 패턴 O O X

제안한 패턴 O O O

５.２.１  부하 고정

첫번째로 분석하는 패턴 적용 방법은 분산전원의 출력은 패턴화

하고 부하는 고정값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분산전원은 월별 지속곡선

패턴을 이용하고, 부하는 0, 최솟값, 평균값, 최댓값을 적용하였다.

최솟값, 최댓값은 각 월별 데이터의 크기 순에서 10% 번째에 해당하는

값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SHC(snapshot(or static) hosting capacity)

분석 방법 중 PG&E(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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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방법에서 대푯값을 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28].

패턴과 대푯값을 연간이 아닌 월별로 적용하는 이유는, 제안한 방법과

비교할 때 부하를 고정값으로 적용할 때와 패턴으로 적용할 때의

차이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해당 분석 방법으로 연간 출력 제한량을

구하기 위해 다음 식 (５-1)에서 식 (５-3)을 적용한다.

( )_ _ _[ ] [ ]M M M
Cut Load RPS PV Load RPS LineP k P k P C= - +

If 
_ _ [ ] 0,M

Cut Load RPSP k <   then 
_ _ [ ] 0M

Cut Load RPSP k =
(５-1)

_ _ _ _
1

[ ]

M
D HN N

M M
Cut Load RPS Cut Load RPS

k

E P k
=

= å (５-2)

12

_ _ _ _
1

M
Cut Load RPS Cut Load RPS

M

E E
=

=å (５-3)

_ _
M
Cut Load RPSP 는 부하를 대푯값으로 고정했을 때 발생하는 제한크기다.

제３장에서와 마찬가지로 M 은 월을 나타내고, k 는 1에서 M
D HN N

까지이다. M
PVP 은 PV 출력의 월 데이터의 내림차순 패턴이다. LineC 은

선로용량이고
_

M
Load RPSP 은 월 부하의 대푯값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부하의 대푯값은 0, 부하 최솟값, 부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_ _
M
Cut Load RPSE 은 부하 대푯값을 사용할 때의 M 월의 출력 제한량이고,

_ _Cut Load RPSE 은 연간 출력 제한량이다. 그림 ５-1은 5월의 각각의 부하

대푯값에 따른 출력 제한량을 나타낸다. 선로에 연계된 PV 용량은

20MW로 가정한다. 해당 예제에서 계산된 부하의 최솟값, 평균값, 

최댓값은 각각 3.0MW, 4.0MW, 5.4M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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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1  부하 대푯값에 따른 출력 제한량 (5월)

그림 ５-1에서 각각의 부하 대푯값과 선로용량 합 이상, PV 출력

그래프 이하의 부분을 적분한 값이 각 부하 대푯값에 따른 출력

제한량이다. 다음 표 ５-3은 각 부하 대푯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연간

제한량값이다. 부하 대푯값을 최솟값으로 할 때의 제한량을 최대 제한량, 

부하 대푯값을 최댓값으로 할 때의 제한량을 최소 제한량, 부하

대푯값을 평균으로 할 때의 제한량을 기댓값으로 여길 수 있다. 

표 ５-3  부하 대푯값에 따른 출력 제한량 (1년)

부하 0 부하 최소 부하 평균 부하 최대

부하 대푯값 [MW] 0 3.5 4.8 5.7

출력 제한량[MWh] 4374.7 1,275.6 427.2 165.7

부하는 고정하고 분산전원의 변동성만 반영하여 제한량을 분석하는

것은 분산전원의 출력 한계를 고정하고 비 협조방법으로 계통을 운영할

경우의 PV 출력 제한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부하의 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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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못하므로 협조방법으로 계통을 운영할 때, 즉 출력 한계 가변

방법을 적용할 경우의 출력 제한량을 계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부하 대푯값은 변동하는 부하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하값을 너무 작게 가정하면 항상 출력 제한이 필요한

것처럼 분석되어 결과값이 너무 클 수 있고, 부하값을 너무 크게

가정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분석되어

값이 매우 작게 계산된다. 부하의 중앙값 혹은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더라도 부하의 편차에 따라 제한량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반영할 수 없다.

５.２.２ 24시간 연간 패턴

두번째 패턴 적용 방법은 분산전원 출력과 선로부하 둘 다 패턴으로

적용하지만, 패턴 생성시 분산전원 출력과 선로부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은 출력 제한이 발생할 시간대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에 반해 해당 방법은 24시간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다. 24시간 사용은 풍력발전의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계절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연간 패턴을 생성한다.

패턴을 이용하여 제한량의 최솟값, 최댓값, 기댓값을 구하는 식은 앞서

식 (４-3) ~ 식 (４-7), 그리고 식 (４-10) ~ 식 (４-14)와 거의

동일하다. 해당 식에서 k 는 1에서 8760까지고 월별이 아니라 연간

데이터이므로 M 을 제외한다. 연간 패턴을 이용하지만 패턴을 이용하여

제한량을 구하는 방법은 제４장에서 제안한 방법과 동일하다. 아래 그림

５-2는 해당 패턴으로 구하는 출력 제한량의 최솟값과 제안하는

패턴으로 구하는 5월의 출력 제한량의 최솟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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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2  PV 최대 출력 제한량

(a) 24시간 연간 패턴 (1년), (b) 제안한 패턴 (5월)

연간 패턴을 이용할 경우, 패턴에 5월의 PV 출력 데이터와 부하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은 5월 PV 출력 데이터와

5월 부하 데이터가 다른 월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간 패턴은

24시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PV 출력이 0MW인 데이터가 매우

많다. 또한 크기가 작은 새벽의 부하가 PV 출력이 최대일 때와

비교되어 제한량의 최댓값이 매우 크게 계산된다. 아래 표는 해당

방법으로 구한 연간 제한량의 최솟값, 기댓값, 최댓값이다.

표 ５-4  24시간 연간 패턴 적용시 출력 제한량 (1년)

최솟값 기댓값 최댓값

출력 제한량[MWh] 0 878.4 2045.8

５.２.３ 제안한 패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예제의 PV 출력 제한량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

데이터를 이용하여 월별 패턴을 생성한 후, 추세선을 이용하여 특이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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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생성된 패턴을 이용하여 제한량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구하고,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제한량의 기댓값을 구한다. 다음 그림

５-3은 해당 예제의 PV 출력 월별 지속곡선이다. 

그림 ５-3  PV 출력의 월별 지속곡선

각 월마다 PV 출력 패턴이 다르다. 겨울인 1월의 PV 출력은 작고

아래로 볼록하나 봄인 5월의 PV 출력은 다른 월에 비해서 크고 위로

볼록하다. 아래는 ５.２.２절에서 사용한 연간 PV 출력 패턴과 제안한

방법에서 사용한 1월, 5월 PV 출력 지속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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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4  PV 출력의 지속곡선

(a) 24시간 연간 패턴, (b) 1월 패턴, (c) 5월 패턴

그림 ５-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간 패턴은 월간 패턴과

상이하며 1월 패턴과 5월 패턴도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연간 패턴은

각 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각 월의 특성은 상이하므로 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월 패턴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 그림 ５-5와 그림

５-6은 1년간 월별 부하 지속곡선과 1년, 1월, 5월의 선로부하

지속곡선이다. 부하 패턴도 PV 출력 패턴과 같이 1년 패턴이 월별

패턴과 매우 상이하며 월별 패턴들도 각기 계절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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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5  부하의 월별 지속곡선

그림 ５-6  부하의 지속곡선

(a) 24시간 연간 패턴, (b) 1월 패턴, (c) 5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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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５-7과 그림 ５-8은 제안한 방법으로 분석한 1월과

5월의 최소, 최대 출력 제한량을 나타낸다.

그림 ５-7  PV 출력 제한량 (a)최솟값, (b)최댓값 (1월)

그림 ５-8  PV 출력 제한량 (a)최솟값, (b)최댓값 (5월)

1월의 출력 제한량은 5월의 출력 제한량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은 일사량이 많아 PV 출력이 크고 냉난방 부하도

없어 부하가 크지 않다. 그에 비해 1월은 일사량은 적고 난방부하가

있어 부하가 크다. 따라서 5월에 PV 출력 제한량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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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５-9는 상호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1월과 5월의

역조류 확률분포이다. LineC 을 기준으로 역조류의 절댓값이 LineC 보다

크면 제한이 발생하고 LineC 보다 작으면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에 표시된 ‘선로용량 남음’ 부분의 확률들의 합은 출력 제한이

0MW가 되는 확률이고, ‘선로용량 부족’ 부분이 출력 제한크기에

따른 확률분포가 된다. 역조류 그래프를 통해서도 5월이 1월에 비해

제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LineC 은 월마다 온도를 고려해서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５-9  역조류 확률분포 (a) 1월, (b) 5월

다음 표 ５-5는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표 ５-5  제안한 방안 적용 시 출력 제한량 (1년)

최솟값 기댓값 최댓값

출력 제한량[MWh] 208.1 601.8 1,306.0



72

５.２.４  패턴 적용한 방법들 결과 비교

본 절의 마지막으로 앞서 패턴을 적용한 방법들의 수치적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다음 표 ５-6은 앞서 계산한 결과들과 이용한 예제

데이터의 시간별 제한량 계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５-6  패턴 적용 방법 별 출력 제한량

제한량 부하 고정
24시간 연간

패턴
제안한 패턴 시간별 비교

기댓값[MWh] 427.2 878.4 601.0 615.0

최솟값[MWh] 165.7 0 208.1 -

최댓값[MWh] 1,275.6 2,045.8 1,306.0 -

본 절의 분석에서는 시간별 비교 방법으로 구한 결과를 대조군으로

사용한다. 시간별 비교는 데이터 순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조군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결과 중 하나로써 이번

분석에서는 대조군으로 사용한다. 시간별 비교는 하나의 값만 나오기

때문에, 해당 방법에서 최솟값이나 최댓값은 제시하지 않는다.

부하 고정 방법의 경우 부하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을 제한량의 기대값으로, 부하의 최댓값을 대푯값으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을 최소 제한량으로, 부하의 최솟값을 대푯값으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최대 제한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는 부하가 항상 최소나

최대일 것으로 가정하므로 제한량의 극값을 계산하게 한다. 이 때,

부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한량이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순에서 10%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SHC(snapshot(or static) hosting capac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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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때 사용되는 대푯값 산정 방식 중 하나이다.

각 방법들의 기댓값들을 비교하면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결과값이

대조군과 가장 가깝다. 부하를 고정할 경우 기댓값은 부하를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제한량을 구한다. 이 때, PV 출력이 크다면 부하의 평균값으로

구한 제한량은 부하가 클 때의 제한량과 작을 때의 제한량의 평균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PV 출력이 부하의 평균보다 작다면 제한량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계산된다. 이는 부하가 작을 경우 PV 출력이

부하 평균보다 작더라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부하의 대푯값을 평균으로 할 때는 제한량이 작게

계산된다. 제한량 분석시 부하를 대푯값으로 선정한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부하의 표준편차에 따라서도 출력 제한량은

달라질 수 있다. 부하 평균이 크더라도 편차가 크면 편차가 작을 때보다

제한량이 커질 수 있다. 부하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푯값으로

제한량을 구할 경우 앞서 언급한 PV 출력 크기와 부하 대푯값의 관계, 

부하의 평균과 편차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대푯값을 산정해야 한다.   

24시간 연간 패턴으로 제한량을 분석하는 경우, PV 출력뿐 아니라

부하의 가변성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 연간 패턴을 사용할

경우 제３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벽 부하가 포함되면서 부하가 작게

반영된다. 또한 PV 출력이 많은 달과 부하가 작은 달의 부하가

비교되면서 제한량이 더 크게 계산된다. PV 출력이 작고 부하가 큰

달이 비교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한량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새벽부하로 인해 부하가 큰 달도 부하가 작게 여겨진다. 따라서

제한량이 크게 계산된다.

최솟값 최댓값의 경우, 부하를 고정하는 경우나 제안하는 경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이유는 부하 최솟값과 최댓값을 산정할 때

최극값을 제외했고, 제안한 방법은 최극값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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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는 방법은 부하 대푯값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계산된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임의의 선정없이 동일한 결과를

계산한다. 또한 고정값은 1년동안 동일 월에 대해서 내내 동일한 부하를

가정하기 때문에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한다.

제안한 방법도 최소 최댓값은 PV와 부하의 순열을 극단의 상황으로

가정하지만 데이터는 발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다. 24시간 연간

패턴의 경우 제안한 방법보다 더 극단의 경우를 고려한다. 제안한

방법은 각 월에서 극단의 순열을 사용하지만, 해당 24시간 연간 패턴은

한 해 동안의 데이터에서 극단 경우의 순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댓값은

더 크고 최솟값은 더 작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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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전원 수용능력 사례 연구 및 분석제６장

본 장에서는 제안한 출력 제한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부하 고려 방법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연계 제한 옵션인 균등

제한과 증분 제한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고 2절에서는 PV 사업자

입장과 배전계통 운영자 입장에서 균등 제한 옵션과 증분 제한 옵션에

대해 수치적으로 비교한다. 3절에서는 실계통 사례 연구를 통해 출력

제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부하 고려 방법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제１절

본 절에서는 제안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부하의 가변성 고려

효과를 분석한다. 제안한 출력 제한량 분석 방법은 부하를 패턴으로

적용하여 가변성을 고려한다. 부하의 가변성 고려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과 부하를 최소로 고정하는 방법을 비교한다. 이를 각 연계

제한 옵션에서 분석하였고 분산전원 수용능력의 변화를 통해 확인한다.

본 사례연구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PV 출력 제한의 최대 에너지량은

옵션과 상관없이 모든 PV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６.１.１  균등 제한 옵션 선택 시 분선전원 수용능력

균등 제한은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이 필요할 경우, 선로에 연계된

모든 PV가 동일한 비율로 출력을 제한하는 옵션이다. 해당 방법은

분산전원의 연계 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PV가 동일 비율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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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로에 연계되는 분산전원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분산전원의

제한량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초에 연계된 분산전원은 처음

1년은 출력 제한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다른 분산전원들이

연계되면 이에 따라 출력 제한이 필요하게 되어 최초 연계한 분산전원도

출력을 제한하게 된다. 즉, 동일 선로에서 타 분산전원들의 연계로 인해

제한량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균등 제한 옵션의 경우 분산전원

사업자는 앞으로의 이익 변화가 어떻게 될지, 즉 선로의 최대 출력

제한량, 혹은 선로의 최대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PV 연계용량에 따른 각 PV가 제한해야 할 에너지 비율[%]은

식 (６-1)을 통해 구할 수 있다.

_

_

( )
( ) 100

( )

Cut EXP PV

Cut EXP PV

PV PV

E C
ER C

E C
= × (６-1)

PVC 는 PV의 연계용량이고, ( )PV PVE C 은 PV 연계용량이 PVC 일 때,

출력 제한이 되기 전에 발전 가능한 총 발전량이다.
_ ( )Cut EXP PVE C 은 식

(４-15)에서 구한 연간 PV 출력 제한량의 기댓값이다. 기댓값뿐

아니라 최솟값 최댓값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하를 최소로 고려할 경우에

_ ( )Cut EXP PVE C 은 부하 대푯값을 최솟값으로 했을 때 식 (５-3)에서

구한 연간 PV 출력 제한량값과 동일하다. 그림 ６-1은 부하를

최솟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PV 연계용량 변화에 따른 PV 발전량 중

제한량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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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  PV 증가에 따른 PV 출력의 총 제한량 비율과

제한된 후 총 출력량 비율 (균등 제한, 부하 대푯값 적용)

아래 그림 ６-2은 제안한 방법으로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경우 PV의 연계용량 변화에 따른 제한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６-2  PV 증가에 따른 PV 출력의 총 제한량 비율과

제한된 후 총 출력량 비율 (균등 제한, 부하 패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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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3 PV의 출력 제한 비율을 10%라고 할 때, 최소 부하를

대푯값으로 적용했을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부하를 패턴으로 적용했을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나타낸다.

그림 ６-3  부하를 대푯값으로 적용했을 때와 패턴으로 적용했을 때

HC의 차이 (균등 제한)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솟값으로 고정하여 PV 출력

제한량을 계산할 경우 부하의 효과가 덜 반영되기 때문에, 동일한 PV 

용량에서 제한량이 더 크게 계산된다. 이에 따라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더 작게 계산된다. 부하를 최솟값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비 협조 운영을

하는 경우이다. 배전계통 운영자가 협조 운영을 할 때는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가된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값을 얻을 수 있다.

앞의 그림 ６-1, 그림 ６-2, 그림 ６-3은 PV 연계용량에 따른 총

제한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 그림 ６-4는 PV 연계용량에 따른 각

PV의 출력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그림에서도 위와 같이 출력 제한량이

10%일 때에 대해 나타낸다. 균등 제한 옵션은 PV 출력을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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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기 때문에 각 PV의 출력 제한량 역시 10%로 동일하다. 이는

출력량이 90%임을 의미한다. 그림 ６-4의 사각 박스는 PV들의 총

출력량을 나타낸다. 해당 예제에서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할 경우 동일한

제한을 받는 PV를 22MW에서 26MW로 4MW 더 많이 연계할 수 있고,

총 출력량도 26,997MWh에서 31,889MWh로 4,892MWh 증가한다.

그림 ６-4  각 PV의 출력량 비율과 부하의 가변성 고려 유무에 따른

HC 변화 (균등 제한)

６.１.２  증분 제한 옵션 선택 시 분선전원 수용능력

증분 제한 옵션은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이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연계된 분산전원부터 출력량을 줄여나간다. 마지막으로 연계된

분산전원의 출력을 모두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제한이 더

필요하다면 마지막에서 두번째로 연계한 분산전원의 출력을 제한한다.

해당 방법은 분산전원을 일찍 연계할수록 출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균등 제한 방법과 다르게 분산전원의 제한량은 추후에 연계되는

분산전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연계 시점에 예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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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량만 고려하여 PV 연계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다. 즉, 배전계통

운영자가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연계된 PV 용량에

따른 현재의 제한량 정보에 따라 PV 사업자가 사업성 분석과 연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연계된 PV 용량에 따라 마지막 PV 1MW가

제한해야 할 에너지 비율[%], 즉 증분 제한량 비율은 식 (６-2)을

통해 구할 수 있다.

_ _

_

( ) ( 1)
( ) 100

(1[ ])

Cut EXP PV Cut EXP PV

Cut EXP PV

PV

E C E C
DER C

E MW

- -
= × (６-2)

_ ( )Cut EXP PVE C 은 ６.１.１절에서와 동일하게 식 (４-15)에서 얻을

수 있고, 부하를 최소로 고려할 경우에는 부하 대푯값을 최솟값으로

했을 때의 식 (５-3)에서 얻을 수 있다. 증분 제한량 비율도 균등

제한량 비율처럼 기댓값뿐 아니라 최솟값 최댓값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６-5는 부하를 최솟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이미 연계된 PV 연계용량에 따라 마지막 1MW의 PV가 제한해야하는

제한량 비율[%], 즉 증분 제한량 비율이다. 그림 ６-6은 제안한

방법으로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였을 때 PV 연계용량에 따른 증분

제한량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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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5  PV 증가에 따른 각 PV 출력 제한량 비율과

제한된 후 출력량 비율 (증분 제한, 부하 대푯값 적용)

그림 ６-6  PV 증가에 따른 각 PV 출력 제한량 비율과

제한된 후 출력량 비율 (증분 제한, 부하 패턴 적용)

６.１.１에서와 같이 증분 제한에서 부하를 최소로 고정할 때와

가변성을 고려할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 ６-7과

같다. 예시에서 PV 출력 제한 상한을 10%라고 가정할 경우, 부하를

최소로 고려할 때 이미 선로에 PV가 16MW가 연계되어 있으면 P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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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하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제한량을 분석한 경우, PV를 18MW까지 연계할 수 있다.

그림 ６-7  부하를 대푯값으로 적용했을 때와 패턴으로 적용했을 때

HC의 차이 (증분 제한)

증분 제한 옵션에서 연계용량 증가에 따른 각 PV의 출력 비율은

그림 ６-7의 그래프를 상하 반전한 그래프와 동일하다.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각 PV마다 제한되는 비율이 다르며, 부하를 고려할 경우

각 PV가 제한해야 하는 출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PV가 10% 

이하로 출력을 제한하면서 계통에 연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PV가 연계되어 PV가 출력하는 총 에너지량이 많아진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６-8과 같다. 각 PV의 출력량 그래프 이하를 적분한

값이 모든 PV의 출력량 합이 된다. 증분 제한 옵션에서는 부하

가변성을 고려함으로써 PV를 16MW에서 18MW까지 2MW 더 연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간 총 출력량은 21,712MWh에서

24,259MWh으로 2,547MWh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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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8 각 PV의 출력량 비율과 부하의 가변성 고려 유무에 따른

HC 변화 (증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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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목적과 옵션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제２절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연계 옵션에 따라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달라진다. 특히 균등 제한 옵션의 경우 선정한 출력 제한 비율에 따라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총 PV 사업자의 효용도

정해진다.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량에 따라

PV 사업자가 연계할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PV 사업자의 총 효용이

고정된다. ６.２.１에서 PV 사업자 입장에서 옵션에 따른 효용을

분석한다. ６.２.２에서는 배전계통 운영자 혹은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PV 출력 총 에너지량을 옵션에 따라 분석한다.

６.２.１ PV 사업자 효용 최대화

PV 사업자 입장에서 효용은 PV 출력량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된다. 즉, PV 사업자는 비용보다 PV 출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이 커야 효용이 발생한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PV 

1MW 당 최소 출력량을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출력량이라 한다. 이는

PV 출력량에 상관없이 PV 용량에 비례하며 모든 PV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PV 사업자들의 총 효용은 증분 제한의 경우 PV와 부하 특성,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출력량에 의해 산정된다. 세 요소는 모두

이미 정해진 값이다. 이에 반해 균등 제한의 경우 배전계통 운영자가

정하는 제한량 비율 한계에 의해 PV 사업자들의 총 효용이 바뀐다.

만약 배전계통 운영자가 정한 제한량 비율이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량 비율, 즉 100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출력량 비율을 뺀 것과

동일하다면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매우 커진다. 하지만 PV 사업자들의

출력 비율을 매우 줄어서 효용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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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9  HC에 따른 PV 사업자들의 효용과

효용이 최대가 될 때의 HC (균등 제한)

그림 ６-9는 균등 제한 옵션에서 선정한 제한량 비율에 따른 PV 

사업자들의 효용과 효용이 최대가 될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균등 제한의 경우 PV 사업자들의

효용이 배전계통 운영자가 정하는 제한량 비율에 따라 변한다. PV 

사업자들의 효용이 최대가 되는 출력 제한량 비율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구하는 수식은 식 (６-3)과 같다. 출력 제한량 비율은

분산전원 연계 용량에 따른 함수이므로 제한량 비율과 PV 사업자들의

효용 모두 분산전원 수용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 )_ Prmax PV oU
(６-3)

( ){ }1% _ _max 100 ( )
PV

PV Cut EXP PV Min EE
C

e p C ER C ER= × × × - -

_ PrPV oU 는 균등 제한 옵션에서 PV 사업자 모두의 효용이고, PVC 은

선로에 연계된 PV 용량, 즉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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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Cut EXP PVER C 은 PV가 PVC 만큼 연계되었을 때 PV의 총 제한

비율[%]이다.
_Min EEER 는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출력 비율[%]이다. 

1%e 와 p 는 효용을 구하기 위한 상수 계수로 1%e 는 PV가 출력

제한되지 않을 경우의 1MW PV의 연간 출력 에너지량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이고 p는 판매단가이다.

증분 제한에서 PV 사업자들의 총 효용은 식 (６-4)에서 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PV 사업자들의 총

효용은 PV와 부하 특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출력량에 의해 고정된다. 

( )_ 1% _ _
0

100 ( )
LIFO

PV

HC

PV LIFO Cut EXP PV Min EE
C

U e p DER C ER
=

= × - -å (６-4)

_ _100 ( )Min EE Cut EXP LIFOER DER HC= - (６-5)

_PV LIFOU 는 증분 제한 옵션에서 PV들의 총 효용을 의미하고, 

LIFOHC 는 증분 제한 옵션에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고 이는 식

(６-5)를 만족하는 PVC 이다. 
_ ( )Cut EXP PVDER C 은 PV가 PVC 만큼

연계되었을 때 연계하려는 1MW의 PV의 출력 제한 비율[%]이다. 증분

제한 옵션에서 PV들의 총 효용과 해당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그림

６-10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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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0 PV 사업자들의 효용과 HC (증분 제한)

사례연구에서 균등 제한 옵션일 때 PV 사업자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22MW이며, 이는 증분 제한 옵션에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동일하다. 즉, PV 사업자 총 효용의 최댓값은 옵션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그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옵션과 상관없이 PV 연계 용량에 따른 총 제한량은 동일하며 두 옵션의

차이는 제한량의 분배 방식만 다르기 때문이다. 증분 제한 옵션에서

그림 ６-10와 같이 효용이 매우 작더라도 효용이 발생할 경우 PV가

연계된다면, 증분 제한 옵션에서의 PV 사업자의 효용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균등 제한 옵션에서의 PV 사업자의 최대 효용과 그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PV 

사업자들의 총 효용은 PV와 부하 특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출력량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증분 제한 옵션과 균등 제한 옵션에서 PV 사업자들의 총 효용의

최댓값은 동일하지만 각 옵션에서 각 PV의 효용은 다르다. 균등 제한

옵션의 경우 연계된 모든 PV 사업자가 동일한 효용을 갖지만, 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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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옵션에서 PV 사업자들의 효용은 다르다. 증분 제한 옵션에서 이미

배전선로에 연계된 PV 용량이 분산전원 수용능력에 가까워지면 효용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효용 분배에 있어서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누적 연계용량이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에 가까울 때, 

PV 연계를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이유로 누적

연계용량이 적을 때 빠르게 PV 연계를 유도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６.２.２ PV 출력 최대화

배전계통 운영자 혹은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의 효용은 PV 사업자의

효용 이외에 설비의 이용률이나 분산전원의 총 출력량, 혹은 PV 

사업자의 사업 기회 공평성이 될 수 있다. 증분 제한 옵션의 경우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 비율이 정해지면 분산전원의 총 출력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도 정해지지만, 균등 제한 옵션의 경우 제한 비율

선정에 따라 총 분산전원 출력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달라진다. 이

때, 총 분산전원 출력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제한 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제한 비율을 PV 사업자의 최대 효용을 무시하고 정한다면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 비율까지 커질 수 있다. 그보다 더 커질

경우 PV 사업자들은 선로에 연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제한 비율을 증가하여도, 제한 비율이 특정값 이상이 되면 제한량과 PV 

연계용량만 증가하고 PV의 총 출력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각

옵션에서 출력 가능한 최대 PV 출력 에너지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구한다. 균등 제한 옵션과 증분 제한 옵션 모두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 비율로 PV 출력을 제한할 경우가 최대 PV 출력이 된다. 균등

제한 옵션에서는 모든 PV의 출력 제한 비율이 경제성을 적용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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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비율이 되고, 증분 제한 옵션에서는 마지막 PV의 제한 비율만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 비율이 된다. 각 옵션에 대하여 최대 총 PV 

출력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Pr 1% Pr _ _ _max( ) 100o o Min EE Min EEE e HC ER= × × - (６-6)

_ _ _ _( )Min EE Cut EXP pro Min EEER ER HC= (６-7)

( )1% _
0

100 ( )
LIFO

PV

HC

LIFO Cut EXP PV
C

E e DER C
=

= -å (６-8)

식 (６-6)은 균등 제한 옵션에서 최대 총 PV 출력 에너지량을

구하는 식이다.
Pr _ _o Min EEHC 은 경제성을 고려한 최대 제한량을 적용했을

때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으로써 식 (６-7)을 만족할 때의 PV 

연계용량이다. 식 (６-8)은 증분 제한 옵션에서 총 PV의 출력

에너지량이다. 증분 제한 옵션에서는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PV 

사업자들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값( LIFOHC )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PV 출력 에너지량도 고정되어 있다.

그림 ６-11과 그림 ６-12는 균등 제한 옵션과 증분 제한

옵션에서의 최대 출력 에너지량과 해당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나타낸다.

표 ６-1는 각각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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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1  총 출력 에너지량이 최대가 될 때의 HC (균등 제한)

그림 ６-12  총 출력 에너지량과 HC (증분 제한)

표 ６-1  각 옵션에서의 최대 출력 에너지량과 해당 HC

균등 제한 증분 제한

HC[MW] 41 22

최대 출력

에너지량[MWh]
39,982 2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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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계통 운영자 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균등 제한 옵션이 증분 제한

옵션에 비해 총 PV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호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계통의 이용률과 분산전원의 출력

에너지량 최대화만 고려한다면 PV 사업자의 효용이 떨어지고 PV 

사업자의 PV 연계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 PV 사업자의 효용

최대화만 고려한다면 전체 계통에서 분산전원의 에너지 사용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입장과 PV 사업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연계 옵션과 분산전원 수용능력 산정이 필요하며,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PV 연계를 위한 비용 등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본 사례 분석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제한 비율은 고정으로

가정하였으나, 이 비율은 PV 연계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계 비용이 높아지면 경제성을 고려한 제한 비율도 높아지고,

연계 비용이 낮아지면 경제성을 고려한 제한 비율도 낮아진다. 이때

연계 비용 단가는 배전계통 운영자가 PV 사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연계 요금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만약 PV의 총 출력량이나 총

분산전원 수용능력이 증가할 때, 요금의 단가가 감소한다면, 경제성을

고려한 제한 비율이 낮아지게 될 수 있다. 이는 PV 사업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총 출력량을

높이면 1차적으로는 PV 사업자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각

사업자들의 연계 비용도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본 논문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효용의 감소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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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계통 사례 연구를 통한 정량적 분석제３절

６.３.１  실 배전계통 및 PV 정보

본 절에서는 실계통 사례 연구를 통해 PV 출력 제한량에 따른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분산전원이 많이 연계된 전북 지역의 배전선로 계통을 이용하였다. 그림

６-13의 (a)는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변전소, (b)는 해당 변전소의

MTR, 그리고 (c)는 1번 MTR에 연계된 5개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누적

연계용량과 대기용량의 합을 보여주고 있다 [63]. 각 그림의 붉은 선은

한국전력에서 산정한 변전소, MTR, 그리고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의미한다. 한국전력에서는 현재 배전선로의 경우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10MW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 ６-13  전북 정읍 지역 분산전원 누적 연계용량과 대기용량

(a) 변전소, (b) MTR, (c) 배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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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연구에서는 해당 변전소의 태인 선로 부하를 이용하여 태인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2012년과 2018년의

선로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선로부하 데이터에는 부하와 PV의

출력이 포함된다. PV의 연계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18년의 선로 부하에는 2012년보다 설치된 분산전원의 연계용량이 클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PV 데이터는 선로 인근 지역의 2018년 PV

출력을 사용하였으며, 원래 용량은 3.026MW이지만, 사례 연구 시

적용하는 용량에 따라 비례하게 출력 크기를 조정하였다. 

６.３.２  제한량과 분산전원 수용능력의 정량적 분석

2012년도와 2018년도 기준으로 태인 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그에 따른 PV 출력 제한량은 다음 표 ６-2, 그림 ６-14와 같다. 

2012년엔 발전 가능 에너지량의 0.1%인 27.7MWh를 제한하여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11MW에서 15MW로 4MW 증가할 수 있다. 아래

표와 그림을 통해 2018년엔 분산전원 연계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PV 

출력량을 더 많이 제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2012년보다

2018년에 기 연계된 PV가 증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６-2  PV 연계용량 증가에 따른 출력 제한량과 출력량

기준 연도 PV 연계용량 11MW 15MW 20MW 25MW

2012년

선로 부하

제한량[MWh]

([%])

0

(0)

27.7

(0.1)

677.6

(2.5)

2963.8

(8.6)

출력량[MWh] 15,203.0 20,703.6 26,964.1 31,588.4

2018년

선로 부하

제한량[MWh]

([%])

0

(0)

87.7

(0.4)

1480.4

(5.4)

4671.3

(13.5)

출력량[MWh] 15,203.0 20,703.6 26,964.1 31,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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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4  PV 증가에 따른 출력 제한량과 출력량

2018년 기준으로 각 주체 입장에서 출력 제한의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배전계통 운영자가 선로 정격용량만을 기준으로 태인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산정하면 10MW의 분산전원만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하를 고려할 경우 PV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11MW로 증가할 수 있다. 연간 0.4%에 해당하는 87.7MWh의 PV 

출력을 제한할 경우 분산전원 수용능력은 15MW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배전계통 운영자는 PV 연계를 위한 선로 증설을 지연할 수 있다. 또한

배전선로의 이용률을 증가할 수 있다. 87.7MWh 출력 제한으로 PV 

출력량은 15,203MWh에서 20,703MWh로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연간

5,500MWh의 PV 출력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로 이용률은

6% 증가하게 된다. 

신규 PV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규 PV 사업자들의 총 PV 출력을

87.7MWh 제한하면 PV 제한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4MW의

PV를 더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추가로 5,500MWh의 PV 출력 판매할

수 있게 한다. 기존 PV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계약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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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고 가정하면 제한량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므로 효용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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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제７장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한

분산전원의 모든 출력을 수용하는 기존의 Fit-and-Forget 운영에서

분산전원의 출력을 간헐적으로 제한하는 운영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분산전원 수용능력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 효과에 대한 연구와 분산전원 수용능력 증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분산전원의 출력 제한을

고려하여 배전계통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과 PV 특성을 반영하는 제한량 분석 방안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PV 출력 데이터와 선로부하 데이터를

시계열로 비교하여 제한량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시간대별 PV 

출력과 선로부하 데이터는 예측이 어려우며 해당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하여 또 다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별 분석은

계획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분석이다. 본 논문은 PV 출력과 선로부하가

월에 따른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패턴을 이용하여 PV 출력 제한량

범위와 기댓값을 분석하였다. PV 출력 제한량 범위를 이용하여

보수적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였고, 기댓값으로 PV 연계 옵션과

목적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였다.

패턴은 제한량 분석 시 PV 출력 제한과 상관없는 데이터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PV 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간시간대만의 PV

출력과 선로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그리고 월별로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패턴 비교 시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다른 월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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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비교를 제외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특이값을 제거한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적용한 추세선을 사용하였다.

패턴을 비교하여 PV 출력 제한량의 극값을 분석하기 위해 패턴을

PV 출력 지속곡선과 부하 지속곡선 형태로 생성하였다. 출력 제한량

계산을 위해서 PV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하의 데이터도 지속곡선 꼴로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PV 출력뿐 아니라 부하의 변동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지속곡선을 이용하여 극값들을 추정함으로써 출력 제한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제한량의 기댓값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V 출력과 선로부하의

확률분포 패턴을 생성하고 상호상관 함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순부하의 확률분포를 생성할 수 있었고 이에 배전선로 열적용량을

반영하여 제한량의 확률분포와 기댓값을 계산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 출력 제한량 분석 시 PV 출력

패턴만 고려하고 부하는 고정하는 방법과, PV와 부하 모두 24시간 연간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으로 부하의 변동성을 고려함으로써 현실값에

가까운 출력 제한량을 계산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PV 연계 용량 변화에 따른 제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배전계통 운영자는 연계 옵션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V 사업자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와 PV 

출력 최대화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연계 옵션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하였다. 균등 제한 옵션의 경우 PV 사업자의 효용

최대화와 PV 출력 최대화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형성되므로 PV 

연계 목적에 따라 분산전원 수용능력 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턴을 고려한 분산전원 수용능력과 제한량

분석은 미래의 PV 출력 제한량을 분석하고 비교하는데 명료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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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범위 추정으로 사업자가 수익 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전계통 운영자에게는 분산전원 수용능력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한 방법은 배전선로의 PV 출력 제한을

고려하여 배전선로의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분석할 뿐 아니라 변전소

MTR과 DTR의 PV 연계 총 용량을 추정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배전계통 운영자의 PV 제어를 위한 기본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PV 연계 용량과 그에 따른 제한량은 분석하였으나

경제성을 고려한 제한량의 최대 한계는 정하지 않고 고정값으로

가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제한량의 최대 한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사회 효용을 최대화하는 분산전원 수용능력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V의 출력 특성 및 선로부하의 특성과

출력 제한량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제한량을 책임지는 방법을 두가지 옵션으로 모든 PV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추후 각 PV 사업자 마다의 계약에 따라 출력

제한량 분배와 그에 따른 분산전원 수용능력을 산정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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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PV 비용 가정의 수치적 근거

본 논문에서 PV 사업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PV 출력 제한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의 70%라 가정하였다. 이는 발전량 한 단위당

판매 수익과 비용의 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발전량 한 단위당 평균

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은 발전 시설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총 발전량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으로써 식 (A-1)로

나타낸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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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PEX 는 t때의 재생에너지 발전기 자본비용이다. 이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주변기기 등을 포함한다. nOM 과 nFC 는 각각 운영 및

보수비용과 이자나 보험료를 포함한 금융비용이다. r 은

할인율(discount rate), d 는 성능 저하율(degradation factor), CF 는

이용률(capacity factor)이다. 그리고 RESC 와 T 는 재생에너지의 용량과

발전기 운영 기간을 의미한다.

LCOE는 국가 및 연도마다 매우 상이하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PV 

출력량과 PV 가격이 다르고, 연도에 따라 PV 설비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 A-1과 그림 A-1은 PV의 LCOE가 국가와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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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름을 보여준다 [65],[64].

표 A-1  2017년 국외 PV의 LCOE

국가

LCOE

가중평균치

($/MWh)

국가

LCOE

가중평균치

($/MWh)

일본 161 영국 94

베트남 152 터키 86

인도네시아 155 이탈리아 81

말레이시아 108 독일 78

필리핀 109 남아프리카공화국 69

태국 107 프랑스 65

중국 76 아랍에미리트 56

인도 68 이스라엘 56

그림 A-1  국내 PV의 LCOE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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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사례 연구는 국내 계통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비용 분석

예시로 국내의 PV LCOE 값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단위당 판매 수익도

국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PV 출력 판매로 얻는 수익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EC)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이용하여, 단위당 판매 수익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cost

LCOE
R

SMP REC
=

+
(A-2)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계통한계가격의 평균은 육지 기준으로

88.87원/kWh이고 제주 기준으로 139.66원/kWh이다 [66].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평균 가격은 97.25원/kWh이다 [67].

따라서 단위당 평균 판매 수익은 육지는 186.12원/kWh이고, 제주는

236.91원/kWh이다. LCOE를 2020년 값인 139.64원/kWh으로

고려하여, 앞서 구한 판매 수익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

육지는 75%, 제주는 59%이다 [64]. 해당 값은 과거의 데이터 통계와

예측하는 LCOE로 추측한 값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70%로

가정하였다. 해당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커질 수 있고, PV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작아질 수 있다. 즉,

계통한계가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LCOE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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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nergy Curtailment 

Considering PV and Load 

Characteristics 

for Increasing Hosting Capacity

in Distribution System

Hyeji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reasing the penetration level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has led to many changes in the 

operation of power system. Among them, securing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of power system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problem to be solved. This is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power system operators 

and increasing the total utility of distributed generation developers. 

Rural areas has a shortage of hosting capacity(HC) with fewer 

distribution lines than downtown due to its low load density 

although the areas have more needs for linkage of variable 

distributed generation such as photovoltaic(PV) power generator. 



112

However, HC can be effectively increased through intermittent 

limitations of PV output in consideration of the load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line and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PV.

Accordingly, in order to analyze HC in distribution line, distribution 

system operators(DSO) needs to analyze the curtailment energy of 

the distributed gen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load at the 

planning stage. This enables DSO to plan efficiently for expansion 

of distribution lines and acceptance of distributed generation, and 

moreover the distributed generation developers can increase 

capacity of distributed generation and make feasibility study with 

information about curtailment energy when it comes to linking 

distributed genera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using distributed generation and load characteristic patterns to 

analyze curtailment energy and HC in distribution systems whereas 

a number of studies that calculated hourly curtailment energy based 

on scenarios have been conducted. Although, this analysis leads to 

results depending on the specific scenario. Hourly analysis could be 

required when performing the power flow analysis for control 

distributed generation considering voltage constraints. However, 

distributed generation output is needed to be curtailed to satisfy 

thermal constraints of the line since voltage can be adjusted with

smart inverters or step voltage regulators. If voltage is not taken 

into account, estimating hourly curtailment energy in the planning 

stage requires many assumptions, but is an unnecessary analy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nual or monthly curtailment 

energy and HC using patterns, not hourly analysis with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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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his dissertation proposes a method of using patterns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distributed generation output 

and load, especially the study aimed at PV which can be plentifully

installed in distribution system due to less physical installation 

constraints compared to others of distributed generation. Monthly 

patterns utilizing only data of the PV generation time is generated to 

form patterns of the correlation between PV output and load, and 

also regression based trend lines are used to model the patterns 

with the unusual values removed. This dissertation shows a method 

using pattern of duration curve of PV output and load to obtai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curtailment energy, and using the 

cross correlation function to calculate expected value of the 

curtailment energy. 

The case study presents the comparison between the impacts 

of applying load patterns and fixed load, and it results in increased 

HC by considering the load variabi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when applying the proposed monthly patterns based on 

daytime data creates more accurate value than the annual patterns 

of existing study. Lastly, the analyze and compare the HC according 

to the linkage purpose and curtailment options are executed by the 

proposed method.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analyze the HC for 

MTR of substation or DTR of distribution line.

Keywords : hosting capacity, curtailment energy, PV output 

characteristic, load characteristic, cros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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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ystem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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