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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9월 15일 우리나라에 순환정전이 발생한 이후, 전력계통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비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운영예비력에 대한 용어가 재정립되었고, 운영예비력 확보량에도

변화가 생겼다.

운영예비력은 계통 병입 여부에 따라 순동예비력과 비순동예비력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순동예비력은 계통에 투입되어있는 발전기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력으로, 즉각적인 출력 변화를 통해 수급균형을 조절

하고 계통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해선 순동예비력의 확보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다. 순동예비력의 확보량을 결정하기 위해선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문

제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에는 정

확하지 못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예측오차, 발전기 탈락 등

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발전력 부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예측오차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순동예비력 확

보량이 많을수록 큰 외란에도 수급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순동예비력 확보량이 증가할수록 이를 위해 추가적인 발전기를 병입하거

나 발전기 배분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경제

성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순동예비력 확보는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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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순동예비력 산정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순동예비력 산정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순동예비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수급불균

형을 발생시키는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고려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현재 가장 경제성이 있고 계

통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풍력발전을 고려하였다. 시간대별로

오차의 확률분포를 다르게 나타내기 위해 각각에 대해 시간대별 수요예

측오차율, 시간대별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의 변화, 시간대별 풍력발전 예측

치에 따른 오차의 확률분포 변화를 기준으로 확률분포를 모델링 하였다.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예비력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같은 순동예비력 산정량에 대하여 제안한 방법이 단기

수급균형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통해 풍력

발전단지의 추가건설로 인한 계통 구성의 변화나 수요예측오차율이 감소

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순동예비력 확보량을 바꿈으로써 수급균형과 관련

된 불확실성의 증가나 감소에도 곧바로 대처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요어 :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단기수급균형신뢰도, 풍력발전 계통연계,

발전기기동정지계획

학 번 : 2012-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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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력계통의 실시간 급전운영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주파수를 적정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수요 부분

에서는 수요예측오차, 공급 부분에서는 발전기 탈락 또는 송전선 사고와

같은 외란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계통운영자

는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를 위

해 급전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를 초과하는 발전력, 즉 예비력을 확보하

게 된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급불균형 요소가 가지는 위

험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계와 동계의 냉·난방기기의 빠

른 보급 및 사용으로 하계와 동계의 최대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냉·난방

부하의 증가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수요예측오차율이 전에 비해 증가하

게 되었다. 연 최대부하의 증가로 인해 신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민원 문제로 인해 신규 발전소의 건설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기존 발전소를 확충하고 있어 발전단지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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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발전소 인입 송전선 사고나 발전기의 탈락이 발생하였을

때 계통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9월 15

일 발생한 순환정전은 위에서 언급한 수급불균형 유발 요소의 위험성이

증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문제로 인해 친환경적으로

전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단지건설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풍력발전이 가장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에너지원인 바람은 시시각각 풍속 및 풍

량이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원과는 다르게 그 출력을 조정할 수 없

다. 이러한 신재생 전원의 출력 예측 및 제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

부분에서 수급불균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신재생 전원

의 출력이 예측한 것보다 낮은 저출력 시에는 단기적으로 공급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수급불균형 발생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계통운영자는

운영예비력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운영예비력은 “수요의 변동 및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적정 주파수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력”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시간에 대해 4,0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예비력은 계통의 투입 여부에 따

라 순동예비력과 비순동예비력으로 나뉜다. 이 중 순동예비력은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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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어있는 발전원을 포함하며, 계통에 이미 투입되어있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발전력 제어에 대해 빠른 응동시간을 가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

는 역할을 한다. 순동예비력을 많이 확보할수록 공급 유연성이 늘어나

계통의 공급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발전기

투입이나 발전기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영상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순동예비력 확보는 계통의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헌 [1-2]에서는 계

통에서의 적정 예비력 기준을 제안하고, 과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검토

하였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증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오차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예비력 확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문헌 [3-5]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발전량과 예측오차 및 수요예측오

차에 대한 확률적 모델링을 토대로 풍력발전단지가 계통에 연계되어있을

때 필요한 적정 순동예비력을 구하였다. 문헌 [6-8]에서는 각각 확률적

발전기기동정지계획과 확률적 최적조류계산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의 계통

연계에 대비하는 예비력을 산정하였다. 문헌 [9]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예

측오차와 수요예측오차를 수급불균형 유발 요소로 산정하고, 이를 확률

적으로 모델링하여 정전비용을 포함했을 때 전체 비용을 최소화 하는 예

비력 확보량을 결정하였다. 문헌 [10-11]에서는 수요예측오차와 풍력발

전 예측오차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여 운영예비력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적절한 순동예비력의 확보 방안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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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왔다. 수급불균형에 대비하여 순동예비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

적인 계통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수급불균형 발생요소인 수요

예측오차, 발전력 탈락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예측오차

를 모두 고려해서 순동예비력 산정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신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순동예비력을 산정하였다. 이 때 각각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률분포 또한 시간대별

로 다르게 모델링하였다.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신재생에너지 예측

오차의 시간대별 확률분포는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 발전기의 Forced

Outage Rate(FOR), 신재생에너지 출력에 따른 예측오차 분포를 각각 이

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시간대에 대하여 정의한 ‘단기수급

균형신뢰도’가 일정하도록 순동예비력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산정하고, 기

존의 예비력 산정방법인 일정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예

비력 확보량 및 단기수급균형신뢰도 측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2 논문의 개요 및 구성

본 논문은 수급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인 수요예측오차, 발전

력 탈락, 풍력발전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시간대별로 모델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의된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일정하도록 시간대별 예비력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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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 1 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과 필요성, 논문의 개요와 구성에 대

해 설명한다.

제 2 장에서는 예비력의 분류 및 기존의 예비력 산정방법과, 현재 우

리나라의 예비력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을 위해 필요한 수요예측오

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가 시간대별로 다른 확률분포를 가지

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에 대한 확률분포를 모델링한다.

제 4 장에서는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기수급균

형 신뢰도를 정의하고 이를 정식화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

순동 예비력 산정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 연구 결

과를 제시한다. IEEE 118모선에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Deterministic한 방법 제안한 방법의 순동예비력 산정결과 및 단기수급

균형 신뢰도를 비교한다. 이어서 계통에서의 풍력발전 용량이 증가하였

을 때와 수요예측의 정확도 향상으로 인해 수요예측오차율이 감소하였을

때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 6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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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력의 분류와 산정방법

2.1 예비력의 분류

예비력은 응동시간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국가마다 다른 분류를 가지고 예비력을 산정하고 있다. 문헌 [12]에서

제시한 예비력의 분류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예비력의 분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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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에서는 운영예비력을 크게 정상상태와 고장상태에 필요한 예

비력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예비력의 응동시간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각의 예비력 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1과 같다.

분류 정의 비슷한 용어

Operating Reserve
유효전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모든

용량

Non-event Reserve
고장이 없는 정상상태에서 유효전력

균형을 위해 사용가능한 용량

Regulating Reserve

정상상태에서 현재의 불균형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반응하는

예비력

Load frequency

control,

primary/secondary

control

Load Following

Reserve

정상상태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불균형을 정상화하기 위한 예비력

(자동적일 필요는 없음)

tertiary reserve,

minute reserve,

balancing reserve

Event Reserve

고장으로 인해 정상상태 이상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유효전력

균형을 위해 사용가능한 용량

Contingency

Reserve

고장으로 인한 즉각적인 수급불균형

발생에 대처할 때 사용가능한 용량

disturbance reserve,

N-1 reserve

Ramping Reserve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이지 않은

수급불균형 발생에 대처할 때

사용가능한 용량

supplemental reserve,

balancing reserve

Frequency

Responsive Reserve

Contingency Reserve 내에서

유효전력 불균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주파수를

안정화하고(primary) 주파수를

정상상태로 돌리는(secondary) 예비력

Primary control

reserve, governor

droop, secondary

control reserve,

spinning reserve,

AGC

Replacement

Reserve

사용된 primary/secondary를

대체함으로써 이후의 수급불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력

Tertiary control

reserve, supplemental

reserve, balancing

reserve

표 2.1 예비력의 분류별 정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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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위의 예비력 분류 중에서 사고에 즉각 반응하여 주파

수를 안정화하고, 주파수를 정상상태로 돌리는 순동예비력(Spinning

reserve)의 시간대별 산정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2 기존의 예비력 산정방법

기존의 예비력 산정방법에는 Deterministic method, Statistical

method, Convolution method 등이 있다.

Deterministic method는 독립적인 몇 가지 상정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황을 토대로 예비력을 설정한다[12]. 이 때 각

상정사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건이므로, 필요한 예비력 확보

량은 그림 2.2와 같이 각 상정사고 발생 시 필요한 예비력의 선형적인

합이 된다.

그림 2.2 Deterministic method를 이용한 예비력 산정[12]

하지만 Deterministic method에서는 각 상정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예비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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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대체로 과대평가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Statistical method는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수요예측오차나 발전력

탈락의 확률분포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12]. 각각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두 변수의 합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며, 이 때 서로 상관관계가 없

다는 가정 하에서 수급불균형 오차의 확률분포가 가지는 분산은 식 (1)

와 같다.

_   

따라서 필요한 예비력 산정량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_ 

이 때, n은 신뢰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n이 증가할수록 예비력 산정

량이 증가하여 신뢰구간 또한 넓어지게 된다.

예로 그림 2.3에서 n = 3의 값을 설정하게 되면, 산정된 예비력은

99%의 수급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

된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n = 3 의 신뢰구간은 n = 2 일 때보다는 작고,

n = 4 일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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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tatistical method를 이용한 예비력 산정[12]

위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으로 예비력 산정량을 구할 수 있지만,

수급불균형 요소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

다. 수급불균형의 한 요소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오차의 확률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11]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방법을 이용한 예비력 산정결과

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Convolution method는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상관관계가 없는 요소

들의 오차에 대한 확률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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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onvolution method를 이용한 예비력 산정[12]

그림 2.4에서처럼, Convolution method는 발전력 탈락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수요예측오차, 풍력발전예측오차의 확률분포 등 수급불균형을 야

기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합성곱(Convolution)

의 결과를 구하고, LOLP, LOLE 등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예비력 산

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LOLP, LOLE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예비력 확보량이 달라진다. LOLP의 값이 작

을수록 예비력 산정량은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급불균형 확률은

작아지지만 예비력 확보를 위한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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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의 예비력 체계

2.3.1 ERCOT의 예비력 체계

ERCOT은 계통의 수급균형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 예비력 관련

보조서비스를 조정예비력서비스(Regulation service), 응답예비력서비스

(Responsive reserve service), 비동기예비력서비스(Non-spinning

reserve service), 대체예비력서비스(Replacement reserve service)의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13].

ERCOT의 조정예비력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주파소조정예비력에 대응

되는 개념으로, 계통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변동에 대응하여 계획된 주파

수를 유지한다. 조정예비력의 산정량은 과거 계통의 실적들을 토대로 아

래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확보량을 계산한다.

ERCOT은 과거 데이터로부터 전월 30일간, 전년 동월 30일간의 동

시간대에 대하여 1분 간격 Up-regulation과 Down-regulation 및 Net

load의 1분 변동량을 구하고, 1분 간격으로 구해진 값을 5분 구간 단위

로 그룹핑하여 최대값을 Up-regulation과 Down-regulation 및 Net load

5분 변동량의 대표값으로 설정한다. 그 뒤 각각에 대하여 전월 30일 간

의 360개의 5분 구간 대표값과 전년 동월 30일간의 360개의 데이터를 합

한 총 720개의 데이터에서 상위 98.8% 값을 추출하여 Up-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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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regulation과 Net load 5분 변동량 값 중 큰 값을 그 시간의 주파

수조정예비력으로 설정한다.

ERCOT의 응답예비력서비스는 상정사고 발생으로 상당한 주파수 편

차가 발생했을 때, 수분 이내에 계통의 주파수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발

전량을 제공하는 예비력이다. 따라서 계통에 투입되어있으며 10분 이내

에 지시된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응답예비력서비스 산정량은 최소

2,300㎿이다.

ERCOT의 비동기예비력서비스는 발전자원탈락, 부하예측오차 및 풍

력발전량의 불확실성에 대체하는 예비력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선 30분

이내에 목표 출력에 도달할 수 있어야하며, 그 이후 1시간 이상 지정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2 PJM의 예비력 체계

PJM의 예비력 체계는 조정서비스(Regulation service)와 운영예비력

(Operating reserve)로 분류된다[13].

PJM의 조정서비스는 계통의 주파수를 60㎐로 유지하기 위해 수급균

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빠른 응답속도를 가진 발전기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정서비스 산정량은 하루를 기준으로

On-Peak 구간일 경우 예측된 일일 최대부하의 1%, Off-Peak 구간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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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측된 일일 최소부하의 1%를 기준으로 확보된다.

PJM의 운영예비력은 30분 이내에 정해진 출력을 낼 수 있는 예비력

을 말하며, 1차 예비력(Primary reserve)과 2차 예비력(Secondary

reserve)로 나뉜다. 1차 예비력과 2차 예비력은 응동시간을 기준으로 구

분된다. 1차 예비력의 경우 10분 이내에 계통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력

자원이며, 동기예비력 및 비동기 예비력을 모두 포함한다. 2차 예비력은

10분 이상 30분 이하의 응동시간을 가지며 계통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

력 자원이며, 2차 예비력에 포함된 예비력 자원의 경우 계통에 대해 동

기 상태일 필요는 없다. PJM의 전체 운영예비력 산정량은 과소부하예측

오차율(Underforecasted Load Forecast Error)와 발전기 탈락률(Forced

Outage Rate)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며, 1년 단위로 산정되게 된다.

2.3.3 NYISO의 예비력 체계

NYISO의 예비력 분류는 PJM의 예비력 체계와 유사하게 조정 및

주파수응답서비스(Regulation and frequency response service)와 운영예

비력서비스(Responsive reserve service)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13].

NYISO의 조정 및 주파수응답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주파수조정예비

력과 마찬가지로 수급균형을 맞추어 주파수를 60㎐로 유지한다. 조정 및

주파수응답서비스는 NERC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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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반응율, 가용한 조정서비스 용량 등에 대하여 조건을 갖춘 공급자

의 시장 입찰을 통해 확보가 이루어진다.

NYISO의 운영예비력 서비스는 크게 10분 예비력(10-Minute

Reserve)와 30분 예비력(30-Minute Reserve)로 나뉜다. 10분 예비력은

10분 이내에 계통에 투입되어 출력을 낼 수 있는 동기예비력과 비동기예

비력을 모두 포함한다. 10분 예비력은 NYISO에서 상정하는 최대 단일

상정사고의 100%로 규정되며, 이 중 50% 이상은 동기예비력으로 산정

되어야한다. 30분 예비력은 30분 이내에 목표출력에 도달할 수 있는 발

전자원과 수요측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10분 예비력과 30분 예비력을

합친 운영예비력서비스의 총 산정량에 대한 기준은 NYISO의 최대 단일

상정사고의 150% 이상이다.

2.4 우리나라의 예비력 체계

우리나라의 예비력은 크게 설비예비력과 공급예비력, 그리고 운영예

비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류는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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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우리나라의 예비력 체계[14]

“설비예비력”은 전체 설비용량과 최대수요의 차로 정의되며, 공급예

비력과 계획정지 및 기타 이유로 발전이 정지된 발전량을 모두 포함한

다. 설비예비력에 포함되는 “공급예비력”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운영예비력과 이를 초과하여 급전정지 중인 발전력을 말한다.

“운영예비력”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주파수조정예비력

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 (동·하계전력수급대책 기간

은 20분 이내)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대기·대체예비력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 때 운영예비력은 모든 시간대에 4,000㎿ 이상을 유지하기로 되어있다.

운영예비력의 자세한 분류와 확보량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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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 기간 확보량 응동시간

주파수조정예비력 - 1,500㎿ 수초(Sec)

대기·대체 예비력

동·하계

수급기간

운전상태: 1,500㎿ 10분

정지상태: 1,000㎿ 20분

그 외 기간

운전상태: 1,000㎿ 10분

정지상태: 1,500㎿ 120분

표 2.2 운영예비력의 분류와 확보량[14]

표 2.2를 살펴보면 수급불균형 위험이 높은 동·하계 수급기간에는 대기·

대체예비력 중 정지상태의 예비력을 500㎿ 줄이고 운전상태의 예비력을 500

㎿ 증가시킴으로써 수급불균형에 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순동

예비력(Spinning Reserve)은 응동시간이 수초 정도인 주파수조정예비력을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은 동·하계 수급기간에는 3,000㎿,

그 외의 기간에는 2,500㎿를 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전단지의 집중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증가로 인해 수급불

균형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정한 순동예비력 산정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급불균형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순동예비력 확보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모든 시간

대에 같은 예비력 산정량을 가지는 국내 예비력 규칙을 유지한다면 예비력

확보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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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오차 등 수급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고, 이

를 토대로 수급불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순동예비력 산정량을 계산해야 한

다. 이 때 각 시간대별로 수급불균형의 불확실성을 계산하여 필요한 순동예

비력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확보한다면, 모든 시간대에 같은 예비력을 산정할

경우 생겼던 경제적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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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불확실성 요소의 시간대별 확률분포

모델링

3장에서는 시간대별 순동예비력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확률분포를

모델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불확실성

요소에는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예측오

차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풍력발전의 발전예측오차를 고려하여 각각에 대해 시간대별로

확률분포가 달라지는 이유 및 그 모델링에 대해 설명한다.

3.1 수요예측오차의 시간대별 확률분포 모델링

수급불균형에서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하계와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이다. 최근 냉방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온에 따라 수요가 크게 바뀌게 되면서 수요예측오차 또한 증가

하고 있다. 201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도 원인을 살펴보면

예년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냉방부하가 증가하면서 부하

가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계에는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가스연료 대신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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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겨울의 최대 수요가 증가하고 난방부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져 수요예측오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냉·난방부하의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냉·난

방부하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수요예측오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요

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모델링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한 가지로 수

요예측오차율이 있다.

아래 그림 3.1은 2009년의 수요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각 계절

의 시간별 평균 수요예측오차율의 그래프이다[15].

그림 3.1 2009년의 계절별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15]

그래프를 살펴보면 수요예측오차율은 각 계절별로, 그리고 계절 내에

서도 시간대별로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의

전력 사용패턴에 따른 비선형성 때문이며[16], 그 결과 수요예측오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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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모델링이 된다. 특히 하계와 동계의 수요

예측오차율을 춘계, 추계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춘계, 추계에는 없는 냉·난방부하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예측오차율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수요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생성한다면, 각 시간대에

포함되어있는 냉·난방부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오차의 분포가 생성되

므로 이를 토대로 산정된 예비력은 냉·난방부하에 대비할 수 있다.

수요의 확률분포는 예측수요를 평균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17], 수요예측오차의 확률분포는 평균이 0이고 시간대

별로 다른 표준편차를 가지는 정규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다.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의 산정방법은 식 (3)와 같다.

  






×  

여기서,

TEt : 시간 t 의 수요예측오차율 (%)

i: 분석 기간에서의 시간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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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시간 t 에서의 수요 실적(Actual Demand)

EDi: 시간 t 에서의 예측 수요(Expected Demand)

한편 수요예측오차인  의 확률분포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위 수식에서의  는 0 이상의 범위에서

반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반정규분포의 평균은 식 (4)을 만족해

야 한다.






 

따라서 정규분포로 모델링 되는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의 표준편차

는 아래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수요예측오차율을 계산할

때 수집한  의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식 (5)를 통해 시간대별로 다른 수요예측오차율의 데이

터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다른 수요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모델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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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시간대별 확률분포 모델링

풍속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의 발전량은 발전량이

제어 가능한 기존의 발전기와는 다르게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

서 풍력발전단지를 기존의 발전기와 같이 계통에 병입하여 이용하기 위

해선, 시간대별로 풍력발전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수

요예측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량에 대해서도 예측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예측된 풍력발전량의 수준에 따라 예측오차가 다른 분포를

갖게 되기 때문에, 풍력발전의 예측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서, 풍

력발전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예측오차의 확률분포도 시간에 따라 다르

게 모델링 된다. 문헌 [11]에서는 풍력발전 예측 오차의 확률분포가 풍력

발전 예측값의 수준에 따라 다른 확률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 풍력발전 예측값을 Class 1부터 Class 5까지의 다섯 단계

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모델링하였다.

Class의 값이 클수록 풍력발전 예측량의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용량이 470㎿인 4개의 풍력발전단지에서 구

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를 토대로 각각의 Class

에 대하여 풍력발전 예측오차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이를 확률분

포로 모델링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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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풍력발전량의 수준(Class 1∼5)에 따른

히스토그램 및 감마분포 형태로의 근사[11]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는 그림 3.2와 같이 감마분포로 모델링

이 된다. 각각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Class 3을 중심으로 Class 1, 2는 양

의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쉽고, Class 4, 5는 음의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력발전 예측량이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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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예측된 경우 그 결과가 과소예측되어 예측오

차가 양의 값을 가지는 방향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Class 4, 5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 경우, 그 결과가 과대예

측되어 예측오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방향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풍력발전 예측오차를 그림 3.2와 같이 감마분포 형태의 확률밀

도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선 기존의 감마분포 함수를 변형해야 한다. 기존

의 감마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식 (6)과 같다[18].



 
 



for        

매개변수인 k와 θ는 각각 모양 매개변수, 크기 매개변수이다. k값이

작을수록 확률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며, θ값이 작을수록 감마분포

의 최대값은 작아지게 된다. 위의 감마분포함수는 x > 0, 즉 양수인 구

간에서만 정의되며, 확률분포가 가지는 기댓값은 kθ이다. 풍력발전 예측

오차의 확률분포의 경우 양수값과 음수값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식

(6)을 x 축 이동해야 한다.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 평균을 0으로

가정한다면 수정된 감마분포형태의 확률밀도함수는 기존의 확률밀도함수

를 x 축으로 –kθ만큼 이동한 것과 같다. 그 결과 Class 1, 2, 3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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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함수는 식 (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Class 1의 경우 Class

3와 비교해서 확률밀도함수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는 Class 1

부터 Class 3까지는 Class가 낮을수록 모양 매개변수인 k값이 작다는 것

을 의미한다.

  


        for          

한편 Class 4, 5의 경우 Class 1, 2와는 반대로 0을 중심으로 오른쪽

으로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감마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kθ만

큼 x축 이동한 후 y축 대칭을 함으로써 Class 4, 5의 감마분포 형태의

확률밀도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 식은 아래 식 (8)와 같다. Class 5의

확률밀도함수가 Class 4보다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있으므로, Class 5의

모양 매개변수 k값이 Class 4보다 작게 설정된다.

  


        for          

본 논문에서는 위 식과 같이 모델링된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

포를 발전계획수립기간 동안의 예측 풍력발전량에 적용하여, 각 시간에

서의 공급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설정하였다. 예로 예측된 풍력발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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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과 같은 경우, 풍력발전량의 수준을 Class 1부터 Class 5까지 다

섯 단계로 나눈 후, 각 단계마다 다른 확률분포를 적용하여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3 하루의 시간대별 풍력발전량 예측치 및 Class 분류

3.3 발전력 탈락의 시간대별 확률분포 모델링

발전력 탈락의 시간대별 확률분포는 각 발전기의 발전량과 발전기의

사고정지율(FOR: Forced Outage Rate)을 토대로 모델링할 수 있다. 발

전기의 사고정지율이란 발전기가 운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확률로, 고

장 간 평균시간(MTTF: Mean Time To Failure)와 고장복구 간 수리시

간(MTTR: Mean Time To Repair)을 이용해 그 값을 구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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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시간 단위로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를 구하기 때문에,

사고정지율은 1시간 이내에 발전기가 운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확률로

정의한다. 이 때 계통에 병입되어 발전하고 있는 발전기가 탈락할 확률

은 그 발전기의 FOR 값이 되며, 반대로 발전기가 병입된 시간대에 탈락

하지 않을 확률은 (1-FOR)의 값을 가지게 된다.

시간 t에 대하여 발전기가 발전하는 발전량과 그 발전기의 사고정지

율의 곱을 통해 발전력 탈락의 확률분포를 구할 수 있다.

발전량 [㎿] 사고정지율(FOR)

G1 100 0.02

G2 150 0.05

G3 150 0.01

G4 200 0.03

표 3.1 발전기의 발전량과 사고정지율(FOR)의 예시

예로 임의의 시간에 대해 각 발전기가 발전하는 발전량과 사고정지

율이 표 3.1과 같은 경우, 발전기 사고에 의해 150㎿ 만큼의 공급력이 탈

락할 확률은 4기의 발전기(G1∼G4) 중에서 G2 또는 G3가 탈락하고 나

머지 발전기는 정상동작할 확률이다. 따라서 시간 내에서 발전기 사고에

의해 150㎿가 탈락할 확률은 식 (9)과 같다.



- 29 -

그림 3.4. 발전기 발전량 및 FOR을 토대로 만든 발전력 탈락의

이산확률분포

 ×××
×××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 t에서 발전력이 탈락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확률분포를 구하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와 같이,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는 수요예측오차나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와는 다르게 0㎿ 이상의 범위에서 이산확률분포 형

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의 결과로 각 발전기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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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발전량의 조합을 토대로 탈락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는 시간 t에 대하여 발전기의 사고정지

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모델링 된다. 이는 시

간대별로 변하는 수요에 맞춰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이 변하고, 그 결과 각

발전기가 발전하는 발전량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시간 t에서

발전기의 탈락사고로 인해 발전력 탈락이 발생한 경우, 사고에 의해 탈

락할 발전력은 탈락한 발전기의 총 발전가능용량이 아니고, 그 시간의

발전기기동정지계획에 의해 정해진 급전결과 만큼 발전력이 탈락한 것이

다. 따라서 발전기의 병입상황과 각 발전기의 급전결과가 각 시간대의

전력 수요 및 계통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전력

탈락의 확률분포 또한 시간대별로 다르게 모델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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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방안

4.1 단기 수급균형 신뢰도의 정의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모델링한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

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 및 이에 따른 위험도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계통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시간대별 순

동예비력 산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문헌 [10]에서는 수급균형을 이루는 확률을 이산확률분포로 모델링하

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요예측오차와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분포가

연속확률분포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t 시간대에서 순동예비력을 M(t)만큼 확보한 경우, 수요 및 풍력발전

예측오차, 발전기 탈락으로 인한 발전력 탈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한 수급불균형이 확보한 순동예비력을 초과할 확률, 즉 수급불균형 발

생확률은 식 (10)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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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t : 시간 t 에서의 발전력 탈락 확률변수

Lt : 시간 t 에서의 수요 예측오차 확률변수

Wt : 시간 t 에서의 풍력발전 예측오차 확률변수

Gtotal: 시간 t 에서의 총 발전량, 즉 기동정지계획 결과

t시간에 투입되는 발전기들의 최대발전량의 합

M(t): 시간 t 에서의 순동예비력 산정량

시간 t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확률은 앞에서 모델링하였던 수요

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합성곱(Convolution)을 구

한 값이 t 시간에 산정한 순동예비력 M(t)를 초과할 확률로 계산된다.

따라서 식 (10)을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세 가지 불확실성 요

소들에 대하여 시간 t에서의 수급균형 유지확률을 나타내는 단기수급균

형신뢰도 지수 N(%)을 식 (11)와 같이 정의한다.

  ×  

식 (11)에서 표현한 단기수급균형신뢰도 지수 N(%)는 시간 t에서 순

동예비력 산정량을 M(t)만큼 산정했을 때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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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다. 즉, 앞에서 모델링한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

측오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산정한 순동예비력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며, N이 높은 값을 가질수록 수급균형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정의한 단기수급균형신뢰도 지수를 토대로 수급균형 유지확

률이 일정 신뢰수준 이상이 되도록 순동예비력을 확보한다면, 시간대별

로 변하는 불확실성 요소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계통의 수급균형을 유

지할 수 있다. 이 때 시간 t에서 단기수급균형신뢰도 지수 N(%)을 만족

하는 순동예비력 Mt는 식 (12)과 같다.

 min   

 

4.2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알고리즘

각각의 시간대에 대하여 일정한 단기수급균형신뢰도를 유지하기 위

해선 각 시간대의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고 식 (12)을 풀어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중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의 경우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을 토대로

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1시간 단위의 급전계획을 고려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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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별 적정 순동예비력은 그림 4.1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1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알고리즘

Step 1. 각 시간에서 확보해야 할 순동예비력을 0으로 두고 발전기

의 기동정지계획을 수립한 후, 발전력 탈락의 확률분포를 구한다.

Step 2. 각 시간에서의 수요 예측오차율 및 풍력발전량의 Class를

토대로 수요 예측오차와 풍력발전 예측 오차의 확률분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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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각 시간에 대해 식 (12)을 만족하는 순동예비력을 산정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순동예비력으로 결정한다.

Step 4. 수렴하지 않을 시에는 Step 3에서 산정된 순동예비력을 기

준으로 Step 1부터 다시 수행한다.

그림 4.1의 알고리즘이 회귀적인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를 구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발전력 탈락의 확률분포는 각

시간대에서 발전기들의 급전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률분포

를 만들기 위해선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전

기기동정지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예비력 수준에 관한 조건식이 존재

하기 때문에,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각 시간대에서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이 정해져야 한다. 이 때 순동예비력 산정량은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를 포함하여 세 종류의 확률분포를 토대로 식 (12)에 의해

결정되므로, 순동예비력 산정량을 구하기 위해선 발전력 탈락 확률분포

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알고

리즘은 그림 4.1에서와 같이 회귀적인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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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연구

5.1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IEEE 118 모선

계통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IEEE 118모선의 54개 발전기의 정

보는 부록 A의 표와 같다.

IEEE 118모선은 위와 같이 계통 내에 총 54대의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7220㎿의 발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예측 수요 및 수

요예측오차율 데이터는 국내 전력계통의 2012년 7월과 1월 평일의 전형

적인 수요데이터를 토대로 IEEE 118 모선 계통의 최대 발전력을 고려하

여 조정하였다. 사례연구의 수요 예측치와 수요예측오차율은 각각 그림

5.1,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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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례연구의 하계와 동계의 수요 예측치

그림 5.2 사례연구의 하계와 동계의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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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본 논문에서는 문헌 [15]에서 인용하였던 그림 3.1과 같은 시

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에 대한 데이터만 있을 뿐, 수요예측오차 확률분

포의 표준편차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의 데이터가 없

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시간대별로 표준편차를 추

정하였다.

먼저 계절별로 i를 나눌 경우, 시간대 t에서의 ADi가 거의 같다고 가

정하면 식 (13)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적용될 수 있다[20].






  






×




이 때 예측수요와 실제 수요실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이며, 따라서 식 (13)은 식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따라서 시간 t 에서의 오차율이 TEt 일 때, 수요 예측오차의 확률분

포가 가지는 표준편차 은 예측된 수요실정을 토대로 식 (15)과 같이 나

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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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위해 문헌 [15]의 수요예측오차 그래프인

그림 3.1을 토대로 식 (15)를 적용하여 각 시간대의 수요예측오차 확률

분포의 표준편차를 설정하였다.

한편 발전기 탈락과 관련된 사고정지율(FOR) 데이터는 문헌[21]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이 때 같은 비용함수를 가지는 발전기 별로 종

류를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FOR이 같도록 설정하였다. 발전기 종류 별

FOR 값은 표 5.1과 같다.

Type Unit 번호 FOR

1
4, 5, 10, 29, 36, 40, 43, 44,

45
0.00015

2
7, 14, 16, 19, 22, 23, 26, 34,

35, 37, 47, 48, 51, 52, 53
0.0003

3 33, 41, 46, 49 0.00025

4 20, 21 0.0001

5
1, 2, 3, 6, 8, 9, 12, 13, 15,

17, 18, 31, 32, 38
0.0002

6 11, 39 0.00025

7 59, 61 0.00025

8 42, 50, 54 0.0001

9 27, 28 0.0002

10 30 0.0001

표 5.1 발전기의 종류별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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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의 발전용량은 500㎿로 설정하였으며, 이 때 예측된 풍

력발전량과 그 수준에 따른 Class 분류는 앞의 그림 3.3과 같다. 이 때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Class별 확률분포는 식 (7)과 식(8)을 이용하여 만

들었으며, 모양 매개변수 k와 크기 매개변수인 θ값 및 각각의 감마분포

형태의 확률분포는 그림 5.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5.3 풍력발전예측오차의 Class 별

k, θ값과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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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하계와 동계의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

위와 같이 사례연구를 구성한 상태에서 다음 두 경우에 대하여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Case 1 – 순동예비력을 고정된 일정량만큼 확보하는 경우. 즉,

계통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소들의 시간적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모든 시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순동예비력을 확보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순동예비력 산정 방안.

Case 2 - 수요 및 풍력발전의 예측 오차, 발전기 탈락사고라는 시

간에 따라 다른 확률분포를 갖는 불확실성 요소를 고려한 순동예비력으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여기서 계절별 부하 패턴에 따른 순동예비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하계와 동계의 부하 패턴과 수요예측오차율을 토대로 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 때 Case 1의 는 사례별 비교를 위해 발전계획수립기간인

24시간동안의 총 순동예비력 용량이 같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일정량

의 순동예비력을 확보하는 Case 1의 일정한 순동예비력 산정량은 우리

나라의 순동예비력 기준인 3000㎿를 IEEE 118모선의 54개 발전기의 비

율에 맞춰 270㎿로 선정하였다.



- 42 -

반면 Case 2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알고리즘을 토대로 단기수급균형 신뢰도가 일정하도록 시간대별로 예비

력을 산정하고, 식 (11)에서 정의한 단기수급균형신뢰도 지수를 계산하였

다. 이 때 단기수급균형 신뢰도의 기준은 Case 1과의 비교를 위해서 24

시간 동안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의 평균이 Case 1의 예비력 산정량 평균

인 270㎿와 5㎿ 이내의 차이가 있도록 단기수급균형 신뢰도를 결정하였

다.

5.2.1 하계의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

그림 5.4는 하계의 부하패턴과 수요예측오차율을 토대로 계산한

Case 1과 Case 2의 순동예비력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Case 1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은 270㎿로 그림과 같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한편 Case 2의 경우 시간별로 달라지는 수요

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를 고려하여 모든 시간대에서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99.4%가 되도록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 그림

5.4와 같이 시간대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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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하계의 Case별 순동예비력 산정결과

최대값 시간대 최소값 시간대
예비력

평균

Case

1
270 - 270 - 270

Case

2
370

12,

14,15,16
140 5, 6 272.5

표 5.2 하계의 Case별 예비력 최대, 최소값 및

예비력 산정량 평균

표 5.2는 하계의 Case 1과 Case 2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의 최대값과

최소값 및 24시간 기준의 산정량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Case 1과

Case 2의 순동예비력 평균은 각각 270㎿와 272.5㎿로 5㎿ 이내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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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만, Case 1의 경우 순동예비력이 일정한데 반해, Case 2의 경우

새벽시간대인 5, 6시에는 140㎿, 수요가 증가한 시간대인 12시, 14시, 15

시, 16시에는 370㎿로 산정량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Case 1과

다르게 Case 2의 경우 시간대별로 단기수급균형신뢰도를 일정 기준 이

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순동예비력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Case 1과

Case 2의 시간대별 단기수급균형신뢰도는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하계의 Case별 단기수급균형신뢰도

그림 5.5를 보면 Case 1의 경우 1시∼8시와 21시∼24시에는 99.9%에

가까운 수급균형신뢰도를 보이지만,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증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최소 96.9%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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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가장 낮은 15시는 최대수요시간(14시)이 아니

며, 최대 수요가 아니더라도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최하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수요예측오차 뿐만 아니라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

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항상 99.4% 이

상의 단기 수급균형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의 불확실성에 맞춰서 예

비력 산정량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며, 제안한 방법을 통해 순동예비력을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계통의 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2.2 동계의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

하계와 동계의 냉·난방부하와 관련하여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하계와 동계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동계의 수요 예측치와 수요예측오차율을 토대로 같은 사례연구를 진

행한다.

그림 5.6은 동계의 부하패턴과 수요예측오차율을 토대로 계산한

Case 1과 Case 2의 순동예비력 산정결과와 제안한 방법을 통해 앞에서

구한 하계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Case 1의 순

동예비력 산정량은 하계와 동계에 관계없이 270㎿로 그림과 같이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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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동계의 Case 2의 경우 시간별

로 달라지는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풍력발전 예측오차를 고려하여

모든 시간대에서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99.7%가 되도록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 그림 5.6과 같이 시간대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 동계의 Case별 순동예비력 산정결과

최대값 시간대 최소값 시간대
예비력

평균

Case 1 270 - 270 - 270

Case 2 -

동계
320 3 210 24 265.8

Case 2 -

하계
370

12,

14,15,16
140 5, 6 273.3

표 5.3 동계의 Case별 예비력 최대, 최소값 및 예비력 산정량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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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은 동계의 Case 1과 Case 2의 순동예비력 산정량과 하계의

Case 2의 순동예비력 산정량의 최대값과 최소값 및 24시간 기준의 산정

량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Case 1과 동계의 Case 2의 순동예비력

평균은 각각 270㎿와 265.8㎿로 5㎿ 이내의 차이를 가지지만, 하계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Case 1의 경우 순동예비력이 일정한데 반해, Case 2의

경우 예비력 산정량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한 하계와 동계의 시간대별 순동예비력을 비교하면 하계의 경우가

더 큰 편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냉방부하의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난방부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5.7 동계의 Case별 단기수급균형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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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의 Case별 단기수급균형신뢰도를 나타낸 그림 5.7을 보면 Case

1의 경우 6시∼12시와 20시∼24시에는 99.7% 이상의 수급균형신뢰도를

보이지만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증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수급균형

신뢰도가 최소 99.28%까지 감소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시간대에 상관없이 항상 99.7% 이상의 단기 수급균형 신뢰도를 유지하

게 된다.

5.3 풍력발전단지의 발전용량 증가에 따른 시간대별 순

동예비력 산정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순동예비력 산정방안은 추가적인 풍력발전단

지의 도입 등과 같은 계통구성의 변화에도 적용 가능한 유연성을 가진

다. 이번 사례연구에서는 수요 예측치와 발전력 탈락 정보는 앞의 사례

연구와 같게 두고, 풍력발전단지의 용량을 500㎿부터 2500㎿까지의 5가

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시간대별 순동예비력을 산정하였

다. 각 시나리오의 풍력발전단지 용량과 풍력발전 보급률은 표 5.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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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용량 (㎿) 풍력발전 보급률

Scenario 1 500 6.48%

Scenario 2 1,000 12.17%

Scenario 3 1,500 17.20%

Scenario 4 2,000 21.69%

Scenario 5 2,500 25.72%

표 5.4 Scenario별 풍력발전단지용량 및 풍력발전보급률

위의 다섯 종류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계산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는 그림 5.8과 같다.

그림 5.8 Scenario별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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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을 살펴보면 풍력발전용량이 증가하면서 시간대별 순동예비

력 산정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력발전용량이 증가

하면서 풍력발전예측오차가 가지는 불확실성 또한 동시에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Scenario 1을 기준으로 Scenario 2부터 Scenario 5까지의 순동예

비력 산정량과의 시간대별 차이를 비교하면 그림 5.9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9 Scenario 2∼Scenario 5와 Scenario 1의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 차이

그림 5.9를 보면 풍력발전단지의 발전용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시간

대별 예비력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력발전단지의 발

전용량이 증가하면서 풍력발전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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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에 대비하는 순동예비력 또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보급률

이 20% 이상이 되는 Scenario 4와 Scenario 5의 경우, 필요한 예비력 산

정량이 시간대별로 최대 90∼130㎿ 더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각 시나리오에 대해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순동예비력 산정

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력발전량의 수준이

Class 1에 속하기 때문에 풍력발전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급량이 부족할 확률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력발전

량의 수준이 큰 새벽시간대(1시∼9시)와 저녁 시간대(21시∼24시)에 비

해 순동예비력 산정량의 변화가 없다.

풍력발전의 보급 증가는 같은 수요에 대해서 기존 발전기의 발전력

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이 가지는 불확실성

으로 인해 수급균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산정방

법인 일정한 예비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계통의 수급불균형 확률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위 사례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일정한 예비력 산정 방법과는 다르게 풍력발전 보

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증가를 대비하여 예비력을 산정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풍력발전 보급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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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오차율의 변화

Scenario 1 기존 수요예측오차율 데이터 사용

Scenario 2 Scenario 1 대비 10% 감소

Scenario 3 Scenario 1 대비 20% 감소

표 5.5 Scenario 별 수요예측오차율의 변화

5.4 수요예측오차율 감소에 따른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결과

시간대별 예비력 산정결과는 수요예측오차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에, 수요예측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대별로 수요예측오차율이 달라진다

면,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발생확률이 낮아져 결과

적으로 필요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

례연구에서는 표 5.5와 같이 현재의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을 기준으

로 수요예측 기법의 발달로 인해 수요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각각

10%, 20%의 수요예측오차율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량을 비교하면

그림 5.10과 같은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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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Scenario 별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수요예측오차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필요한 예비력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Scenario 1의 예비력 산정량을 기준으로 Scenario 2와 3의 예비력 산정

량과의 차이를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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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Scenario 2, 3과 Scenario 1의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결과 차이

그림 5.11을 살펴보면 수요예측오차율이 90%로 감소한 경우

(Scenario 2)와 80%로 감소한 경우(Scenario 3)에 대해 각각 최대 50㎿,

최대 80㎿의 예비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비력 산정량

의 최대 감소 구간은 12시∼16시 사이로 나타나는데, 이는 12시∼16시

사이에 수요 예측치와 수요예측오차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

예측치와 수요예측오차율이 작은 시간대에 비해 실제 수요예측오차값이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위 사례연구를 통해 수요예측기법의 정확도 증가로 수요예측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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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게 되면 필요한 순동예비력 산정량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일정한 예비력 산정방법으로는 수요예측오차

의 기술발달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반

면,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으로 예비력을 산정하고 계통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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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전력계통에서 항시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계통 안정운영의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예비력은 전력계통의 수급균형 유

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계통에 투입되어있는

발전기가 확보하고 있는 순동예비력은 수급균형 유지 및 주파수 유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력에 관한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비력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순동예비력 확보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급불균형을 유발하

는 주요 요소인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신재생에너지 예측오차가 각

각 냉·난방 부하의 증가로 인한 수요예측의 어려움, 발전단지 대규모화

에 의한 발전기 탈락 시 발전력 탈락의 규모 증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으로 인한 예측오차 증가로 인해 순환정전 이후에도 그 위험성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급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수요예측오차, 발전력

탈락, 신재생에너지 예측오차의 불확실성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예측오차의

경우 수요예측오차율, 발전력 탈락의 경우 발전기기동정지계획이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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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바뀌며,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발전의 경

우 시간대별로 다른 풍력발전 예측량에 따라 그 오차의 분포가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수요예측오차율, 발전기기동정지계

획, 풍력발전 예측량에 따른 풍력발전예측오차를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다른 오차의 확률분포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기수급균형신뢰도

를 정의해 이 값이 일정하도록 시간대별로 순동예비력을 산정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제안한 방법의 경우 기존의 산정방법이 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순동예비력을 확보하는 것과 다르게, 단기수급균형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순동예비력 산정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난방 부하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대별 수요예측오차율이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는 하계와 동계의 경우, 각각의 순동예비력 산정

결과 또한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순동예비력을 시간대

별로 산정함으로써, 모든 시간대에 대하여 단기수급균형신뢰도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써 계통의 수급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발전의 계통도

입이 증가하였을 때와 수요예측 기술의 발달로 수요예측오차율이 전체적

으로 줄어들었을 때 시간대별 순동예비력의 산정결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풍력발전단지의 추가건설이나 수요예측오차율의 감소에도 빠르게

대응하여 단기수급균형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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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풍력발전단지의 추가건설 시 풍력발전단지가 가지는 불확실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순동예비력 산정량이 증가하였으며, 이 때 시

간대별 풍력발전 예측량에 따라 그 변화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요예

측오차율이 감소할 경우, 그 불확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동예

비력 산정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아직도 성장 중이다. 연 최대수요는 매

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문제로 인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계

통연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전력계통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예비력 산정방법 또한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

다. 이 중 순동예비력은 계통의 수급균형 조절과 일정 주파수 유지에 직

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비력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처럼 시간대별

로 순동예비력을 다르게 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성장이 진행 중인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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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a

(MBtu)

b
(MBtu/
㎿)

c
(MBtu/
㎿2)

Pmax
(㎿)

Pmin
(㎿)

Min
Off
(h)

Min
On
(h)

Ramp
(㎿/h)

Start
Up

(MBtu)

1 31.67 26.2438 0.069663 30 5 1 1 15 40

2 31.67 26.2438 0.069663 30 5 1 1 15 40

3 31.67 26.2438 0.069663 30 5 1 1 15 40

4 6.78 12.8875 0.010875 300 150 8 8 150 440

5 6.78 12.8875 0.010875 300 100 8 8 150 110

6 31.67 26.2438 0.069663 30 10 1 1 15 40

7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8 31.67 26.2438 0.069663 30 5 1 1 15 40

9 31.67 26.2438 0.069663 30 5 1 1 15 40

10 6.78 12.8875 0.010875 300 100 8 8 150 100

11 32.96 10.7600 0.003000 350 100 8 8 175 100

12 31.67 26.2438 0.069663 30 8 1 1 15 40

13 31.67 26.2438 0.069663 30 8 1 1 15 40

14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15 31.67 26.2438 0.069663 30 8 1 1 15 40

16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17 31.67 26.2438 0.069663 30 8 1 1 15 40

18 31.67 26.2438 0.069663 30 8 1 1 15 40

19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9

20 28 12.3299 0.002401 250 50 8 8 125 100

21 28 12.3299 0.002401 250 50 8 8 125 100

22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23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24 39 13.2900 0.004400 200 50 8 8 100 100

25 39 13.2900 0.004400 200 50 8 8 100 100

26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27 64.16 8.3391 0.010590 420 100 10 10 210 250

28 64.16 8.3391 0.010590 420 100 10 10 210 250

부록 A. IEEE 118 모선의 54개 발전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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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78 12.8875 0.010875 300 80 8 8 150 100

30 74.33 15.4708 0.045923 80 30 4 4 40 45

31 31.67 26.2438 0.069663 30 10 1 1 15 40

32 31.67 26.2438 0.069663 30 5 1 1 15 40

33 17.95 37.6968 0.028302 20 5 1 1 10 30

34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35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36 6.78 12.8875 0.010875 300 150 8 8 150 440

37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38 31.67 26.2438 0.069663 30 10 1 1 15 40

39 32.96 10.7600 0.003000 300 100 8 8 150 440

40 6.78 12.8875 0.010875 200 50 8 8 100 400

41 17.95 37.6968 0.028302 20 8 1 1 10 30

42 58.81 22.9423 0.009774 50 20 1 1 25 45

43 6.78 12.8875 0.010875 300 100 8 8 150 100

44 6.78 12.8875 0.010875 300 100 8 8 150 100

45 6.78 12.8875 0.010875 300 100 8 8 150 110

46 17.95 37.6968 0.028302 20 8 1 1 10 30

47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48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49 17.95 37.6968 0.028302 20 8 1 1 10 30

50 58.81 22.9423 0.009774 50 25 2 2 25 45

51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52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53 10.15 17.8200 0.012800 100 25 5 5 50 50

54 58.81 22.9423 0.009774 50 25 2 2 2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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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circulating blackout occurred in September 15th, 2011,

the importance of reserve margin to maintain reliable power system

is magnified. As result of this incident, categorization of operating

reserve and its margin are changed.

Operating reserve is categorized into spinning reserve and

non-spinning reserve in terms of its status whether it is connected to

the power system. Spinning reserve is defined as the reserve that is

connected into power system. It is involved in maintaining balance

between power supply and demand, and constant frequency of power

system by regulating its power output. Therefore, estimating spinning

reserve margin is important for reliable operating of power system. In

order to estimate spinning reserve margin, the problems that cause

power imbalance should be considered. The main issues contain load

forecasting error caused by inaccurate forecasting, lack of power

supply due to power outage and deficiency of power supplied from

renewable energy because of its forecasting error. The increasement

of spinning reserve margin makes power system more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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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it leads to more operating cost due to additional turning-on

generators and changes in unit commitment.

This paper presents an estimating method of spinning reserve

that has different spinning reserve margin in each time. Load

forecasting error, generator outage and forecasting error of renewable

energy output is considered to determine spinning reserve margin. In

renewable energy, wind power generation is mainly considered

because of its distinct increase in grid connection. Modelings o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are made based on the time-varying

demand forecasting error rate, results of unit commitment and wind

generation forecasting error depending on the forecasted wind

generation of each tim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that

maintain constant spinning reserve margin at all time, the result of

proposed method maintains constant short-term reliability of balance.

Moreover, the proposed method is capable of maintaining constant

short-term reliability of balance by changing spinning reserve margin

in each time in case of system configuration changes such as wind

generation extension or decrease in demand forecasting error rate,

which leads to the variation of supply and demand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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