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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학위논문에서는 지역 예비력(Zonal reserve)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Zone) 설정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지역 예비력은 송전혼잡에 

의해 구분되는 어떤 지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하는 예비력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외부로부터 예비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통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송전혼잡을 

고려한 별도의 지역 예비력 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예비력이 필요한 상황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대한 발전 의존도가 높을 때 특히 심화된다. 현재 국내 계통은 특정 

지역의 예비력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고 시 타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예비력과 지역 내 예비력의 

합이 지역 내 사고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대로 

2030년의 목표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대량 병입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자원의 부존도, 지대, 정치적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에 편중되고, 신재생 에너지의 기동 우선순위가 수도권 

지역의 발전기 기동 우선순위보다 높기 때문에 수도권의 타 지역 발전 

의존도는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이 상태에서 1차 사고로 수도권을 잇는 

융통 전력의 여유량이 없어지고,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도권 내부에 

발전기들이 기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예비력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송전선에 대한 PTDF(Power Transfer Distribution Factor),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 전기적 거리를 지표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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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들을 지역으로 군집화한다. 하지만 이 지표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역을 구분하여, 실제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구분 후보를 

휴리스틱(Heuristic) 기법으로 도출하고 이 중에서 실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지역 분할안을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지역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송전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송전선이다. 이 송전선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지역 분할의 

후보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DF(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CDF는 모선의 출력 변화가 송전선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PTDF를 정규화한 것으로 기준 모선 설정에 

따른 값의 변화에 영향이 없어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주요 송전선에 대한 CDF를 기반으로 계층 군집화를 수행하여 

계통을 tree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군집화 수준에 따라 

계통을 복수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준이 낮을수록 계통이 

작게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계통을 한 지역에서 군집화의 수준을 낮춰 

여러 지역으로 나눠가면서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지 안전 제약 

기동 정지 계획(Security-Constrained Unit Commitment)으로 

검증하여 최소 지역 분할안을 결정한다.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 분할안이 나오면 요구되는 예비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통을 잘게 나누어 예비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그 수준에서 

지역 분할안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지역 설정 방법을 2,048개 모선을 둔 국내 계통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현재 계통에는 지역 예비력을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2030년에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용량과 지역적 분포를 기반으로 모의를 하면, 계통 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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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만 운영할 시 중간 부하대에서 2차 사고에 공급 지장이 발생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 예비력을 운영하면 공급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지역 예비력을 확보하면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뢰도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통에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도입할 시 

경제적으로 지역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모의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계통 연계, HVDC, ESS 설치 등의 계통 계획 

시에도 운영적 방법론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전력 

계통의 선진화 과정에 요구되는 지역별 가격 체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역 예비력, 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 계통 신뢰도, 

전압 제어 지역, 계층 군집화, 기동 정지 계획 

학   번 : 2013-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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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가 지역 간 예비력 공유 문제를 

심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예비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서술하고 지역 예비력을 운영하기에 앞서 지역의 설정 방법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1.1.1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적 분포와 타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발전 의존도 심화 

 

우리나라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 기조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2030년

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 설비 용량으로는 63.8GW를 계획하고 있

는데, 그중 태양광, 풍력 비중이 80%에 달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자체에서는 공해가 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인 데다가 발전원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어 에너지 의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 각국

에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 과거에는 FIT(Feed in 

Tariff)로 현재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로 정책

상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태양과 바람이라는 자

원을 이용하기는 하나 역시 지역적인 빈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신재

생 에너지 입지 또한 지역적 차이가 있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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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즉, 태양광 에너지는 전남, 풍력 에너지는 강원도 해상

에 풍부하다. 즉, 수요 집중도와 자원 풍족도에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는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정책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설치 입지가 제한된다. 2017년 기준으로 태양광의 40%는 전

라도에 있다. 그림 1.1과 같이 이미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비수도권에 

편향되어 있는데, 전체 태양광 설비 5.8GW 중 3.7GW가 표 1.1과 같이 

상위 네 지역에 몰려 있으며, 비수도권과 전라도에는 각각 전체 설비 용

량의 90%, 전라도에 40% 정도가 존재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 면적 중 

임야, 농지, 염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달하여, 태양광 자원이 많

으면서도 경제적인 부지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부하

가 4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부하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은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태양광 자원의 지역분포와 지목별 개발면적 비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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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위 4지역의 태양광 설비 용량(2017, kW) 

전남 전북 경북 충남 

1,296,797 957,027 703,090 704,556 

 

풍력 단지 또한 지역적 분포를 보인다. 해상 풍력 단지의 경우 탐라

해상풍력(30MW)이 2017년에 준공되었고 서남해풍력의 경우 착공이 

미뤄져 2017년에 75MW를 건설 중이며 추후 400MW까지 확대할 계획

이다. 국내에 풍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에서 평균 풍속 분포도는 

그림 1.2와 같고 해상 사격장, 절대 보전지역, 해상공원을 배제하면 후

보지는 비수도권 해안과 강원, 제주지역으로 제한된다. 현재 준공 예정

인 풍력 단지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서남해 바다와 강원 산간 지방, 

경북에 있다. 실제 현재 계획되고 있는 40MW 이상의 풍력발전소 개발 

위치는 표 1.2와 같다. 

 

 

그림 1.2 평균 풍속 분포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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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40MW 이상 건설예정 풍력발전소 [3] 

용량(MW) 위치 

75 전북 고창 

96 전남 신안 

99 강원 정선 

99 강원 삼척 

63 경북 포항 

75 강원 강릉 

50.5 강원 삼척 

58.8 강원 삼척 

50.4 강원 삼척 

67.2 경북 울진 

67.2 경북 청송 

45.6 충북 단양 

 

상기 언급한 요건들과 건설 예정 현황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계획된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설치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030년에 계획된 34GW/18GW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지금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지역적 분포와 계획을 따른다고 하면 현재 

부하지-발전지로서의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즉, 수도권 지역의 과밀한 부하에 대한 외부 지역의 발전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수도권 지역의 가스 발전기보다 

기동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수요지와 발전지가 구분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지와 

떨어져서 개발되는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에서는 양쯔강, 주강의 풍부한 수력발전을 동해안 부하 집중지로, 

미국의 와이오밍 주의 풍력발전을 캘리포니아 주의 수요지로, 캔자스, 

오클라호마, 팬핸들 지역의 소위 wind alley에서의 풍력 자원을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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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로, tasmia 섬의 수력 발전을 호주 본섬으로 보낸다. [4-5] 

이렇게 원거리 발전지에서 수요지로 들어오는 융통 전력은 전압 

안정도를 이유로 제약되게 되는데 발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제약 

위반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급전 가능하지 않고 그 양이 불확실하다는 것 

또한 융통 전력에 제약을 가한다.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은 

에너지원의 간헐성이 문제가 되는데,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나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기의 날개(blade)가 돌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기타 

발전원들과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는 출력 조절을 하기가 힘들며, 조절은 

삭감(Curtailment)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된다. 즉 계통 운영자 

(System Operator) 입장에서는 비급전 자원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지니는 수요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관리의 

대상으로 구분하면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변동성은 

예측되는 출력량의 변화이고, 불확실성은 예측되지 않는 출력량 즉, 

예측 출력과 실제 출력의 차이를 말한다. 변동성은 예측이 되어 

계통에서 미리 발전기의 기동/정지, 출력량 조절을 계획해야 하고 

불확실성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를 메워주기 위한 대기 자원이 

필요하다. 즉, 전자는 기동 정지 계획과 경제 급전에서 다루고 후자는 

예비력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캘리포니아 계통 운영자인 

CAISO에서 2016년에 풍력 6GW, 태양광 11GW의 설비 용량 중 

측정한 5분 단위 예측 오차가 그림 1.3과 같이 1.2GW에 달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부하를 포함한 순부하의 예측 오차는 2GW에 달한다. 국내의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신재생 

에너지 예측 오차가 최대 5.5GW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신재생 예측 

오차는 신재생 발전이 편향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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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3 CASIO의 2016년 1월 31일 

(a) 풍력, (b) 태양광 (c) 순부하의 5분단위 오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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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전체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융통 전력을 변화시킨

다. 이때 예측 오차를 모두 주파수 조정 예비력이 감당한다고 하면 지역

별 주파수 조정 예비력에 비례하여 예측 오차를 분담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 지역의 융통 전력도 그 비례분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약 

주파수 조정 예비력이 전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예측 오차분

은 계통 관성이 감당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 지역의 

융통 전력은 그 지역의 관성 비율만큼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2030

년에 신재생 에너지의 5분 단위 예측 오차가 5.5GW 발생한다고 하고 

주파수 조정 예비력이 현재의 1.5GW에서 2.5GW로 증가한다고 가정하

더라도 3GW는 계통 관성으로 감당해야 한다. 국내 수도권 지역의 계통 

관성은 25% 정도로 최소 3GW의 25%인 7,500MW를 수도권 계통 관

성이 감당하게 되어 이 전력만큼 비수도권-수도권 융통 전력이 생기게 

된다. 즉, 신재생 에너지의 순간적인 출력 증가로 인해 최소 7,500MW 

정도의 융통 전력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최소라는 것은 수도권 지역

의 주파수 조정 예비력이 예측 오차를 분담했다면 융통 전력이 더 증가

하기 때문이다. 계통 관성의 대부분이 발전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반영하

고 주파수 조정 예비력도 그에 비례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융

통 전력은 0.99GW(관성)+0.825GW(주파수 조정 예비력)=1.815GW

만큼 증가하게 된다. 즉, 신재생 에너지의 순간적인 출력 증가는 주파수 

조정 예비력의 지역적 비율과 계통 관성의 비율에 의하여 추가적인 융통 

전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수도권 지역의 융통 전력 

제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수적으로 제재해야 함을 의미

한다. 

정리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편향된 지역적 증가는 다음의 두 가지 결

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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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 지역의 다른 지역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2.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송전선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송전 혼잡을 더 보수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은 지역 간 예비력이 공유되기 힘든 상황을 만든다. 

예비력과 예비력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은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1.1.2  예비력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과 대처방법 

 

전력 시스템은 전기의 비저장성으로 인해 항상 수급 균형이 맞아야 

함과 동시에 설계된 설비의 운전점을 유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계통 신뢰도, 적정도, 안전도, 안정도로 나타난다. 

 

 

그림 1.4 신뢰도, 안전도, 안정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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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신뢰도(Reliability)란 전력 계통이 운전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적정도(Adequacy)와 안전도(Security)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적정도는 공급 신뢰도라고도 하며 충분한 예비력, 계통 송전선 설비 및 

기타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기기까지 

포함하는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안전도는(Security)는 

안정적인 운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의 정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통의 신뢰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안정적인 운전 

상태는 안정도(Stability)와 연관된 것으로 안정도란 전력 계통에 

갑작스러운 외란이 발생할 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안정적인 운전 

조건으로 복구하려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1.4에서 신뢰도, 

안정도, 안전도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류 계산(Power Flow analysis)으로 송전 계통에서 각 버스의 

유/무효 전력, 전압, 위상을 회로로 푸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운전점에서의 안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예비력이다. 발전기 

탈락과 같은 사고에서 수급과 주파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송전 혼잡을 

관리하는 것, 전압 안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예비력을 확보하여 

필요 시 투입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예비력은 역할에 따라 

세분화된다.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예비력, 사고를 대비한 예비력, 

앞서 사용된 예비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예비력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확보한 종류별 예비력은 표 1.3과 같다. 주파수 

조정 예비력은 다시 G/F와 AGC로 나누어 각각 1,000MW, 500MW로 

확보된다. 그림 1.5는 한국, 유럽의 ENTSO-E, 북미의 NER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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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3 국내 예비력 종류와 확보량 [8] 

주파수조정 1,500㎿ 수초(sec) 

대기ㆍ대체 

동․하계 

수급기간 

운전상태 : 1,500㎿ 10분 

정지상태 : 1,000㎿ 20분 

일반기간 
운전상태 : 1,000㎿ 10분 

정지상태 : 1,500㎿ 120분 

 

아래 그림에서 예비력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과 용량을 지니

는데,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계통을 대상으로 확보된다. 하지만 실제로 

예비력이 계획된 용도에 맞게 쓰이려면 인도 가능성(Deliverability)을 

따져 봐야 하고 이는 예비력에 지역적 구분이 필요하게 만든다. 인도 가

능성이란, 구비한 예비력이 실제 사용될 때 물리적 제약을 위반하지 않

아 필요한 만큼 예비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그림 1.5 예비력 구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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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송전혼잡이 존재할 때 부하의 발전기 탈락  

 

그림 1.6은 전체 계통에 예비력이 필요한 만큼 확보되어 있더라도 

송전 혼잡으로 인해 예비력이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송전선이 탈락하는 1차 사고는 운영 상황에 제약으로 반영되어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는다. 이러한 N-1 사고는 상정 사고나 안전 

기동 정지 계획(Security-Constrained Unit Commitment)에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차 사고 때문에 부하지로 들어가는 

송전선에 여유 용량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하지 내부의 발전기 탈락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사고는 대비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고를 감당하기 위해 부하 감축이나 차단 같은 비싼 값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즉, 1차 사고 이후 송전 여유 용량이 적어진 

상태에서 2차 사고가 일어나면, 전체 계통에는 충분한 양의 예비력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송전 혼잡으로 인해 예비력이 인도되지 못하여 공급 

지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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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편향적 증대는 문제를 심화한다. 

먼저 외부 지역에 대한 발전 비중의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동 

우선순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주로 담당하게 되어 부하지의 

발전이 기동되지 못하게 한다. 즉 부하지의 예비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이 커져 송전 혼잡이 

보수적으로 예상되면 예비력이 인도되지 않는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한다. 

위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송전 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위 상황에서 송전선을 증설하면 송전선이 하나 탈락하더라도 

전과 달리 더 많은 송전 용량이 남기 때문에 외부 지역으로부터 

예비력을 인도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하지에 빠른 

ramping 자원을 증설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송전 혼잡이 

발생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하지에 있는 ramping 자원이 

사고에 대비한 발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Ramping 자원은 빠른 가스 

발전기의 기동, ESS(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 

송전선이나 발전원을 증설하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의 대처법이다. 운영 

단계에서의 대처법은 별도의 예비력 확보, 운영/시장 정산의 세분화, 

예측의 정밀화 등이 있다. 

먼저 운영/시장 정산을 세분화하는 것은 운영의 시간 단위를 

기존보다 짧게 잡고 그에 맞게 시장 정산을 해줌으로써 실시간으로 

수요를 더 정밀히 맞추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전기에 더 큰 

유인을 줌으로써 운영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예측을 정밀히 하는 것은 불확실성 자체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적 방법은 예비력을 

지역별로 따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필요한 

예비력이 송전 혼잡 때문에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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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이 아닌 특정 지역에 따로 산정한 예비력을 지역 예비력(Zonal 

reserve)라고 한다.  

 

표 1.4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심화된 예비력 공유 문제의 해결 방법 

층위 방법 효과 

계획 단계 대처 

(Planning) 

송전선 증설(송전 용량 증대) 송전혼잡 완화 

Ramping 자원의 확대 예비력 확보 

운영 단계 대처 

(Operation) 

지역 예비력(Zonal reserve) 예비력 확보 

운영/시장정산의 세분화 
불확실성의 감소, 

송전여유용량 확보 

운영/시장정산의 세분화 
불확실성의 감소, 

송전여유용량 확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해결 방법은 지역 예비력 운영이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의 해결법으로 계획 단계의 대처만 고려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송전선을 증설하는 것은 수천억~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가,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 등 정치적 

이유로 완공까지 넘어가야 할 장벽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발전소나 ESS 설치도 마찬가지다. 만약 운영 단계의 대처로 문제가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굳이 계획 단계의 대처를 할 필요가 

없고, 운영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대처할 때 운영 단계의 대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력 시스템 계획은 운영을 subproblem으로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송전선을 건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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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동시에 어떻게 운영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최적의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영적 해결 

방법은 최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 단계의 대처에서도 지역 예비력이라는 직접적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이와 관련해 [10]에서는 국내 계통으로 이러한 

상황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이며, 이에 별도의 지역 예비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하는 해외의 계통 

운영자(System Operator)들도 있는데, ISO NE(New England)는 

계통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사고 상황에서 지역의 2차 사고로 발전력 

탈락 시 30분 이내에 이 지역의 발전력 손실을 회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PJM에서는 지역 용량 시장을 따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림 1.7 수도권 발전력 탈락 시 고장 후 융통전력 여유 저감 [10] 

 

그림 1.7은 사고 상황에서 융통 전력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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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융통 전력이 많아질수록 수도권 지역의 전압은 감소되고 

분기(Bifurcation)를 지나면 전압이 붕괴된다. 여기서 현재 운전점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융통 전력까지의 전력을 여유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장이 발생하면 F-V 곡선이 이동하고 이 때 ∆F의 발전력이 탈락하면 

융통 전력의 여유량은 줄어 전압 안정도가 위협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전압 안정도에 의해 융통 전력이 제약받는 주요한 예는 그림 

1.8과 같은 수도권과 부산의 경우이다. 이 제약은 송전선로의 열적 제약 

때문이 아닌, 발전지에서 보낸 대규모 전력이 송전선을 따라 발생하는 

전압 강하로 인한 안정도 문제가 원인이다. 

 

 

그림 1.8 국내 계통의 융통전력 제약 예 

 

지금까지 국내 계통에서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하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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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지 않았던 것은 송전 제약으로 인해 예비력이 인도되지 않거나 지역 

내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부하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송전선 탈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융통 

전력에 여유가 있어 외부로부터 예비력을 받아올 수 있다. 즉, 예비력이 

인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어느 정도의 부하가 존재하는 시간에서 

송전선 탈락이 발생한 경우가 된다. 한편 최대 부하에서 송전선 탈락이 

발생하는 것은 송전 제약이 발생하여 예비력이 인도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최대 부하에서는 수급 자체를 맞춰주기 위해 

이미 응동이 빠른 가스 발전기들이 기동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지역 

예비력이 갖춰진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즉, 아래 표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 1.5 부하수준에 따른 문제상황 

경부하 
송전선 탈락에도 융통전력 여유 존재 

+ 수도권 발전기 일부 기동 

문제가 되는 

부하와 발전 상황 

송전선 탈락 시 융통전력 여유가 없고 동시에 

지역 내 예비력도 부족한 상황 

최대부하 
응동이 빠른 가스발전기들이 기동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 예비력 확보 효과 발생  

 

 

그러나 앞서 얘기한 2030년의 계통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편향된 신재생 에너지의 건설 위치로 융통 전력이 커지고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으로 제약을 설정해야 해서 현재보다 송전 제약이 

심화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장 주요하게는 송전선 탈락 시 융통 

전력의 여유가 없는 부하 수준에서 지역 내 예비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기동 우선순위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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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같은 최대 발전기를 기동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현상이 

원인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계획된 대량 병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 문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예비력을 따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 예비력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지역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전력 계통의 연계로 

Interconnection이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전의 지역 계통이 

자연스럽게 지역(zone)으로 설정되었지만, 국내 계통은 아직 지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전 혼잡이다. 전압 안정도, 각 안정도, 열적 제한 등에 의해 제약되는 

송전선과 이러한 송전선들이 어떻게 지역을 구분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모든 송전선을 대상으로 지역을 나누면 너무 잘게 지역이 

세분화되어 의미 없는 구분이 되고, 중요한 몇몇의 상정 사고 송전선을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더라도 몇 개로,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구분의 개수와 크기를 정하기 위해, 전압 제어 

지역과 CDF(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와 같은 계통 특성에 따라 

지역 분할의 후보군을 도출하고 이것이 실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여 지역 설정과 지역 예비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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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기여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예비력이 지역 간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대량 병입된 2030년의 국내계통 상황에서 발전 

의존도와 기동 우선순위에 따라 사고 시 공급지장이 발생함을 

모의로 확인하였다.  

∎ 해당 문제의 운영적 대처법인 지역 예비력을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적화 과정에 계통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분할 후보군을 

도출하는 휴리스틱 방법과 안전 기동 정지 계획을 활용하여 지역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 계통의 지역을 설정하기에 앞서 계통을 전기적 거리에 따라 

등가화 함으로써 지역설정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실제 국내계통에 해당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을 설정하고 2030년에 

계획된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됐을 때, 지역 예비력을 확보함으로써 

2차 사고에 대비하여 공급지장을 해결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 지역의 설정의 후보군을 Tree의 계층형태로 표현하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계통 운영자의 계통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 예비력을 운영하는 용이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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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전기적 근접성에 따라 계통을 기본단위로 표현하고, 기본

단위를 송전혼잡에 따라 다시 지역(zone)으로 군집화하여 지역 분할후

보를 도출하는 휴리스틱 방법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생성된 지역 분할 후보와 그에 따른 지역 예비

력(Zonal reserve)을 분석하고, 안전 기동 정지 계획을 풀었을 때 산정

된 2차 사고에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분할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2,3장의 지역 분할 방법을 현재의 국내계통과 2030년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가 반영된 국내 계통에 적용하여 최적 지역 분할을 

도출하고 지역별 CDF, 운영비용, ESS의 영향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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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기적 근접성과 송전혼잡을 고려한 

지역 분할 후보군 도출 방법 

 

 

본 장에서는 지역 분할의 후보군을 도출하는 휴리스틱 방법에 대해

서 설명한다. 먼저 전기적 근접성에 따라 계통을 기본단위로 나누어 등

가화하고, 이를 다시 송전혼잡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분할 후보군을 

도출한다. 

 

2.1 전기적 근접성에 기반한 계통 등가화 방법 

 

전기적으로 근접한 모선은 외란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가진다. 본 

절에서는 분할의 후보군을 도출하기에 앞서 전압 제어 지역(Voltage 

Control Area) 개념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근접한 모선을 군집화하고 

이에 따라 계통을 등가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1.1  전압 제어 지역(Voltage Control Area) 
 

송전계통의 기본적인 두가지 제어요소는 주파수와 전압이고, 계통의 

설비들이 이 두가지 요소의 일정범위 안에서만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요소를 일정한 범위 안으로 제어하는 것이 계통의 

안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즉, 계통의 안정도는 수급 불균형 등의 

외란 발생시 과도상태를 지나 주파수와 전압이 안정적인 운전점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주파수는 관성에너지와 관계되는 것으로 유효전력의 수급불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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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증감하는 관성에너지에 따라 그 값이 변하게 되며, 계통운영자는 

발전예비력을 구비해놓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게 된

다. 한편, 이 절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압 안정도는 송전계통에서 저항성

분보다 리액턴스 성분이 지배적인 특성으로 유효전력이 아닌 무효전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만약 적절한 전압 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한

다면 전압불안정이 생기고 분기점(Bifurcation)을 넘어갈 경우 전압 붕

괴(Voltage collapse) 문제를 야기하게 됨으로 전압에 대한 제어 가능성

(Controllability)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압 제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11-13].  

여기서 전압은 전역 변수(Global variable)가 아니라 지역 변수

(Local variable)로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모선의 전압이 모

두 각자 정해진 범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압-무효

전력의 관계로 전압제어는 무효전력원(Reactive power source)을 통해 

행하게 된다. 이 때, 계통의 모든 무효전력원이 모든 모선의 전압을 효

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기적으로 가까운 

모선에 대해서만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전기적 

연결이 강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전기적 연결이 약한 모선들의 무효전력

원이 최대로 출력을 내고 있어 추가적인 무효전력원이 없을 때 이 지역

의 모선들은 전압 제어 가능성을 잃고, 전압이 떨어질 경우 대처할 수 

없어 전압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이 전기적으로 가까운 모선들은 

외란에 대해 비슷한 전압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모선들을 묶은 지역을 전

압 제어 지역(Voltage Control Area)라고 한다. 즉, 전압제어는 지역성

을 가지는데, 전압 제어 지역을 전기적 특성에 따라 설정하고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주요연구과제가 되어왔다 [11-24].  

무효전력과 전압 제어에 대한 지역성은 전압 민감도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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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전압 민감도( ∂V/ ∂Q )는 식 (2.1)과 같이 쟈코비안 행렬의 

역행렬에서 도출할 수 있다.   

 

 ∆V𝑖 = −[
∂V𝑖
∂Q𝑗

] ∆𝑄𝑗 = −𝐽𝑖𝑗
−1∆𝑄𝑗 (2.1) 

 

이 때 쟈코비안 행렬은 보통의 계통 운전점에서 전압의 크기는 1 p.u에 

가깝고, 위상각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주로 어드미턴스에 의존하게 된다. 

즉, 전압 민감도는 주어진 계통선로정수에 의존하여 모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계통은 전압 제어 

지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게 된다.  

 

2.1.2  전압 제어 지역 설정 방법 
 

전압 제어 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전의 연구에서 주로 반영되었던 것은 쟈코비안 행렬과 전압 

민감도이다. 먼저 쟈코비안 행렬의 연결성에 따른 전압 제어 지역 

설정은 [11-13]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쟈코비안 행렬 중 

전압과 무효전력에 대한 부행렬을 이용하였다.  

 

 [

∆𝑃𝐺
∆𝑃𝐿
∆𝑄𝐺
∆𝑄𝐿

] = [

𝐴1 𝐵1
𝐴2 𝐵2

𝐶1 𝐷1
𝐶2 𝐷2

𝐴3 𝐵3
𝐴4 𝐵4

𝐶3 𝐷3
𝐶4 𝐷4

] [

∆𝛿
∆𝜃

∆𝐸/𝐸0

∆𝑉/𝑉0

] (2.2) 

 

쟈코비안 행렬을 나타내는 식 (2.2)에서 𝑃𝐺 , 𝛿 , 𝐸/𝐸0는 PV 모선의 

유효전력, 위상각,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며 𝑃𝐿 , 𝜃 , 𝑉/𝑉0는 PQ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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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유효전력, 위상각, 전압의 크기를 나타낸다. 전압 붕괴는 무

효전력과 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𝑃𝐺와 ∆𝑃𝐿를 0으로 놓고 연립

하여 전압과 무효전력 간의 관계를 표현하면 

 

 [
∆𝑄𝐺
∆𝑄𝐿

] = 𝐽∗ [
∆𝐸/𝐸0

∆𝑉/𝑉0] (2.3) 

 𝐽∗ = [
𝐶3 𝐷3
𝐶4 𝐷4

] − [
𝐴3 𝐵3
𝐴4 𝐵4

] [
𝐴1 𝐵1
𝐴2 𝐵2

]
−1

[
𝐶1 𝐷1
𝐶2 𝐷2

] (2.4) 

 

로 나타낼 수 있다. [12]에서 사용한 방법은 𝐽∗을 통해 모선간 연결정도

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𝐽∗ 행렬의 가장 큰 대각 요소는  

𝑑 = 𝑚𝑎𝑥(𝐽𝑖𝑖
∗ ) 

2. 행렬을 𝑑로 나누어줌으로써 정규화 

3. 정규화된 행렬의 각 열에 대해 비대각 성분을 크기가 작은 성분

순으로 제거하여 제거된 성분의 합이 α를 넘기 전까지 반복 

4. 3번 과정으로 만들어진 행렬에서 연결이 남아있는 모선이 전압 

제어 지역으로 설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α값의 설정인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행렬에서 

연결이 남아있는 부행렬의 고유값은 αd 이하가 되게 된다. 그러나 이 방

법은 용량이 큰 송전선이 다수 부착되어 있는 부하집중지역에서는 연결

을 조금만 제거하여도 α  값을 쉽게 넘기고 부하가 작은 지역에서는 많

은 연결을 제거하여야 α 값을 넘기게 됨으로써, α값을 키워감에 따라 부

하가 작은 지역만 소수로 잘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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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전기적 기본단위로 계통을 구분하기 위하여 전압 

제어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역에서 소수의 버스를 떼어

내는 방식보다 큰 지역 내부에서도 전기적 연결이 강한 비슷한 크기의 

작은 지역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적 거리 

정의를 활용하고 군집화하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전기적 거리로 전압 제어 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19-22]에서 전

기적 거리를 전압 민감도로부터 정의하는 식으로 연구되었다. 두 모선 

간의 전기적 거리는 특정 모선의 무효전력에 대한 두 모선의 전압의 변

화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이는 식 (2.1)을 통해 도출

한 것으로  

 

 ∆V𝑖 = −𝐽𝑖𝑗
−1∆𝑄𝑗 = [𝐽𝑖𝑗

−1/𝐽𝑗𝑗
−1]∆𝑉𝑗 = α𝑖𝑗∆𝑉𝑗 (2.5) 

 

와 같이 모선 𝑖, 𝑗의 전압, ∆V𝑖와 ∆V𝑗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α𝑖𝑗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데, α𝑖𝑖일 때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모

선의 연결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α𝑖𝑗는 무효전력의 변화에 대한 두 모

선의 전압변화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α𝑖𝑗 = α𝑗𝑖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

서 다음식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0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는 전기

적 거리를 정의한다.  

 

 𝑒𝑑𝑖𝑗 = 𝑒𝑑𝑗𝑖 = −log(α𝑖𝑗 ∙ α𝑗𝑖) (2.6) 

 

이제 정의된 전기적 거리( 𝑒𝑑𝑖𝑗 )를 이용하여 전기적 거리가 가까운 

모선끼리 군집화 함으로써 전압 제어 지역을 설정하면 되는데,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것은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이다.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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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는 요소 간의 거리 혹은 유사도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요소를 

결합시키는 순서를 tree 구조로 표현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잘라내

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림 2.1 계층적 군집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덴드로그램 

 

 그림 2.1은 이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덴드로그램

(Dendrogram)의 예이다. 세로축은 유사도 혹은 거리이며 가로축은 요

소를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29개의 요소를 거리에 따라 결합해나간 것

을 보여주고 있고, 거리가 2 정도 되는 수준에서 군집화하게 되면 초록

색, 파랑색, 빨강색과 같이 3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할 수 있다. 결합되

는 형태를 보고 클러스터의 기준이 되는 거리를 바꾸고자 하면 그에 맞

거
리 

혹
은 

유
사
도 

요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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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군집화를 하면 된다. 이 방법은 kmeans 군집화와 다르게 초기값에 

의존하지 않으며 군집화 개수를 사전에 정의해줄 필요가 없는 장점을 지

닌다. Kmeans 군집화에서 초기값 민감성 문제를 잡고 평가하기 위한 연

구들이 있지만 [25-26], 적절한 개수의 군집을 설계자가 선택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앞서 요소 간의 전기적 거리를 구했지만, 군집 간의 거리는 새로 정

의해 주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간의 거리를 재귀적 정의를 사용

한 가중 평균 연결을 이용하였다. 가중 평균 연결은 어떤 군집 𝑟이 앞서 

군집 𝑞와 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군집이라면 군집 𝑟과 군집 𝑠의 거리는 

군집 𝑞와 군집 𝑠의 거리와 군집 𝑞와 군집 𝑠의 거리의 평균으로 정의된

다. 

 

 

이 방법에서도 군집화의 수준을 설계자가 정해주어야 하지만, 형성된 

tree를 보고 설계자가 판단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

드로그램에서 형성되는 군집을 묶어나가다가 하위 군집에서 상위 군집 

까지의 거리가 특이하게 먼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상위 군집에 속

하는 하위 군집 간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이 하위 군집의 수준이 전기

적 거리로 특이하게 구분되는 지점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렇게 눈에 띄

게 구분되는 군집화 수준 중 설계자의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적

절한 수준을 정하면 된다. 최적화의 관점에서 이는 휴리스틱(Heuristic)  

방법이 되지만, 최초 seed와 개수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 없이 형성된 

군집 후보군에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자의 운영경험을 살려 군집

화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𝑑(𝑟, 𝑠) =
𝑑(𝑞, 𝑠) + 𝑑(𝑝, 𝑠)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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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을 전압 제어 지역으로 군집화하여 등가화하였다. 등가화 된 계통은 

지역 설정의 기본단위가 되고, 이후 계통운영을 모의할 때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등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적 근접성에 따라 계통을 전압 제어 지역으로 표현 

2. 기간 송전선의 정격전압 미만급 모선을 상위 모선에 통합 

3. 동위치/동종류의 발전기를 하나의 발전기로 등가화 

 

3의 과정은 예를 들어 만약 영흥유연탄발전기가 #1~6가 있다면, 유무

효출력 최소/최대값, 증감발률(MW/min)은 합하고 발전비용함수는 최소

/최대 출력 지점의 총발전비용과 그 사이 지점 값의 총발전비용을 2차함

수로 fitting하여 통합된 영흥발전기의 출력과 발전비용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하게 되었다.  

 

2.2 송전혼잡을 고려한 지역 분할 후보군 도출 방법 

 

본 절에서는 앞절에서 도출한 기본단위인 전압 제어 지역을 

송전혼잡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분할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송전혼잡을 고려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CDF(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이다.  

 

2.2.1  CDF (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 [27] 

 

CDF는 PTDF(Power Transfer Distribution Factor)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지표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PTDF를 변형/개선한 것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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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DF는 어떤 모선이 어떤 송전선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𝑃𝑇𝐷𝐹𝑖,𝑗,𝑙 =∆𝑓𝑙/∆𝑃 (2.8) 

 

 

그림 2.2 PTDF 

와 같이 표현된다. 위 표기에서, PTDF𝑖,𝑗,𝑙는 모선 𝑖와 𝑗에 ∆P만큼의 출력 

변화가 있을 때, 송전선 𝑙의 조류 변화(∆𝑓𝑙)를 나타낸다.  

CDF는 본래 시장을 통한 송전혼잡관리 연구에서 나온 개념이다 

[27-29]. [27]에서 시장 운영자는 에너지 거래를 통해 송전혼잡이 

발생하는 송전선에 대한 영향이 비슷한 모선의 집합인 congestion 

클러스터를 게시하게 된다. Congestion 클러스터는 해당 송전선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여러 tier로 나뉜다. 시장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를 확인하여 송전 혼잡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입찰을 진행하게 

되며 송전혼잡관리를 위해 든 비용도 CDF에 비례하게 하여 송전 혼잡 

유발에 대한 기여에 따라 분배한다. 본 연구에서도 주요 송전 혼잡선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CDF를 이용하였다. CDF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DC 조류계산에서 모선 𝑖와 𝑗사이의 조류 𝐹(𝑖, 𝑗)는  

 

 𝐹(𝑖, 𝑗) = 𝑏𝑖,𝑗(𝛿𝑖 − 𝛿𝑗)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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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며 이 때 𝑏는 두 모선사이의 송전선의 susceptance δ는 위

상각이다.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𝐹(𝑖, 𝑗) = {𝑀(𝑖,𝑗)}𝑇 ∙ {𝛿} (2.10) 

 

과 같다. 한편, DC 조류계산에서 위상각과 모선 유효전력과의 관계는 

 

 
{
𝑃1
⋮
𝑃𝑛

} = [(

𝐵1,1 ⋯ 𝐵1,𝑛
⋮ ⋱ ⋮

𝐵𝑛,1 ⋯ 𝐵𝑛,𝑛

)] ∙ {
𝛿1
⋮
𝛿𝑛

} 

{𝑃} = [𝐵]{𝛿} 

(2.11) 

 

으로 표현되며 𝐵는 susceptance 행렬이다. 이제 𝐹(𝑖, 𝑗)를 모선 유효전

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식 (2.11)을 위상각에 대해 정리하여 식 

(2.9)에 대입해주면 된다. 그런데, 𝐵의 대각성분은 그 행의 나머지 성분

의 합에 -1을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𝐵행렬의 rank는 n-1으로 특이

행렬이 되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모선의 위상각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위상각을 구하면 B행렬의 특이성을 제거하고 식 (2.11)을 

정리할 수 있다.  

 

 {𝛿−𝑛
𝑟𝑒𝑙} = [𝐵−𝑛]

−1{𝑃−𝑛} (2.12) 

 

식 (2.12)에서 아랫 첨자 −n은 각 벡터나 행렬에서 n번째 행과 열

을 삭제한 것을 의미하며 윗 첨자 δ−𝑛
𝑟𝑒𝑙은 δ𝑛에 대한 상대적인 위상각을 

의미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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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𝛿} = {{𝛿−𝑛
𝑟𝑒𝑙}
0

} + 𝛿𝑛{1} 

= [[𝐵−𝑛]
−1 0

0 0
] {𝑃} + 𝛿𝑛{1} 

(2.13) 

 

이며 이를 식 (2.9)에 대입하면 

 

 
𝐹(𝑖, 𝑗) = {𝑀(𝑖,𝑗)}𝑇 [[𝐵−𝑛]

−1 0
0 0

] {𝑃} + 𝛿𝑛{𝑀
(𝑖,𝑗)}𝑇{1} 

= {𝐷𝑛(𝑖, 𝑗)}
𝑇{𝑃} 

(2.14) 

 {𝐷𝑛
(𝑖,𝑗)

} = [
[B−𝑛]

−1 0
0 0

]
𝑇

{M(𝑖,𝑗)} (2.15) 

 

가 된다. 이제 식 (2.15)에서 distribution factor인 𝐷𝑛(𝑖, 𝑗)는 기준 모선

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𝐷𝑛(𝑖, 𝑗) ≠ 𝐷𝑚(𝑖, 𝑗) 이다. 

그런데 우리가 distribution factor를 송전선에 흐르는 조류를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값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한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𝐹(𝑖, 𝑗)는 다른 모선이 아니라 

모선 𝑖 와 𝑗 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 

distribution factor를  

 

 𝐷(𝑖,𝑗) = {𝐷𝑛
(𝑖,𝑗)

} + 𝛽(𝑖,𝑗){1} (2.16) 

 𝛽(𝑖,𝑗) = −
𝐷𝑛
(𝑖,𝑗)(𝑖) + 𝐷𝑛

(𝑖,𝑗)
(𝑗)

2
 (2.17) 

 

𝛽(𝑖,𝑗)만큼 이동시켜주면 𝐷(𝑖,𝑗)(𝑖)와 𝐷(𝑖,𝑗)(𝑗)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여기서 𝐷(𝑖,𝑗)는 𝐷𝑛
(𝑖,𝑗)

에서 서로 다른 n에 대해 구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으로 원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며 이 distribution factor

를 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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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DF와 지역 예비력을 고려한 지역 크기 설정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송

전혼잡이다. 송전혼잡은 주로 송전선 과부하와 전압 안정도, 과도 안정

도 등 안정도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계통에서 경험적으로 송전

혼잡이 자주 발생하거나, 주요하게 다루어 졌던 송전선이 지역의 구분에 

유효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전압 제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을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한 것은 전압 제어 지역의 주요 송전선에 대한 

CDF 값의 유사도이다. 이 때 주요 송전혼잡선로는 운영 경험, 안전 기

동 정지 계획(SCUC), Case study를 통해 사전적으로 구한 것을 이용한

다. 

먼저, 주요 송전제약이 걸리는 송전선에 대한 모든 버스의 CDF를 

구한다. 그림 2.3는 계통 전체에 주요 송전선이 𝑝개, 버스가 m개 있을 

때, 모든 CDF를 나타낸 행렬이다. 이후 𝐶𝐷𝐹(𝑖, 𝑙)라 함은 아래 행렬의 

𝑖, 𝑙 성분을 의미한다. 

 

 

그림 2.3 CDF 행렬의 형태 

여기서 전압 제어 지역 내 모선들의 주요 송전선에 대한 CDF의 평

균을 해당 전압 제어 지역의 CDF로 정의한다. 

 

 𝐶𝐷𝐹𝑉𝐶𝐴_𝑖 =∑𝐶𝐷𝐹(𝑖, 𝑙)

𝑖

/𝑚𝑖𝑓𝑜𝑟𝑖 ∈ 𝑉𝐶𝐴_𝑖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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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𝑚𝑖는 𝑖번째 전압 제어 지역(𝑉𝐶𝐴_𝑖)의 모선 수이다. 이제 각 전압

제어 지역별로 𝑝개의 주요 송전선에 대한 CDF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이

를 좌표로 하여 전압 제어 지역간 CDF의 거리(비유사도)를 얻는다. 

이제 도출한 CDF 거리를 통해 전압 제어 지역간 결합 tree를 생성

한다. 결합 tree역시 앞서 언급한 덴드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은 전기적 거리와 주요 송전혼잡 선로에 대한 CDF로 군집화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CDF로 생성한 덴드로그램의 결합 tree 수준

에 따라 지역이 분할된다.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복수의 지

역 분할 후보가 생기는데 이 중에 어떤 지역 분할을 최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다음 장에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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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압 제어 지역 설정과 CDF 군집화를 통한 지역 분할 후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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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최적 지역 분할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지역 분할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역 분할을 하는 이유는 분할된 지역마다 지역 예비력을 구

비해 놓음으로써 2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역 예비력에 관한 기

존 연구는 기존의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 예비력의 운영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실시간 예비력 시장에서 지역 예비력의 산정과 운

영 그리고 지역 예비력 제약이 shadow price로 예비력 시장과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연구 주제가 된다 [30-33]. 한편, 

국내와 같이 지역이 사전에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관련한 연구로는 송전혼잡에 따라 dynamic하게 

지역을 나누어 송전혼잡을 관리하는 [27-29]와 같은 연구와 사고 급파

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발전력 공유를 위해 HVDC 혹은 계통 분리를 통

한 분할 방법에 관한 연구 [34-37], LMP, PTDF, 전압 민감도 등의 전

기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8-40].  

이 중에서 2차 사고에 대비한 예비력 운영을 위해 지역을 분할하는 것

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 분할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어떤 크

기와 개수로 나누는 것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 분할안인지를 제

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예비력이 

배정될 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2장의 기준에 따라 분할후

보를 도출하고, 분할 후보 중에서 2차 사고로 인해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운영이 가능한 후보를 선택한다. 이 때, 지역의 수가 작은 후보에

서 수가 많은 후보로 검증해 나가는데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분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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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면 그것을 최적해로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3.1 지역 분할 선택 과정 

 

2장에서 도출한 지역 분할의 후보를 선택하는데 사용한 것은 도출

한후보가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지의 유무이다. 현재 국내 계통처럼 

전체시스템을 대상으로 예비력을 구비하여도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

다면 지역을 나눌 필요가 없지만,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계통상황이 변화

함에 따라 2차 사고를 대비한 지역 예비력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

서 알고리즘의 시작은 지역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사고를 대

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군집화 수준을 낮추어 분

할된 지역으로 예비력을 구비하였을 경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지

역 분할을 찾아 최적 지역 분할을 선택한다.  

 

 

그림 3.1 지역 분할 선택 과정 

 



 

 36 

그림 3.1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먼저 군집화 수준이 결

정되면 이에 따라 지역과 지역 예비력이 결정된다. 이것을 입력으로 하

여 안전 기동 정지 계획(SCUC)을 풀고 해가 나오는지, 발전비용과 예

비력 비용은 어떻게 변하는지, 선로의 부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다. 

안전 기동 정지 계획은 1차사고 상황에서도 구비한 발전력과 예비력으

로 계통을 문제없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용한다 [41-43]. 

자세한 최적화 방법은 3.3절에서 다룬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그림 3.2와 같이 24시간 안전 기동 

정지 계획을 풀어 나오는 각 시간대별 발전기 기동 상태와 발전량을 입

력으로 하고, 이후 시간대에 대하여 기동정지계획을 풀어 시간대별 2차 

사고 발생시 공급지장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그림 3.2 SCUC 결과를 입력으로 사고 상황 확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군집화의 수준이 결정된 이후 모의를 통해 2

차 사고 시 상황 등 계통 운영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Feasibility check 

과정이라고 하였다. Feasibility check에서 만약 공급지장이 발생한다면, 

지역 예비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한 지역 분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군집화의 수준을 내려 더 잘게 지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점점 지역이 잘게 나누어지는 분할 후보를 선택하다가 2차 사고

를 대비할 수 있게 되면 과정을 멈추고 이 때의 지역 분할 방법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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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역 분할로 선택한다. 

그림 3.3은 군집화 수준에 따른 지역 분할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

다. 분할이 작고 지역이 큰 후보에서는 2차 사고에 대해 예비력이 공유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분할을 잘게 하다가 2차 사고를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2차 사고에 대한 공급지장은 

없다. 여기서 더 잘게 지역을 나눌 경우 마찬가지로 2차 사고에 대한 대

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지역간 예비력 공유에 문제가 없어 앞서 해결가

능한 지역 분할안과 같은 예비력 운영결과를 갖는다. 즉,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역 분할 후보가 된다. 

 

 

그림 3.3 군집화 수준에 따른 지역 분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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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차 사고의 크기 산정 

 

2차 사고를 모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2차 사고의 크기이다. 본 

연구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2차 사고의 크기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사고에 수급변동의 크기로 결정되었다. 최대사고는 지역내 최

대크기의 단일 발전기 탈락이나 지역간 송전선 탈락으로 산정된다. 이 

때 발전기 탈라과 송전선 탈락은 다른 영향으로 지역 내 예비력이 필요

하게 만든다. 먼저 발전기 탈락의 경우 지역간 송전혼잡이 발생하여 외

부로부터 예비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탈락한 발전력을 대체해줄 

빠른 응동의 예비력을 필요하게 만든다. 반면 송전선 탈락의 경우 탈락 

이후에도 지역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다른 송전선의 우회전력이 증가하여 

지역으로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

지만, 서론의 F-V 곡선과 같이 송전선이 탈락하면 융통전력 여유량이 

감소한다. 이미 1차사고로 융통전력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2차 송전선 

탈락이 일어나면 융통전력의 여유가 감소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전압 안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지역 내에서는 융통전력 감소량

만큼 발전을 증가시키고 외부지역에서는 발전을 감소시켜 전압 안정도를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발전기 탈락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예비력이 필요

하게 된다. 발전기 탈락을 포함한 2차 사고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최대

발전기가 탈락하고 여기에 주파수 조정예비력의 지역 비례분 만큼 수급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식 (3.1)은 발전기 사고를 포함한 최

대 2차 사고를 나타낸 식이다.  

 



 

 39 

 2ndcontingency𝑔𝑒𝑛 = max_gen𝑧𝑜𝑛𝑒 + (G/F + AGC) ∗ 𝐿𝑧/𝐿 (3.1) 

 

여기서 max_gen𝑧𝑜𝑛𝑒는 지역내 최대발전력이고 G/F와 AGC는 주파수 조

정예비력 중 governor free 예비력과 Automatic Generation Control에 

해당하는 예비력, 𝐿𝑧  는 지역 z의 부하크기, 𝐿는 전체 시스템의 부하크

기이다. 한편, 송전선 탈락을 포함한 2차 사고의 경우 융통전력 합계제

약에서 탈락으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제약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내 예비력이 사용되도록 모의에 반영하였다.   

 

3.3 지역 예비력을 포함한 안전 기동 정지 계획 

 

본 연구에서는 분할된 지역의 운영과 예비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DC OPF를 포함한 24시간 기동정지계획을 시행하였다.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𝑗 ∈ 𝐺, 𝑡 ∈ 𝑇, 𝑙 ∈ 𝑁𝐿, 𝑖, 𝑘 ∈ 𝐾, 𝑙𝑛 ∈ 𝐿𝑁, 𝑊 ⊆ 𝐺 

 

 목적함수 min∑ ∑ 𝑐𝑜𝑠𝑡(𝑗, 𝑡)𝑗𝑡  (3.2) 

 

제약조건 

 

 𝑐𝑜𝑠𝑡(𝑗, 𝑡) = 𝑁𝐿𝐶(𝑗) ∗ 𝑢(𝑗, 𝑡) +∑𝑆(𝑙, 𝑗)𝑋𝑠,𝑙(𝑗, 𝑡)

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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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𝑗, 𝑡) = 𝑃𝑚𝑖𝑛(𝑗) ∗ 𝑢(𝑗, 𝑡) +∑𝑆(𝑙, 𝑗)𝑋𝑠,𝑙(𝑗, 𝑡)

𝑙

𝑓𝑜𝑟𝑗 ∉ 𝑊 (3.4) 

 𝑋𝑠,𝑙(𝑗, 𝑡) ≤ 𝑠𝑒𝑔(𝑙, 𝑗) − 𝑃𝑚𝑖𝑛(𝑗)𝑓𝑜𝑟𝑙 = 1 (3.5) 

 𝑋𝑠,𝑙(𝑗, 𝑡) ≤ 𝑠𝑒𝑔(𝑙, 𝑗) − 𝑠𝑒𝑔(𝑙 − 1, 𝑗)𝑓𝑜𝑟𝑙 > 1 (3.6) 

 ∑𝐵(𝑖, 𝑘) ∗ (𝛿(𝑖, 𝑡) − 𝛿(𝑘, 𝑡)) = (𝑃(𝑗, 𝑡) − 𝑃𝐿(𝑗, 𝑡))/𝑏𝑎𝑠𝑒𝑚𝑣𝑎

𝑘

 (3.7) 

 

𝐺는 발전기 집합, 𝑇는 시간 집합으로 24시간을 의미하며, 𝑁𝐿은 2차 발

전비용함수를 구간 선형화하기 위한 구간 개수 집합, 𝐾는 버스 집합, 

𝐿𝑁은 송전선 집합, 𝑊는 양수발전 집합이다. 𝑢(𝑗, 𝑡)는 발전기의 on/off 

이진 변수이다. 식 (3.2)는 목적함수로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게 된다. 식 (3.3)-(3.6)은 각 발전기의 발전량과 발전비용함

수를 구간 선형화한 식이며 𝑆(𝑙, 𝑗)은 발전량 대 발전비용의 그래프에서 

각 구간별 기울기, 𝑠𝑒𝑔(𝑙, 𝑗)는 구간의 크기를 의미한다. 식 (3.5)-(3.6)

을 통해 식 (3.4)에서 발전기 𝑗의 𝑡시간에서의 발전량이 식 (3.3)에서는 

그 비용이 도출된다. 식 (3.7)는 DC 조류계산 식으로 𝐵(𝑖, 𝑘) 는 

susceptance 행렬의 𝑖, 𝑘 성분을 𝛿(𝑖, 𝑡)는 발전기 위상각을 의미한다. 즉, 

이 식은 선로의 저항성분을 0으로 하고 위상 각 차이의 사인함수를 위

상 각 차이로 근사하여 모선간 조류식을 나타낸 것이다. 

 

 ∑(1 − 𝑢(𝑗, 𝑡)) = 0

𝐼𝑂𝑁

𝑡

 (3.8) 

 
∑ 𝑢(𝑗, 𝑛) ≥ 𝑈𝑇(𝑗) ∗ (𝑢(𝑗, 𝑡) − 𝑢(𝑗, 𝑡 − 1))

24−𝑈𝑇(𝑗)−1

𝑛=𝑡

 

𝑡 = 𝐼𝑂𝑁 + 1,⋯ ,24 − 𝑈𝑇(𝑗) + 1 

(3.9) 

 
∑𝑢(𝑗, 𝑛) − (𝑢(𝑗, 𝑡) − 𝑢(𝑗, 𝑡 − 1)) ≥ 0

24

𝑛=𝑡

 

𝑡 = 24 − 𝑈𝑇(𝑗) + 2,⋯ ,24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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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𝑢(𝑗, 𝑡)) = 0

𝐼𝑂𝐹𝐹

𝑡

 (3.11) 

 
∑ 1− 𝑢(𝑗, 𝑛) ≥ 𝐷𝑇(𝑗) ∗ (𝑢(𝑗, 𝑡 − 1) − 𝑢(𝑗, 𝑡))

24+𝐷𝑇(𝑗)−1

𝑛=𝑡

 

𝑡 = 𝐼𝑂𝑁 + 1,⋯ ,24 − 𝐷𝑇(𝑗) + 1 

(3.12) 

 
∑1− 𝑢(𝑗, 𝑛) − (𝑢(𝑗, 𝑡 − 1) − 𝑢(𝑗, 𝑡)) ≥ 0

24

𝑛=𝑡

 

𝑡 = 24 − 𝐷𝑇(𝑗) + 2,⋯ ,24 

(3.13) 

 

식 (3.8)-(3.13)은 기동정지제약으로 발전기마다 정해져 있는 최소 기

동시간(𝑈𝑇 )와 최소 정지시간(𝐷𝑇 )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4]. 

식 (3.14)-(3.15)는 발전기 최소/최대제약, 식 (3.16)-(3.19)는 ramp 

제약을 나타낸다 [45-46]. 𝑃𝑚𝑖𝑛/𝑃𝑚𝑎𝑥는 최소/최대 발전량, 𝑃𝑢𝑝𝑝𝑒𝑟(𝑗, 𝑡)는 

시간대별 발전기 𝑗의 발전량 상한, 𝑟𝑎𝑚𝑝𝑚𝑎𝑥(𝑗)는 발전기 최대 증/감발량,  

𝑠𝑡𝑎𝑟𝑡𝑢𝑝(𝑗)/𝑠ℎ𝑢𝑡𝑑𝑜𝑤𝑛(𝑗) 는 발전기 기동/정지 감발량을 의미한다. 식 

(3.16)에서 발전기 출력은 전 시간대의 출력에서 최대 증발량을 더한 

것을 넘을 수 없고, 여기에 기동하지 않고 있던 발전기의 경우 start-

up 증발량을 추가로 고려해주게 된다. 식 (3.17)에서는 정지될 계획인 

발전기의 경우 전시간의 발전량이 shut-down 감발량보다 작아야한다. 

식 (3.18)에서는 발전기 감발량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발전량은 전시간

대의 발전량에 최대 감발량을 뺀 것보다 작을 수 없다. 여기에 정지할 

계획의 발전기는 shut-down 감발량을 추가로 고려해주게 된다.  

   

 𝑃𝑚𝑖𝑛(𝑗) ∗ 𝑢(𝑗, 𝑡) ≤ 𝑃(𝑗, 𝑡) ≤ 𝑃𝑢𝑝𝑝𝑒𝑟(𝑗, 𝑡) (3.14) 

 0 ≤ 𝑃𝑢𝑝𝑝𝑒𝑟(𝑗, 𝑡) ≤ 𝑃𝑚𝑎𝑥(𝑗) ∗ 𝑢(𝑗, 𝑡) (3.15) 

 
𝑃𝑢𝑝𝑝𝑒𝑟(𝑗, 𝑡) ≤ 𝑃(𝑗, 𝑡 − 1) + 𝑟𝑎𝑚𝑝𝑚𝑎𝑥(𝑗) + 𝑠𝑡𝑎𝑟𝑡𝑢𝑝(𝑗) 

∗ [𝑢(𝑗, 𝑡) − 𝑢(𝑗, 𝑡 − 1)] + 𝑃𝑚𝑎𝑥(𝑗) ∗ [1 − 𝑢(𝑗, 𝑡)]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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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𝑢𝑝𝑝𝑒𝑟(𝑗, 𝑡) ≤ 𝑃𝑚𝑎𝑥(𝑗) ∗ 𝑢(𝑗, 𝑡 + 1) + 𝑠ℎ𝑢𝑡𝑑𝑜𝑤𝑛(𝑗) 

∗ [𝑢(𝑗, 𝑡) − 𝑢(𝑗, 𝑡 + 1)],𝑡 = 1,⋯ ,23 
(3.17) 

 

𝑃(𝑗, 𝑡 − 1) − 𝑃(𝑗, 𝑡) ≤ 𝑟𝑎𝑚𝑝𝑚𝑎𝑥(𝑗) ∗ 𝑢(𝑗, 𝑡) 

+𝑠ℎ𝑢𝑡𝑑𝑜𝑤𝑛(𝑗) ∗ [𝑢(𝑗, 𝑡 − 1) − 𝑢(𝑗, 𝑡)] + 

𝑃𝑚𝑎𝑥(𝑗) ∗ [1 − 𝑢(𝑗, 𝑡 − 1)] 

(3.18) 

 

 
|𝑃𝑙𝑖𝑛𝑒(𝑙𝑛, 𝑡) = |𝐵(𝑖, 𝑘) ∗ (𝛿(𝑖, 𝑡) − 𝛿(𝑘, 𝑡))| 

≤ 𝑃𝑙𝑖𝑛𝑒𝑟𝑎𝑡𝑖𝑛𝑔(𝑙𝑛)   
(3.19) 

 
|𝑃𝑙𝑖𝑛𝑒(𝑙𝑛, 𝑡) = |𝐵(𝑖, 𝑘) ∗ (𝛿(𝑖, 𝑡) − 𝛿(𝑘, 𝑡))| +

𝑃𝑙𝑖𝑛𝑒,𝑜𝑢𝑡𝑎𝑔𝑒(𝑙𝑛, 𝑡, 𝑙𝑘) ≤ 𝑃𝑙𝑖𝑛𝑒𝑟𝑎𝑡𝑖𝑛𝑔(𝑙𝑛), 𝑙𝑛 ≠ 𝑙𝑘  
(3.20) 

 

식 (3.19)는 선로제약으로 DC 조류계산을 통한 모선 𝑖, 𝑘 사이의 송전선

𝑙𝑛의 조류 𝑃𝑙𝑖𝑛𝑒(𝑙𝑛, 𝑡)가 해당선로의 용량 𝑃𝑙𝑖𝑛𝑒𝑟𝑎𝑡𝑖𝑛𝑔(𝑙𝑛)을 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식 (3.20)에서 𝑃𝑙𝑖𝑛𝑒,𝑜𝑢𝑡𝑎𝑔𝑒(𝑙𝑛, 𝑡, 𝑙𝑘)는 송전선 𝑙𝑘 탈

락 시, 송전선 𝑙𝑛의 조류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송전선 탈락에도 추가적

인 송전선 탈락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제약하게 된다. 이 

때 𝑃𝑙𝑖𝑛𝑒,𝑜𝑢𝑡𝑎𝑔𝑒(𝑙𝑛, 𝑡, 𝑙𝑘)는  

 

 𝑃𝑙𝑖𝑛𝑒,𝑜𝑢𝑡𝑎𝑔𝑒(𝑙𝑛, 𝑡, 𝑙𝑘) = 𝐿𝑂𝐷𝐹(𝑙𝑛, 𝑙𝑘) ∗ 𝑃𝑙𝑖𝑛𝑒(𝑙𝑘, 𝑡) (3.21) 

 

이며 𝐿𝑂𝐷𝐹(𝑙𝑛, 𝑙𝑘)는 송전선 𝑙𝑘에 흐르던 1MW의 조류가 이 송전선의 탈

락으로 송전선 𝑙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𝐿𝑂𝐷𝐹(𝑙𝑛, 𝑙𝑘) =

1

[1 − (𝑐𝑑𝑓(𝑖, 𝑙𝑘) − 𝑐𝑑𝑓(𝑘, 𝑙𝑘))]

∗ [𝑐𝑑𝑓(𝑖, 𝑙𝑛) − 𝑐𝑑𝑓(𝑘, 𝑙𝑛)] 

(3.22) 

 

로 나타난다 [47]. 

 𝑃(𝑗, 𝑡) − 𝑃𝑑𝑜𝑤𝑛(𝑗, 𝑡) ≥ 𝑃𝑚𝑖𝑛(𝑗)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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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𝑗, 𝑡) + 𝑃𝑢𝑝(𝑗, 𝑡) ≤ 𝑃𝑢𝑝𝑝𝑒𝑟(𝑗, 𝑡) (3.24) 

 

식 (3.23), (3.24)에서 𝑃𝑢𝑝(𝑗, 𝑡)/𝑃𝑑𝑜𝑤𝑛(𝑗, 𝑡)은 해당 발전기가 증/감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양을 의미하며 이는  

 

 ∑𝑃𝑢𝑝(𝑗, 𝑡) ≥ 𝑟𝑒𝑠𝑒𝑟𝑣𝑒𝑢𝑝,𝑒𝑛𝑡𝑖𝑟𝑒
𝑗

 (3.25) 

 ∑𝑃𝑑𝑜𝑤𝑛(𝑗, 𝑡) ≥ 𝑟𝑒𝑠𝑒𝑟𝑣𝑒𝑑𝑜𝑤𝑛,𝑒𝑛𝑡𝑖𝑟𝑒
𝑗

 (3.26) 

 

에서 예비력으로 포함된다. 식 (3.25)-(3.26)에서 발전기들이 증/감발

할 수 있는 양의 합이 사전적으로 결정된 전체 시스템의 전체 up/down 

예비력, 𝑟𝑒𝑠𝑒𝑟𝑣𝑒𝑢𝑝,𝑒𝑛𝑡𝑖𝑟𝑒 /𝑟𝑒𝑠𝑒𝑟𝑣𝑒𝑑𝑜𝑤𝑛,𝑒𝑛𝑡𝑖𝑟𝑒보다 커야 한다. 본 최적화식에

서는 1시간 단위로 확보되는 운전 예비력을 제약으로 하게 되어 국내에

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 예비력 응동시간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지역별 예비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운전 예비력 확

보량인 3,000MW로 결정하였다.  

 

 𝑃𝑚𝑎𝑟𝑔𝑖𝑛,𝑢𝑝,𝑧 ≤ 𝑃𝑙𝑖𝑛𝑒𝑟𝑎𝑡𝑖𝑛𝑔,𝑧 − 𝑃𝑙𝑖𝑛𝑒,𝑧(𝑡) (3.27) 

 𝑃𝑚𝑎𝑟𝑔𝑖𝑛,𝑑𝑜𝑤𝑛,𝑧 ≤ 𝑃𝑙𝑖𝑛𝑒𝑟𝑎𝑡𝑖𝑛𝑔,𝑧 + 𝑃𝑙𝑖𝑛𝑒,𝑧(𝑡) (3.28) 

 𝑃𝑚𝑎𝑟𝑔𝑖𝑛,𝑢𝑝 ≤ 𝑃𝑢𝑝,𝑧𝑟 , 𝑧𝑟 ≠ 𝑧 (3.29) 

 𝑃𝑚𝑎𝑟𝑔𝑖𝑛,𝑑𝑜𝑤𝑛 ≤ 𝑃𝑑𝑜𝑤𝑛,𝑧𝑟, 𝑧𝑟 ≠ 𝑧 (3.30) 

 
∑𝑃𝑢𝑝(𝑗, 𝑡)

𝑗∈𝑧

+ 𝑃𝑚𝑎𝑟𝑔𝑖𝑛,𝑑𝑜𝑤𝑛 ≥ 2ndcontingency𝑔𝑒𝑛 
(3.31) 

 

한편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할 경우 지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과 외부로부터 융통가능한 송전량을 포함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한다. 식 (3.27)-(3.31)에서 𝑃𝑚𝑎𝑟𝑔𝑖𝑛,𝑢𝑝,𝑧는 지역 𝑧가 외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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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올 수 있는 예비력을 나타낸다. 식 (3.27)과 (3.28)에서 이 값은 

융통전력, 𝑃𝑙𝑖𝑛𝑒,𝑧(𝑡)의 여유량 𝑃𝑙𝑖𝑛𝑒𝑟𝑎𝑡𝑖𝑛𝑔,𝑧 − 𝑃𝑙𝑖𝑛𝑒,𝑧(𝑡) 보다 작고, 식 (3.29)

과 (3.30)에서 이 값은 외부지역의 예비력보다 작아 융통전력 여유량과 

외부지역의 예비력 중 작은 값이 지역 𝑧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

비력양이 되게 된다. 식 (3.28)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비

력과 지역내 예비력의 합이 앞서 산정된 2차 사고보다 커야하는 제약조

건을 나타낸다. 

 

 𝐸ℎ𝑦𝑑𝑟𝑜(𝑗, 1) = 0𝑓𝑜𝑟𝑗 ∈ 𝑊 (3.29) 

 𝐸ℎ𝑦𝑑𝑟𝑜(𝑗, 𝑡) = 𝐸ℎ𝑦𝑑𝑟𝑜(𝑗, 𝑡 − 1) + 𝑃(𝑗, 𝑡)𝑓𝑜𝑟𝑗 ∈ 𝑊 (3.30) 

 𝐸ℎ𝑦𝑑𝑟𝑜(𝑗, 𝑡) ≤ 𝑃𝑚𝑎𝑥(𝑗) ∗ 7𝑓𝑜𝑟𝑗 ∈ 𝑊 (3.31) 

 

 𝛿(𝑟𝑒𝑓, 𝑡) = 0 (3.32)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수발전을 에너지저장장치로 반영하였다. 국내 양수

발전의 만수위에 따라 최대출력으로 7시간 발전/양수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48]. 식 (3.29)-(3.31)은 양수발전기 수위에 대한 dynamic과 

최대 수위제약을 표현하는데, 𝐸ℎ𝑦𝑑𝑟𝑜(𝑗, 𝑡)은 양수발전의 출력에 따른 수

위를 나타내고 이 값은 만수위에 의해 제약된다. 마지막으로 식 (3.32)

에서 기준모선의 위상각을 0으로 해줌으로써 기본적인 정식화가 끝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GAMS의 MIP solver로 위 최적화식을 풀어 등가

화된 국내계통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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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계통 지역 설정 

 

 

4.1 국내계통의 전압 제어 지역 설정과 등가화 

 

대상으로 하는 국내계통은 2019년 국내계통으로 2,048개 모선과 

2,555개의 송전선을 가지고 있다. 먼저, 2장에서와 같이 전압 제어 지역

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PSS/E로 최대부하시의 조류계산을 수행하고 이 

운전점에서  

 

 J𝑖𝑗 =
𝜕𝑄𝑖
𝜕|𝑉𝑗|

= |𝑉𝑗|(𝐺𝑖𝑗𝑠𝑖𝑛𝜃𝑖𝑗 − 𝐵𝑖𝑗𝑐𝑜𝑠𝜃𝑖𝑗), 𝑖 ≠ 𝑗 (4.1) 

 J𝑖𝑖 =
𝜕𝑄𝑖
𝜕|𝑉𝑖|

=
𝑄𝑖
|𝑉𝑖|

− 𝐵𝑖𝑗|𝑉𝑖|, (4.2) 

 

를 통해 쟈코비안 행렬을 구했다. 여기서 𝑄, |𝑉|, 𝐺𝑖𝑗 , 𝐵𝑖𝑗 , 𝜃𝑖𝑗는 각각 모

선의 무효전력, 전압의 크기, 모선 𝑖, 𝑗를 잇는 송전선의 conductance와 

susceptance, 모선 𝑖 , 𝑗의 위상각 차이다. 구한 쟈코비안 행렬은 식 

(2.5), (2.6)를 통해 전기적 거리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4.1은 전기적 거리를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화를 수행한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계산된 전기적 거리를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화를 시

행하였고. 이 중에서 345kV이상 모선만 뽑아서 군집 번호를 표시하고 

하위 154kV 모선은 345kV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압 제어 지역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4는 전압 제어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구분하

여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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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내 계통 덴드로그램(상위 700개 모선) 

 

표 4.1 전압 제어 지역별 부하비중(%) 

전압 제어 

지역 
1 2 3 4 5 6 7 

부하비중(%) 7.73 4.77 12.92 19.06 4.30 6.53 0.65 

전압 제어 

지역 
8 9 10 11 12 13 14 

부하비중(%) 2.06 2.81 0.80 3.63 4.20 3.07 0.82 

전압 제어 

지역 
15 16 17 18 19   

부하비중(%) 1.69 4.78 1.84 3.9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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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전압 제어 지역별 부하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7번 전압 제

어 지역은 양양양수발전이 있지만, 부하는 거의 없고, 10, 14번 전압 제

어 지역은 부하지라기보다는 다른 전압 제어 지역의 교두보 역할로서 군

집화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송전요금을 걷기 위한 지

역으로서 배전사업자 지역을 고려한다면 8, 10번 전압 제어 지역, 14, 15, 

16번 전압 제어 지역은 묶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눈 전압 제어 지역

은 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이루어지는 행정지역과는 다른 구분을 가지게 된

다. 이는 전기적인 연결이 지리적, 행정적 지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며, 영국의 예에서도 행정지역과 배전망사업자 지역이 지리적으로 조금

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지역의 345kV 송전선 연

결은 거미줄 같은 형태를 가져 전기적 연결이 강하여, 19번 전압 제어 

지역 하나로 설정되게 되었다. 

계통운영을 위한 모의를 하기 위해 2장의 방법을 바탕으로 전압 제

어 지역을 설정하여 계통을 등가화하였다. 등가화 된 계통과 발전소는 

그림 4.2과 같다. 이 그림에서 발전기 용량과 종류 전압 제어 지역(등가

화한 모선)간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는 등가화한 발전소의 발

전비용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우하단의 파란원이 발전비용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으로 한울, 한빛, 고리/신고리, 월성/신월성 발전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싼 발전소 그룹은 주황색 원으로 유연탄 발전기

이며 좌상단의 발전기는 발전비용단가가 비싼 가스 발전기들이다. 마지

막으로 발전비용단가가 0으로 표현되어 x축의 0-1,000MW사이에 분포

하고 있는 발전기들은 양수발전으로 본 모의에서는 손실을 무시한 ESS

처럼 취급되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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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압 제어 지역으로 등가화 한 국내 19계통과 발전소 

 

그림 4.3 등가화한 52개 발전소의 발전비용단가[원/MWh]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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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9개의 전압 제어 지역으로 나눈 국내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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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계통의 지역 설정 

 

4.2.1  지역 설정 결과 

 

4.1절에서 설정된 19개의 전압 제어 지역을 3장의 과정에 따라 지

역으로 다시 군집화 하였다. 먼저, 국내계통에서 주로 고려되는 송전제

약을 그림 4.5의 보라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1, 3, 4, 5번 송전선의 

전력합계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융통전력으로 이 양

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전압 안정도가 위협받기 때문에 제

약된다. 

 

주요송전선 모선 

1 신가평 – 신태백 

2 신김포 - 신파주 

3 화성 – 아산 

4 서서울 – 신온양 

5 동서울 - 곤지암 

6 신김해 – 북부산 

 

본 연구에서는 전압지역내 345kV 모선으로 제한하여 군집화를 하

였다. 앞서 구한 전압 제어 지역 외부의 연결이 내부의 연결보다 약한 

상태에서 345kV 송전선의 송전용량이 154kV에 비해 4~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집화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반해, 154kV이하의 

모선을 모두 포함할 경우 연산량이 늘어나 군집화 계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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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내계통에서 주로 고려되는 송전제약 



 

 52 

 

그림 4.6 전압 제어 지역과 CDF 거리 

 

주요 송전선에 대한 2,048모선의 CDF 벡터를 구하고 전압 제어 지

역을 덴드로그램으로 그리면 그림 4.6과 같다. 지역을 설정하기에 앞서 

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CDF거리의 수준을 0.2 이하, 0.4이하, 0.55 이하

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을 수준 1, 2, 3으로 하고 인접한 지역을 순차적으

로 군집화할 경우  표 4.2-표 4.4와 같이 8개, 5개, 3개의 지역을 얻는

다. 등가화 된 19계통을 기반으로 앞선 지역 결정방법에 따라 분할의 

수준을 늘여가며 안전 기동 정지 계획을 풀었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 도

입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2019년 국내계통에서는 따로 지역

을 분할하여 예비력을 구비할 필요가 없지만 2030년의 순부하 패턴에서

는 그림 4.7과 같이 거리 수준 3에 따른 지역 예비력을 확보해야 2차 

사고에 따른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3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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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CDF 거리 수준 1에 따른 지역과 산정된 지역 예비력 

지역 번호 1 2 3 4 

VCA 구성 1,2 3 4 6,7 

지역 번호 5 6 7 8 

VCA 구성 5,9,11 8,10,12,13,14 15,16 17,18,19 

 

표 4.3 CDF 거리 수준 2에 따른 지역과 산정된 지역 예비력 

지역 번호 1 2 3 

VCA 구성 1,2,4 3 6,7 

지역 번호 4 5 6 

VCA 구성 
5,8,9,10, 

11,12,13,14 
15,16 17,18,19 

 

표 4.4 CDF 거리 수준 3에 따른 지역과 산정된 지역 예비력 

지역 번호 1 2 3 

VCA 구성 1,2,3,4 6,7,17,18,19 
5,8,9,10,11, 

12,13,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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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역 예비력 운영을 위한 지역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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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지역의 주요 송전선에 대한 CDF 

 

   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요 송전혼잡선에 대한 CDF 값

이였다. 여기서는 지역별로 주요 송전선에 대한 CDF값이 어떠한지를 살

펴본다. 먼저, 신가평-신태백 선로를 보면 이 선로에 대한 CDF 값은 

그림 4.8과 같이 나타난다. 모선번호 1번인 신가정 모선에서 0.4358, 

모선번호 589번인 신태백 모선에서 -0.4389로 최대, 최소값을 가진다. 

 

 

그림 4.8 신가평-신태백 송전선에 대한 2,048개 모선의 CDF 값 

 

한편, 지역 1, 2, 3의 345kV 모선만 구분하여 따로 그린 그림 4.9를 

보면, 지역 1의 CDF 값은 주로 0.3~0.4, 지역 2은 -0.4~0.1의 값으로 

상이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가평-신태백 송전선이 

지역 1과 지역 2를 나누는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 3의 경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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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다 지역 1에 가까운 CDF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3과 지역 1의 송전선 연결이 지역 3과 지역 1의 연결보다 강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역 2에서 19번 전압 제어 지역으로 갈수록 

CDF값이 커지게 되는데, 지역 2와 지역 3은 신김해-북부산 송전선에서 

송전용량이 제약됨으로 지역 예비력을 산정하기 위한 경계로서 적절하다. 

  

 

그림 4.9 지역 1, 2, 3 모선들의 신가평-신태백 CDF 값 

 

나머지 주요 송전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신김포-신파주를 잇는 송전선에 대해서는 이하 5개의 송전선에 대해서

와 같이 지역별로 분리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 송전선이 지역별 경계

를 결정짓지 못하고 지역 1번 내에 존재함으로써 이 송전선에 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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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차이가 가장 큰 두 모선이 한 지역 내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

는 형성된 tree에서 후보군을 선택하는 순서가 CDF거리의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을 3개로 나눌 경우, 비교적 

모선들에 대한 CDF 편차가 작은 신김포-신파주 송전선은 지역 경계로

서 무시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림 4.10 지역 1, 2, 3 모선들의 신김포-신파주 CDF 값 

 

이 경우 그림 4.6의 결합 tree에서 군집 6,7과 군집 17,18,19의 거

리가 군집 1,2와 3의 거리보다 약간 멀지만 신김포-신파주 송전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1,2와 3을 분리하여 3개의 지역에서 4개의 지역으로 나

누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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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신김포-신파주 송전선을 고려한 지역설정과 지역 예비력 

지역 번호 1 2 3 4 

VCA 구성 1,2,4 3 
6,7,17,18,1

9 

5,8,9,10, 

11,12,13, 

14,15,16 

 

 

4.2.3  지역 구분에 따른 발전비용 분석 

 

앞선 기동정지계획의 24시간 발전비용을 지역 예비력이 아닌 전체 

예비력(3,000MW)을 확보하였을 때 (Base Case), 그림 4.7과 같이 3

개의 지역에 대해 예비력을 따로 확보했을 때 (Proposed)로 나누어 비

교하였다. 먼저 사용한 최대 부하에서의 24시간 패턴은 그림 4.11과 같

고 이 때 24시간 발전비용은 표 4.6과 같다.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발전비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부하에서 따로 지역예비력을 산정하지 않더라도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 

사고 시 융통전력 제약으로 외부로부터 예비력을 받을 수 없는 지역 1

의 예비력을 나타낸 그림 4.13을 보면 지역 1에서 예비력이 항상 2GW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최대부하에서 case 별 발전비용 

Case 구분 Base Proposed 

운영비용(억원) 627.32 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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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최대 부하에서 24시간 패턴 

 

그림 4.12 지역별 24시간 발전량(2019년 최대부하, Base) 



 

 60 

 

그림 4.13 지역별로 확보한 24시간 예비력(2019년 최대부하, Proposed) 

사고 상황에 대해 공급지장이 일어나는지 3장의 방법을 따라 안전 기동 

정지 계획의 해를 입력으로 하고 특정 시간에 사고를 내도 위 경우에 지

역 1에서 공급지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최대부하의 75%부

하에서도 case에 따라 공급지장의 유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융통전

력의 여유용량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나 다음절에서 모의한 신재생에

너지가 대량 도입된 2030년의 경우에는 지역 예비력의 확보에 따라 공

급지장의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 

 

표 4.7 75% 부하에서 case 별 발전비용 

 Base Proposed 

운영비용(억원) 370.15 3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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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국내계통의 지역 설정 

 

앞선 모의결과로 지역 예비력을 따로 나눴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운영을 비교하였지만, 지역을 나누지 않아도 2차 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

기 때문에 현재상황에는 지역을 나눌 필요가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부하에 scale-down하여 적용하여 

2030년의 상황을 모의하였다. 그림 4.14은 최대 기간의 2030년의 동계 

순부하 패턴과 2017년 순부하 패턴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2030년의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으로 인해 CAISO와 같은 duck-curve를 확인할 

수 있다. 모의에는 2030년 패턴을 2017년으로 맞춘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이 상황에서는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가스발전기

보다 우선되어 기동되고 불확실성으로 송전혼잡이 가중되어 문제가 발생

한다. 

 

 

그림 4.14 2017년과 2030년 일간 동계 순부하 패턴(최대 평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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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탈락에 대한 융통전력의 감소는 국내 예비력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운영의 제약에 반영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융통전력 여유

는 송전선탈락에 따라 감소되게 되는데 표 4.8와 표 4.9에서 융통전력 

여유를 검토하기 위한 송전선 탈락 목록과 그 때의 융통전력 여유를 나

타내고 있다.   

 

표 4.8 융통전력 여유를 검토하기 위한 상정고장 목록 [8] 

 

표 4.9 연도별 건전 및 고장상태에 대한 수도권 융통전력 여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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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최대부하에서 모의결과 
 

먼저, 최대부하에서 지역별 발전량과 예비력을 모의 결과로 확인하

였다. 이 때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비해야하는 융통전력

여유량은 서론에서 설명한 예에서 최소 값인 1.2GW를 사용하였다. 그

림 4.15는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24시간 지역별 발전량을, 그림 4.16

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24시간 지역별 발전량을, 그림 4.17은 지역

별로 확보한 24시간 예비력을 나타낸다. 최대부하에서는 수도권지역의 

빠른 가스발전기가 기동되기 때문에 지역1의 발전력이 지역2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최대부하, Ba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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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최대부하, Base case) 

 

그림 4.17 지역별로 확보한 24시간 예비력(최대부하, Ba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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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1의 발전기가 많이 기동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1의 예비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그림 4.17에서와 같이 예비력이 3,000MW 수준

으로 유지된다. 예비력이 가장 작은 23시에 가장 큰 사고를 내더라도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지역별 예비력 제약을 적용하여 운

영했을 때 24시간 발전량과 예비력량은 그림 4.18-그림 4.20와 같다. 

Base case에 비해 지역별 발전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예비력 확보량

에 차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예비력 조건이 들어갔

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며, 모든 시간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4.18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최대부하,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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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최대부하, Case 1) 

 

그림 4.20 지역별로 확보한 24시간 예비력(최대부하,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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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Case 별 운영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0.1%에 가까운 정도의 차

이만 발생하여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대

부하에서 예비력을 지역별로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부하를 충족하기 위

해 모든 지역의 발전기가 고루 켜져 있어 지역 예비력이 자동적으로 확

보되기 때문이다.  

 

표 4.10 최대부하에서 운영비용 

 Base case Case 1 

운영비용(억원) 583.2 583.4 

 

 

4.3.2  75% 부하에서 모의결과 
 

그림 4.21-23은 75% 부하에서 지역별 발전량과 예비력량을 나타

낸 것이다. 최대부하일 때와 다르게 지역 1의 발전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최대발전기들이 경부하로 갈

수록 기동을 멈추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는 정오 근처에서

는 그 발전량이 더욱 감소한다. 지역내 발전기들이 지역별로 확보한 예

비력을 보면 10시에 예비력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부의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받는 전력이 커져 지역내 발전기들이 기동

을 멈춤으로써 자연스럽게 확보한 예비력이 작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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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75%부하, Base case) 

 

그림 4.22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75%부하, Ba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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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지역별로 확보한 24시간 예비력(75%부하, Base case)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하였을 때 지역별 발전량과 예비력은 그림 

4.24-그림 4.26과 같게 된다. 지역1 내부의 발전기들이 확보한 예비력

을 보면 송전혼잡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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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75%부하, Case 1) 

 

그림 4.25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별 24시간 발전량(75%부하,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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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지역별로 확보한 24시간 예비력(75%부하, Case 1) 

표 4.11은 그림 4.23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10시에 사고를 냈을 

때 운영비용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공급 지장 단가

는 2,234원/kWh로 책정하였다. 지역 예비력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운

영한 Base case의 경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749MW의 부하를 차단

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16억원 정도의 공급지장비용이 발생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Case 1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지역 예비력이 구

비되어 있어 사고시에도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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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2차 사고 발생 시 운영비용의 변화 

 Base case Case 1 

운영비용(억원) 339.8 340 

사고시 공급지장

(MW) 749 0 

사고시 운영비용 

(MW) 356 340 

 

2차 사고에 의해 공급지장이 발생하는 Base case는 본 연구에서 원

하는 해에 속하지 않는다. 지역을 분할하여 예비력을 확보함에 따라 2차 

사고에 따른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Case1에서 이미 공급지

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게 나눈 지역 분할후보를 검토하지 않

고 Case1을 지역 분할안으로 선택하게 된다. 표 4.10과 표 4.11을 보

면 Base case와 Case 1의 운영비용이 0.1% 이내의 차이를 보여 지역

을 설정하여 지역 예비력을 운영함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예비력을 따로 구비하는 것이 운영비용

을 크게 증가시킬 정도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ramping 자원인 양수발전만으로도 지역 예비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예비력을 확보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0.1% 정도로 작지만 금

액으로는 2천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추가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ESS와 

같은 ramping자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4.12는 전압 

제어 지역 4에 ESS의 용량을 변경시켜가며 변화하는 운영비용을 확인

한 것이다. 1GW 정도의 ESS가 들어왔을 때, 매일 2억원 정도의 지역 

예비력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ESS는 운영비용을 낮추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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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지역 예비력을 따로 확보하는 효과와 최대 부

하 시간에서 비싼 발전기를 덜 쓰게 하는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 결과이

므로 지역 예비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따로 분

리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표 4.12 ESS 용량에 따른 운영비용의 변화 

ESS 용량(MW) X 500 1,000 1,500 5,000 

운영비용(억원) 340.0 339.0 338.1 337.2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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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계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예비력을 확보

하기 위한 지역설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 예비력은 송전혼잡에 

의해 예비력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

해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대거 투입될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가는 융통전력이 커지고, 이 지역의 발전기들이 기동되지 않게 되어 

문제가 심화된다. 지역 예비력을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설정이 

선행 되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통의 특성을 이용한 휴리스틱 방법으

로 지역 분할의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휴리스틱 방법이란 전압 

제어 지역을 기본 단위로 계통을 등가화하고 전압 제어 지역을 다시 지

역 예비력이 필요한 원인인 송전 혼잡이 발생하는 송전선에 대한 CDF

를 지표로 계층적 군집화하여 지역 분할의 후보군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을 통해 계통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모선을 조합한 모든 지역 후

보를 검토하여 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통 특성을 반영하여 유의미

한 후보만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이 후보 중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를 안

전 기동 정지 계획을 풀어 확인하여 지역 분할의 해를 찾는다. 즉,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2차 사고와 송전제약에도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예비력을 운영하는 최적화 문제에서, 지역의 설정 부분

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다. 이 방법론을 문제

가 예상되는 2030년 국내 계통에 적용하여 계통을 3개로 나누어 지역 

예비력을 운영했을 때 2차 사고에도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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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이렇게 지역 예비력을 제약으로 추가하여 운영하여도 운

영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해당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 국내 계통에 존재하는 양수발전이 시간대 별로 

빠르게 충방전하여 효과적으로 예비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5.2 향후 과제 

 

앞선 결론에서 지역을 나누어서 지역 예비력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2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지역 예비력이 제약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도 비용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 비용이 

가격신호로 신규설비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비력

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zonal 혹은 nodal 

pricing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역사적 경험

적으로 설정되어있는 지역아래에서, 지역 예비력 확보에 필요한 한계가

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비력 시장을 운영하거나 예비력과 에너지 시장의 

co-optimizati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전력시장에도 미래에 

zonal pricing 혹은 nordal pricing을 통해 지역 한계 가치를 반영될 것

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의 지역 설정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 설정은 계통의 topology와 발전, 부하의 지역적 

배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계통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도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계통 계획에 본 연구를 활용하여 지역을 설정하

고, 이 때 발생하는 신뢰도 비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설정방법은 신뢰성 비용과 유연성 자원 필요 정도를 평가하기에 용

이함으로 국가간 연계환산망을 만들 때 신뢰성 유지 문제나 HVDC, 

ESS의 최적위치를 설정하는 데에도 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상되는 미래 계통의 물리적/시장적/운영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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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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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the use of zone determination to operate the zonal 

reserve is studied. Zonal reserve is a secured reserve to prepare for 

contingencies that can occur in any region that is isolated by 

transmission congestion. If transmission congestion occurs, reserve 

power cannot be delivered from other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system relia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zonal reserve 

requirements considering transmission congestion. 

This need for reserve capacity in a particular region is intensified 

when there is a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the power generated 

in other region or regions. Currently, the South Korean power system 

does not need to consider the zonal reserve, because, even if this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sum of reserves that can b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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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ther regions and its own reserve is sufficient to cover even the 

largest contingency in the region. However, the condition will be 

different after the large-scal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by 

the year 2030 to achieve the goal of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is gener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because of the abundance of 

resources, attractive land prices, and political reasons. Furthermore, 

the priority of commitment towards renewable energy is higher than 

that towards conventional energy generato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ence, generation dependence on other regions will be much 

higher than it is currently. In this scenario, if there is no margin to 

deliver energy from other region reserves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first contingency, and the use of the reserves within this 

area is also not feasible in the second contingency because of 

inactivated generators, then zonal reserve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lated studies on zone determination for zonal reserve, 

primarily the power transfer distribution factor (PTDF), locational 

marginal pricing (LMP), and electrical distance are used as indexes 

to cluster the buses into zones. The adequacy of these indexes to 

divide the system into zones is ambiguous as they may not be 

sufficient to assess the preparedness for the second contingency. In 

this paper, a heuristic method for deriving zone segmentation 

candidates and the zone determination among segmentation 

candidates having minimum number of zones for the contingency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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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factor in zone determination is the 

transmission line that is frequently congested. 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 (CDF) is used in this study to derive zone 

segmentation candidates based on the effect of transmission flows. 

CDF is a normalization of PTDF that shows the sensitivity to the 

change in bus power in the transmission flow. CDF can be used as an 

index because there is no influence of the value according to the 

reference bus. 

Based on the CDF for the largely congested transmission lines, 

hierarchical clustering is performed, and the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a tree structure. In this structure, depending on the level of 

clustering, the system can be divided into multiple zones. The lower 

the level, the smaller the system. In this study, the system is divided 

into several zones by lowering the level of clustering in one region, 

and the Security-Constrained Unit Commitment algorithm is used to 

determine the minimum zone segmentation by confirming whether it 

is able to prepare for the second contingency. If the zone 

segmentation that can prepare for a second contingency is verified, 

it is not necessary to divide the zones into smaller groups, because 

the required reserve can be operated.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South Korean system with 

2,048 buses. Currently, there is no problem in the system, but if the 

entire system reserve is operated along with the estimated 

renewable energy capacity, and regional distribution in the year 2030, 

the abovementioned second contingency results in unserv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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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iddle load. On the other hand, if zonal reserve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roposed method, there will be no unserved energy despite the 

second contingenc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cost 

increases when the zonal reserve is secured, which means an 

increase in the reliability cost. In order to reduce this cost, it is 

simulated that zonal reserve is economically secured when 

introducing flexible resources such as ESS(Energy Storage System) 

into the system. 

This study can be easily applied to planning the operational 

methodology of the system including various future issues such as 

inter-country grid connection,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and ESS. In addi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zonal price 

system study required for the advancement process of South Korean 

power mark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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