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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ommon approach to estimate long-term electric 
expansion plan used WASP package in Korea. But, this has a little 
problem for making input DG(Distributed Generation) data computer. 
This paper develops new program that take complementary measures 
for DG. Also, it is verified that this package can evaluate availability 
from the case studies. When this program cooperate with WASP, 
calculate good results creating long-term electric expansion plan.

1. 서    론

  경제성장과 산업․사회생활의 고도화에 따라서 증 하는 력수요에 
해서, 에 지 자원량과 지구환경의 제약이 거론되고 최근의 에 지를 

둘러싼 심각한 상황인식을 고려하여 력수 의 장기  안정을 확보하
기 해서 재 력계통에 분산형 원의 도입이 선진국을 심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분산형 원의 개발과 도입은 에 지 약, 에 지Security
의 향상, CO2배출 책 등의 환경측면과 병행하여 도시권 력수 의 
지역간 불평형  력수 의 핍박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분산형 원으
로서 기존 형발 소의 보완역할의 효과도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
산형 원의 특성을 반 하므로서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한다.

2. 분산형 전원개발계획 방법론

  2.1 개발알고리즘
  본 연구의 개발알고리즘은 크게 6단계로 그림 1과 같이 1단계인 부하
의 구축부터 6단계인 기간최 화 모형구축으로 구성하 다.

<그림 1> 본 연구의 흐름도

  2.2 1단계 : 부하의 구축

  1단계인 부하의 구축의 단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단계 : 부하의 구축

  2.3 2단계 : 판매전력량 부족분 게산
 그림 3과 같이 기존설비로 미래의 증가하는 수요를 담당하려면 공 못
하는 력량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3> 고려기간에 대한 판매전력량 부족분

  그림 3의 매 력량 부족분을 계산하는 차는 그림 4와 같다.

 

(a)

(b)
<그림 4> 2단계 : 판매전력량 부족분 계산

  2.4 3단계 : 판매전력량 부족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능설비조합의 구성

  매 력량 부족분을 담당할 원종별 CG와 DE를 입력하면, 기존은 
발 기별 용량을 입력으로 하며, 신설 매 력량 부족분을 담당할 CG
와 DE 에 지량을 입력으로 발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즉, 최   
최소로 입력된 CG와 DE 에 지량으로부터 발 시뮬 이션의 역 계산
을 통하여 원종별 가능설비 최 용량  최소용량으로 계산한다. 이때 
투입순 는 기존설비 발 기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신설설비는 매
력량 부족분의 에 지를 입력하여 1[MW]씩 증가시켜 설비용량이 매
력량 부족분을 만족하는 시 에서의 MW을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종별로 신설설비의 최  CG와 DE 설비용량  최소 CG와 
DE 설비용량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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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설설비 전원종별 최대투입가능용량 및 최소투입가능용량 계산

결정된 최 투입가능용량과 최소투입가능설비용량으로 신설발 기 투입 
상한 수  하한 수를 정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표 용량이라는 
입력자료를 용하 다. 즉, 각 원종별 표 용량이 입력으로 결정되면 
산정된 최   최소 투입가능용량을 표 용량으로 나 어 상한 수  
하한 수가 도출되고 식 1과같이 방법에 의한 후보설비조합을 결정한다.

     =   ×  ×  ×⋯ ×              (1)

    단,   : 년도의 State 개수

  2.5 4단계 및 5단계 : 가능설비조합 각각에 대한 판매전력량 부족분을   
      공급하기 위한 신설설비 발전기 용량 및 손실을 반영한 발전단 발전  
      량기대치 산정 및 경제성 분석
 단계 4에서는 단계 2의 (a) 과정에서와같이 기존설비와 신규조합설비
에 하여 발 량기 치를 도출한다. 이러한 설비[MW]  발 량[MW]
를 바탕으로 그림 6과 같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의 경제성분석은 력소매요 원가로 하 으며 기존설비를 
제외한 신설설비에 한 비용으로써 발 설비  송배 설비 건설비, 연
료비, 운 유지비, 환경비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종합하여 목표연도 신
설발 설비(기 년도부터 목표연도까지 신설된 총 설비)의 매 력
량 담당분으로 나 어서 단  력당 력소매요 원가를 계산하 다. 

 

<그림 6> 경제성 분석

  2.6 6단계 : 기간최적화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기간최 화는 그림 7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 7> 동적계획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최적건설계획

3.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비교
 상기의 과정인 각 단계를 참고문헌의 자료  기타자료를 기반으로 입
력하여 산정된 결과 그림 8과 같이 2018년도까지 력수 기본계획과 
본 연구의 설비용량[MW]  발 량[MW]을 도출하 다.

(a)설비용량                     (b)발전량
<그림 8>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비교

설비용량만을 본 연구에서 산정된 결과와 비교하면 력수 기본계획에
서는 원자력은 2018년에 약 31[%]에서 본 연구에서는 약 33[%]로 더욱 
투입하는 결과가 산정되었다. 유연탄은 2018년에 약 29[%]에서 약 
27[%]로 감소하 다. LNG는 2018년에 약 26[%]에서 약 23[%]로 감소
하 다. 유연탄  LNG의 %는 었으나 MW측면으로는 증가하 으며, 
상 으로 유연탄 원 LNG 원 보다는 원자력이 더 투입되는 것이 미
래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유는 2018년에 약 3[%]에서 약 3[%]로 무연탄은2018년에 약 1[%] ~ 
약 1[%]로 계산되어 유와 무연탄은 력수 기본계획과 비슷한 양상
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은 2018년에 약 0.7[%]에서 약 2.8[%]로 증가하 다. 집단/기타가 
2018년에 약 2.6[%]에서 약 2.9[%]로 증가하 다. 신재생  집단/기타
는 본 연구에서의 특성이 잘 반 이 되어 증가 한 것으로 단된다. 상
기의 설비를 바탕으로 소매비용을 산정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소매비용 산정결과

비 용 구 분 [US$] [US$/MWh]

Capital Cost 1,602,159,850 3.6191

O&M Cost 1,831,377 0.0087

Fuel Cost 340,824,833 1.2557

T&D Cost 914,534,558 2.2425

CO2 Cost 121,662,076 0.4758

총 계 2,981,012,694 7.6018

표 1에서와 같이 총 소배비용은 약 7.6[US$/MWh]로 도출되었으며, 각 
세부비용은 체비용과 비교하여 Capital Cost는 47.61[%], O&M Cost
는 0.11[%]. Fuel Cost는 16.52[%], T&D Cost는 29.5[%], CO2 Cost는 
6.26[%]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되는 설비용량[MW] 
기 의 원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는 달리 력수요량[MWh]을 기
으로 신설 원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좀 더 합리
이다.

둘째, 원개발계획과 력소매요 원가를 연계함으로써 수요측면을 기
으로 원개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 다. 
셋째, 기존의 수리모형(WASP)과 본 연구의 모형과 력기본계획을 수
립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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