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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수요는 시시각각 변한다. 한 첨두수요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따른 발 용량도 증가하여야 한다. 발
용량의 증가를 해서는 원계획을 통한 신규 발 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신규발 소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송 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한 우리나라는 부하가 집 되어 있는 수도
권과 발 기가 집 되어 있는 비수도권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북상조류의 발생과 송 선의 제약도 크게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신규발 소를 수도권 근처에 건설하도록 유도하
여야 한다. 신규발 소의 수도권 유치를 해 원계획시 가 치를 부여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총발 비용과 비계량 지표를 이용하여 객
인 가 치를 부여방법에 해 논하고 있다. 
. 

1. 서    론

 력수요는 시시각각 변한다. 만약 가동 가능한 발 용량이 첨
두부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 최소한 
국지 으로 단 이 불가피해 진다. 그러므로 력계통은 항시
으로 첨두부하만큼의 력을 공 할 수 있는 충분한 발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공 신뢰도를 추구할 수 있다. 한 체 부하에 
한 총 발 용량의 크기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발 기와 
부하의 지역별 분포, 그리고 송배  용량의 배치도 한 공 신
뢰도에 향을 끼친다.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첨두부하는 증가하게 되고 첨두수요
의 증가추세를 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발 설비건설을 시기
하게 계획하고 건설 인 설비를 차질 없이 공하여야 체 
계통의 공 신뢰도를 보장하는 가운데 원활한 력공 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 으로 공 신뢰도를 높이려면 첫
째, 첨두수요의 증가추세를 정확하게 측해야 하고, 둘째, 발
소 건설을 시기 하게 착공하고 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하가 집 되어 있는 수도
권 지역과 발 기가 집 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로 인해 북상주류가 발생하게되고 송 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신규발 소의 건설을 비수도권 지역이 아
닌 수도권지역에 건설하게 된다면 북상조류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공 신뢰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신규발 소를 수도권 
지역에 건설할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이 지역에 객 인 가
치를 더 크게 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발 소 건
설비용, 송배 선 용량의 지역별 배치  공 신뢰도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계획을 효율 으로 수립하여 
렴하고 안정 인 력을 공 하기 해서는 발 부문의 투자를 
한 이론 정립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AMS를 이용
하여 발 비용 최소화라는 목 함수 값을 이용하여 원계획을 
세울 시 각 발 소의 치마다 factor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논리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전원구성을 위한 지리적 가중치 부여 방법론 

 수학  측면에서의 원구성을 한 지리  가 치 부여 방법
은 신규 건설된 발 기가 체발 비용의 감소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지역주민의 선호도  지리  여건 등의 비계량지표를 
통하여 수리 으로 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계량
인 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이용하여 원구성을 가장 효율 으로 
하는 수학  모델링과 가 치의 비를 구하고자 한다.

  3 전원구성을 위한 지리적 가중치 부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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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비용 함구 계수 U.F 비계량지표 가 치

PG 유효 발 량 QG 무효 발 량

PL 유효 부하 QL 무효 부하

PF 력 조류 Bus 모선

V 모선 압 F 총 발 비용

L.F 비용함수 가 치 T.F 최종 가 치

  4 사례연구

<그림 1> 간략화 된 우리나라 전력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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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ENERATING UNIT DATA

MXCAP MNCAP MXCAQ MNCAQ

G02 1000.000 0.000 630.000 -370.000

G03 1000.000 0.000 630.000 -370.000

G05 700.000 0.000 990.000 -320.000

G07 800.000 0.000 630.000 -370.000

G09 1000.000 100.000 740.000 -328.000

G10 1000.000 100.000 630.000 -370.000

G11(신규) 1000.000 0.000 630.000 -370.000

  <표 2> COEFFICIENT OF GENERATION COST

COEF_A COEF_B COEF_C

G02 -1548.987793 59.3911018 0.01323065

G03 3204.5969238 -21.5249557 0.02856754

G05 107.0004654 17.0556107 0.00991604

G07 1347.1213379 13.2691317 0.01021821

G09 -945.9157104 20.2112083 0.00453354

G10 -577.0568237 11.9436150 0.00491961

G11(신규) -570.0568237 10.9436150 0.00191961

 <표 3> TRANSMISSION LINE DATA

RESIST REACT SHUNT TCMAX

LINE1 0.00264 0.02079 0.01730 500.000

LINE2 0.00338 0.01568 0.00670 500.000

LINE3 0.00264 0.02079 0.01730 600.000

LINE4 0.01229 0.05747 0.02360 500.000

LINE5 0.00264 0.02079 0.01730 400.000

LINE6 0.01063 0.05889 0.03343 200.000

LINE7 0.00264 0.02079 0.01730 500.000

LINE8 0.00338 0.01568 0.00670 500.000

LINE9 0.00183 0.01541 0.06745 400.000

LINE10 0.00183 0.01541 0.06745 700.000

LINE11 0.00187 0.01473 0.01223 500.000

LINE12 0.00187 0.01473 0.01220 500.000

LINE13 0.00338 0.01568 0.00670 600.000

LINE14 0.00187 0.01473 0.01223 400.000

 <표 4> POWER DEMAND (MW)

REAL POWER DEMAND REACTIVE POWER DEMAND

bus01 1100.0 500.0

bus02 300.0  50.0

bus04 300.0 350.0

bus05 300.0 200.0

bus06 400.0 150.0

bus08 300.0 100.0

bus09 800.0 400.0

 <표 5> voltage magnitude limit  (p.u.)

voltage  magnitude  
lower  limit

voltage  magnitude  
upper  limit

bus01 0.95 1.050

bus02 0.95 1.050

bus03 0.95 1.050

bus04 0.95 1.050

bus05 0.95 1.050

bus06 0.95 1.050

bus07 0.95 1.050

bus08 0.95 1.050

bus09 0.95 1.050

bus10 0.95 1.050

 <표 6> Final Data 

신규발  
참여시 
총비용

신규발  
참여로 인한 
총비용 차

비용함수 
통한  
가 치

비계량
지표
가 치

최종 
가 치

bus01 49132.93 27136.08 0.363 0.113 0.313

bus02 49559.5 26709.51 0.357 0.198 0.326

bus03 76823.25 -554.24 0 0.225 0.045

bus04 74959.97 1309.04 0.024 0.265 0.073

bus05 73058.35 3210.66 0.049 0.387 0.117

bus06 51472.01 24797 0.332 0.162 0.298

bus07 63221.9 13047.11 0.178 0.328 0.208

bus08 63814.41 12454.6 0.171 0.182 0.173

bus09 67358.54 8910.47 0.124 0.215 0.142

bus10 70871.84 5397.17 0.078 0.526 0.168

발전비용 기반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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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전기용 기반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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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계량지표 기반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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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원계획을 위한 결과 Facto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계획을 한 신규 발 소 건설 가 치의 객
인 근거를 마련하 다. 의 계통의 경우에서 10개의 모선

에 각각 신규발 소를 건설함을 가정하고 총비용함수를 계산 후 
총비용함수의 변화량와 비계량지표의 합을 통하여 가 치를 부
여하 다.  모델에서는 발 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1번 버스에 
신규발 소를 건설하는게 합리 이고 비계량지표만을 고려할 경
우 10번 버스에 신규발 소를 건설하는게 합당하다. 하지만 이 
두가지 지표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2번 버스에 신규발 소를 
건설하 을 경우에 총비용  비계량지표의 합이 가장 합리 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공 신뢰도의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논문에 공 신뢰도  실 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하게 된다면 합리 인 원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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