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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mped generators have excellent load following
characteristics. It can also be committed quickly for synchronous
reserve when it is in the generating mode because it can readily
increase its generating power and, consequently, increases the overall
system reliability. The probabilistic production simulation model is
used in this paper. The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multi-proposed approach are demonstrated by simulation studies for a
real size power system model in Korea in 2015.

1. 서    론

양수발전기의 경우 단기정정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부하추종능력이
탁월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9/15 순
환정전 이후 다소 왜곡된 양수 발전기가 운영되는 상황이며 현재 양수
발전기의 상부저수지가 항상 만수위로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
기정전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하추종능력이 탁월한 양수발전
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에서의 운영신뢰도에 기여하는
가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모형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이전에 개발된 단일 양수 발전기의 확률론적 발전 모형과 새로 제시하
는 개별 양수발전기의 모형을 고려한 확률론적 발전 모형을 비교하고
나아가 양수발전기의 운전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경제성 환경성
은 분석해 본다.[1-4]

2. 본    론

  2.1 발전 모형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단일 양수발전원의 확률론적 발전시뮬레이션을
벗어나 개별의 양수발전원을 고려한 확률론적 발전시뮬레이션을 제안한
다. 이때 양수발전원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1-3]

(a) 단일의 양수발전원 모형 (b)멀티양수발전원 모형
<그림 1> 양수발전원의 모형

  2.2 발전 운전모형(Generation mode)
수력발전과 유사하게 양수발전의 운전도 첨두부하삭감으로써 운전모
의를 할 수 있다. 이는 식(1)과 같이 #k번째 양수발전기의 용량과 설비

이용률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7]

PGENGnk= CPGnk × CFPGnk (1)

단, PGENGnk: #k번째 양수발전기 발전량 [MWh]
CPGnk : #k번째 양수발전기의 용량 [MW]
CFPGnk: #k번째 양수발전기의 설비이용률

  2.3 양수 운전 모형(Pumping mode)
양수발전기는 양수를 하기위한 에너지(펌핑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식(2)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양수의 운전은 부하지속곡선의 기저
부하를 해당하는 #k번째 양수에너지만큼 증가시킴으로써 모의할 수 있
다.[7]

PPENGnk= PGENGnk/ηPGk (2)
단, PPENGnk : 펌핑에너지 [MWh]

PGk : #k번째 양수발전기의 효율 [pu]

그림2는 전술된 발전운전모형과 양수운전모형을 부하지속곡선에서 나
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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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하지속곡선에서의 발전운전모형과 양수운전모형
 

  2.4 양수발전기의 전력계통 확률론적 신뢰도 

신뢰도 평가방법으로는 크게 상태누적법 및 몬테카를로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태누적법을 사용하되 양수발전기를 갖는 유효부하지속곡
선법을 이용하기로 한다.[5] 유효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하여 발

전계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의 신뢰도 지수들인 LOLEHLI 및 EENSHLI
는 식 (5) 및 (6)처럼 각각 정식화 된다.[7]

ICxHLIHLI )x(LOLE
=

= F [hours/yr] (5)

ò
+

=
LpIC

IC HLIHLI dx)x(EENS F [MWh/yr] (6)

3. 사례연구

  3.1 입력자료
본 사례연구에서는 6차수급계획에 의한 2015년도 우리나라 발전계통
규모와 유사한 모델계통(96,079MW)을 적용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최대
부하는6차 수급계획에서 예측된 목표부하 82,677MW에서 비중앙급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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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평균발전량인 2,040MW를 감한 80,637MW와로 가정하였다. 그림
3는 본 사례연구에서 적용된 부하 패턴인 2014년도 시간별 최대부하변
동곡선의 패턴이다.

<그림 3> 2014년 시간별 부하변동 곡선

본 사례연구에서 단일의 양수발전소와 국내 개별 양수발전소를 고려
한 확률론적 발전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단일양발전소의 발전효율은
80%로 가정하여였고 개별 양수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현재발전기효율로
고려하였다. 이때 국내양수발전소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양수발전소의 현황

청 평 삼랑진 무 주 산 청 양 양 청 송 예 천

설비용량(MW) 200×2 300×2 300×2 350×2 250×4 300×2 400×2

발전가능시간 6:19 6:00 7:30 9:06 9:24 8:52 8:10

최고낙차(m) 498.5 347.9 589.0 429.5 819.0 347.5 484.2

발전효율(%) 72.34 76.29 76.53 78.74 79.97 81.58 84.23

  3.2 양수발전용량 4700MW인 경우의 사례연구
현재 가동중인 양수발전원을 고려한 4700MW의 양수발전소를 고려한
확률론적 발전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단일의 양수발전기의
경우 멀티 양수발전기에 비하여 신뢰성 부분에서 멀티양수발전기에 비
하여 향상 되는 것을 볼수 있으나 경제성 및 환경성에서는 멀티양수발
전기의 경우 단일 양수발전기에 비해 경제성과 환경성의 이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양수발전 투입에 따른 특성 변화  [4700MW]

발전기
용량
[MWh]

발전용량
[MWh]

양수용량
[MWh]

발전기
용량
[MWh]

발전용량
[MWh]

양수용량
[MWh]

청평#1 200 124420.9 171994.6 양양#1 250 155526.2 194480.6
청평#2 200 124420.9 171994.6 양양#2 250 155526.2 194480.6
삼량진#1 300 186631.4 244634.2 양양#3 250 155526.2 194480.6
삼량진#2 300 186631.4 244634.2 양양#4 250 155526.2 194480.6
무주#1 300 186631.4 243867 청송#1 300 186631.4 228771
무주#2 300 186631.4 243867 청송#2 300 186631.4 228771
산청#1 350 217736.6 276526.1 예천#1 400 248841.9 295431.4
산청#2 350 217736.6 276526.1 예천#2 400 248841.9 295431.4

  <표 3> 양수발전 투입에 따른 특성 변화  [4700MW]

단일 양수발전기 멀티 양수발전기  [16기]
설비예비율 [%] 11.26 11.26
LOLE [hours/yr] 20.89918 22.72166
EENS [MWh/yr] 14025.88 15399.02
EIR [pu] 0.99997386 0.999971301

확률론적 총 생산비용
[kWon/yr]

31138434476 27999307958

KWh당 생산비용
[Won/kWh]

57.6 51.83

전체 CO２발생량
[Ton/yr]

254333847.8 245114018.2

  3.2 양수발전용량 5500MW인 경우의 사례연구
본 사례연구는 예천양수와 같은 용량(800MW)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되

었을 때를 고려한 결과값을 보인 것이다. 양수발전기의 용량이 5500MW
가 되었을때의 확률론적 발전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표5와 같다. 단일양수
발전기와 멀티 양수발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비이용율의 경우 결과
값이 같음을 확인할수 있고 신뢰성의 경우 단일 양수발전기로 고려한
결과값이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할수 있다. 경세성과 환경성의 경우 멀티
양수발전기를 고려한 확률론적 발전 시뮬레이션이 경제성과 환경성이
높음을 볼수 있다.

 <표 4> 양수발전기의 양수용량과 발전용량 [5500MW]

 
 <표 5> 양수발전 투입에 따른 특성 변화  (5500MW]

단일 양수발전기 멀티 양수발전기 [18기]

설비예비율 [%] 12.25 12.25
LOLE [hours/yr] 18.09452 19.75762
EENS [MWh/yr] 11942.78 13181.2
EIR [pu] 0.999977742 0.999975434

확률론적 총 생산비용
[kWon/yr]

31155085575 28003194905

KWh당 생산비용
[Won/kWh]

57.56 51.78

전체 CO２발생량
[Ton/yr]

254404412.4 245141243.4

4. 결    론

본 논문은 이전의 단일양수발전기를 고려한 확률론적 발전시뮬레이
션에서 개별 양수발전기를 각각 고려한 상세 확률론적 발전모형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상세 개별 양수발전기 모형과 이전의 단일
양수발전기 모형은 전력계통에서 신뢰도와 경제성 환경성에서 변화를
볼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에서의 계통은 양수발전기의 단일운전모형과
멀티 운전 모형에 따른 전력계통의 발전 모형을 비교하면 신뢰성 부분
에서 단일 양수발전기 운전모형이 높으며 경제성과 환경성 부분에서는
멀티 양수발전기 운전모형이 높음을 볼수 있다. 차후 양수발전기의 상세
운전 모형인 멀티 양수발전기 운전모형의 검증과 이를 이용한 양수발전
기의 설비이용율 예측, 효용가치 평가 시스템 등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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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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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1 200 124420.9 171994.6 양양#1 250 155526.2 194480.6
청평#2 200 124420.9 171994.6 양양#2 250 155526.2 194480.6
삼량진#1 300 186631.4 244634.2 양양#3 250 155526.2 194480.6
삼량진#2 300 186631.4 244634.2 양양#4 250 155526.2 194480.6
무주#1 300 186631.4 243867 청송#1 300 186631.4 228771
무주#2 300 186631.4 243867 청송#2 300 186631.4 228771
산청#1 350 217736.6 276526.1 예천#1 400 248841.9 295431.4
산청#2 350 217736.6 276526.1 예천#2 400 248841.9 29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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