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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발전기 는 열효율 향상을 위해 하나의 에

너지원으로 이종의 열 사이클을 조합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복합발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에너지 

측면에서 열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를 통해 1차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열을 에 공급하여 2차 

전력을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는 열효율이 약 30%이고, 는 

약 20%가 되어 해당 복합발전기의 열효율은 약 50%가 된다. 둘

째, 최대 부하 시간대에 효율적인 열 공급을 위해 사용한다. 복합

발전기는 기동/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게 들어 최대 부하 시

간대에 효과적인 주파수 제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복합발전기

는 대부분 를 사용하고 있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원

자력이나 석탄 화력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

인 사용이 요구된다. 복합발전기는 가 모두 기동될 때 열

효율이 최대가 되지만  일부 정지 시에는 효율이 저하된다. 

우리나라의 복합발전기 운영 형태는  비율이 1:1, 2:1, 

3:1, 4:1, 5:1 구성이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이 높

지만  비율이 높은 발전기에서  일부 정지 시에는 효

율이 더 저하된다.

현재 운영 중인 에서는 모든 

발전기의 증분비  곡선에 대한 2개의 

좌표를 발전기 특성정보로 입력하여 사용한다. 

복합발전기에서  단독으로 운영할 때는 복합이 아닌 일반 

발전기와 동일하게 자체의 증분비 곡선을 사용하지만, 가 

모두 켜지거나  일부가 꺼진 상태로 운영할 때는  전체 조

합의 증분비 곡선을 사용한다. 복합발전기는  비율에 따라 

경제급전 증분비 곡선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나 각 조합별 성

능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 복합발전기에서  단독(1:0)으로 운

영할 때와  전체 조합(N:1)으로 운영할 때의 증분비 곡선

을 사용하여  부분 조합 즉,    ∼   에 대한 증

분비 곡선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오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2. 본  론

2.1. 경제급전 증분비 곡선

발전기 비용곡선은 다음과 같이 2차식의 형태로 표현된다.

    
                     (1)

증분비 곡선은 식 (1)의 2차 비용곡선을 각 발전기의 출력으로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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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는 무부하비용이고 는 무부하 비용에 대한 증분

비를 나타낸다. 경제급전은 비용대비 측면에서 발전기 출력 값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제급전의 목적함수는 발전기 출력에 

대한 비용 함수로써 모든 발전기에 대해 식 (1)을 최소화한다. 

즉, 경제급전의 목적함수는 min  이다. 전력계통에서 기본

적인 제약은 “부하량과 발전기 출력의 합은 항상 같다”는 것이다. 

이 제약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

최적의 값을 구하기 위해 식 (1)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4)

식 (4)는   및 에 대한 함수로써 라그랑지 함수 

라고 하고 λ를 라그랑지 승수( )라고 

한다. 에서는 이 값을 계통증분비로 활용한다. 식 (4)를 각 

발전기의 출력으로 편미분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되며, 결과적

으로 식 (2)와 같다[1].






  
    

  
           (5)

식 (2)와 (5)에서

                                    (6)

이 되어 모든 발전기의 증분비가 같아질 때 최적이 된다. 이것을 

등증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1]. 의 경제급전에서 -

(람다 반복법)을 통해 식 (6)에 대한 해를 구하고 그 때의 

발전기 출력(기준값) 를 계산한다. 또한 의  

 는 이 값을 기준으로 목표값 계산 후 발전기

별 타겟값을 송출한다[2]. 모든 발전기는 식 (6)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복합발전기는 경우의 수가 많아 모든 부분 

조합에 대한 증분비 곡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에서는   

의 복합발전기에 대해   과   의 조합만을 가지고 증분비 

곡선을 계산하고 있어 오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 

3:1인 복합발전기는 모든 조합(1:0, 1:1, 2:1, 3:1)에 대한 식(6)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부분 조합(1:1, 2:1)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증분비 곡선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발전기에 대해 식 (6)을  비율

이 1:0( 단독)과   ( 전체 조합)인 경우만을 사용하여 

부분 조합   ∼   의 증분비 곡선을 합리적으로 계산

하여 오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2 EMS의 증분비 곡선 적용 현황

에서는 발전기별로 2개의 좌표      를 발전

기 특성정보로 입력 받아 증분비 곡선을 계산한다. 즉, 2개의 좌

표로부터 식 (6)의 기울기()와  절편 값인 를 계산한다.

 좌표에 해당하는 는 발전기별 출력을 나타내고,  좌표

는  당 비용을 나타낸다. 즉,  좌표

는 원를 나타낸다.   이고 이 후 경제급전에

서 를 천원로 변환한다.

식 (6)에서 기울기()는 두 좌표의 기울기와 같고, 와 

  을 식 (6)에 대입하여 를 계산한다.

  

 · 
 

   

 

복합발전기의 경우 는  별 두 좌표를 입력 받고 는 

비용이 없으므로 의 증분비 곡선은  전체 조합 모

든 조합)의 증분비에 관한 2개의 좌표를 발전기별 특성정보로 입

력 받는다. 즉,    발전기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에는  

별 2개의 좌표, 에는  전체 조합에 해당하는   의 증분

비에 관한 2개의 좌표를 입력 받는다.

발전기 증분비 곡선 좌표

#1 #1에 대한  단독 증분비 곡선 두 좌표

#2 #2에 대한  단독 증분비 곡선 두 좌표

… …

#N #에 대한  단독 증분비 곡선 두 좌표

#1   (해당  전체 조합)에 대한  단독 증분비 

곡선 두 좌표

표    1  증분비 곡선에 대한 좌표

Table 1    

가 꺼진 경우는 복합이 아닌 일반 발전기와 동일하게 자체

의 단독 곡선을 사용하고 가 켜진 경우는  모드로  

조합에 따라 증분비 곡선을 재계산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가 

꺼진 부분 조합에 대한 성능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제 

조합에 대한 증분비 곡선을 사용하여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한, 해당 복합발전기는 증분비 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져 경제급

전에서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다.

2.3. 증분비 곡선 개선 방안

의 경제급전 증분비 곡선에서 사용하는  의 두 좌표

를        라 하고 의 두 좌표를  

′   ′  라고 한다.

의 두 좌표  를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증분비 곡선)을 구한

다. 가   만큼 출력을 내고 있을 때의 증분비 곡선은 

    

 
  

 
이다. 

 좌표는 의 무부하 비용에 대한 증분비를 나타내므로 

  이 되어 의 증분비 곡선은 다음과 같다.

    

 
                   (7)

  출력,     가 만큼 출력의 낼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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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합  :1) 의 두 좌표 ′  ′를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을 

구한다.

′ 좌표는 의 무부하 비용에 대한 증분비를 나타내므로 

′  이 되어 의 증분비 곡선은 다음과 같다.

    

 
                 (8)

식 (8)에  의  좌표인 를 대입하여  전체 조합

의 증분비 곡선에 있는 새로운 두 번째  좌표를 구한다. 두 점 

′   ″    또한 ( 전체 조합)의 증

분비 곡선 (8) 위의 좌표다.

(8)에 의해     

 
  이다.

본 논문에서는 1:0과    복합발전기의 증분비 곡선을 발전

기 특성 정보로 입력 받아    ∼    부분 조합의 증분

비 곡선을 계산한다. 아래 표 2는   의 복합발전기에서  

일부가 꺼진    ∼   인 경우에 대해  좌표는 그대로 

두고  좌표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에서    이므로 의 증분비 곡선의 좌표는 같

은 곡선위에서       로 변경된다.

여러 구간을 고려한다면 의  좌표 을 0으로 놓지 않

는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복합발전기에서  

일부가 꺼진  부분 조합에 대한  좌표 계산식을 제안한다. 

또한 부분 조합의 증분비 곡선 계산 후 발전기 출력 로 적분

하여 비용곡선을 계산할 수 있다. 식 (1)에서 기동비용 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좌표 좌표 계산식

  좌표
    

 
  

         발전기의 첫 번째 좌표

  좌표
    

 
    

        발전기의 두 번째   좌표

   총 대수

      기동 중인  대수

표   2  증분비 곡선에 대한 좌표

Table 2   

표 2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만 한다[3].

- 의 기울기가 의 기울기보다 클 수 없다. ⇒ 는 출

력이 높아질수록 효율이 향상됨

- 정상 출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 증분비는  보다 

쌀 수 없다. ⇒ 는 정격 출력 시 효율이 최대

- 증분비 곡선은 단조 증가 함수이다. ⇒ 출력을 높임에 따라 

비용도 올라감

 의   좌표   에 대한   좌표(   복합 발전

기에서 주어진 조합별   좌표)는 표 2 계산식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가  조합인 경우 

    

 
  

가 2:1 조합인 경우  

    

 
   …

가   조합인 경우 

      

 
  

 의   좌표 에 대한   좌표(   복합발전기에서 

주어진 조합별   좌표)는 표 2 계산식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

한다.

가 1:1 조합인 경우 

    

 
  

가 2:1 조합인 경우 

    

 
   …

가  : 1조합인 경우 

      

 
  

   복합발전기에서 1 : 1 조합의 두 좌표는       

     이고,    복합발전기에서    조합의 두 

좌표는                이 된다.

(예제) 3:1 복합발전기에 대한 부분 조합 증분비 곡선 계산 (실

제 에서 사용하는 증분비 곡선, 경기지역 복합발전기, 주기적

으로 변경됨)

       ,          

                      (9)

좌표 (9)에서  좌표는  단독(1:0)의 증분비 곡선에 대한 

좌표이고, 는  전체 조합  의 증분비 곡선에 대한 좌

표이다.

그림 1에서 가로축( 축)은 발전기 출력을 나타내고 세로축

( 축)은 증분비( 당 비용)를 나타낸다. 또한,  축의 발전

기 출력 값을 비교하기 위해  값을 통일하여 그림 2와 같이 

나타낸다.



Trans. KIEE. Vol. 68, No. 1, JAN, 2019

복합발전기 조합별 증분비 곡선 재설정에 관한 연구             11

그림 1 (1:0)와 (3:1)의 증분비 곡선

Fig. 1 (1:0) and (3:1)  

 단독(1:0)으로 운전할 때와  전체 조합(3:1)로 운전할 

때 비교를 하면  전체 조합으로 운전할 경우 무부하 비용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기울기는  단독일 때 보다 다소 완만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조합(3:1)으로 운전할 때는 일정 

시점(두 곡선의 교점)이 지나면 효율이 향상되어  보다 비용

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과  전체 조합의 증분

비 곡선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좌표를 통일하여 같은 

곡선 위의 좌표 (9)를 좌표 (10)으로 변경한다. (붉은 색 점선)

-       ,   

              (10)

그림 2는 식 (10)의 좌표를 증분비 곡선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2 와 의 증분비 곡선

Fig. 2  and    

그림 2는 그림 1에서 비교를 위해 의  좌표를 동일하게 

한 후 식 (10)을 적용하여  좌표를 계산한다.

3:1 발전기이므로 가 일부 꺼진 1:1, 2:1 조합별  ,   

좌표를 표 2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 가 1:1 조합인 경우,

   

 
  




    

- 가 1:1 조합인 경우,

   

 
  




    

- 가 2:1 조합인 경우,

   

 
  




    

- 가 2:1 조합인 경우,

   

 
  




    

1:1 조합의 증분비 곡선 좌표는    

2:1 조합의 증분비 곡선 좌표는    

2:1 조합이 1:1 조합 보다 기울기가 완만하고 기동비용은 다소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3:1 복합발전기에 대해 (1:0)인 경우와 (3:1)인 

경우만을 이용해 1:1과 2:1 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증분비 곡선을 

계산하였다.(파란색) 또한 무부하 비용( 좌표의 값이 0)은 3:1 

조합인 경우 가장 비싸고 1:0( 단독)인 경우 가장 싼 것을 알 

수 있다.

P

그림 3 복합발전기의  조합별 증분비 곡선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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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복합발전기 증분비 곡선은 1차식이므로  부

분 조합에 대해서도 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조합은 

1:0과 3:1의 증분비 곡선의 교점 를 지나고 기울기도 1:0과 

3:1 증분비 곡선 기울기 사이에 있다.

복합발전기에서  일부가 꺼진  부분 조합의 증분비 곡

선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 ◆

본 논문을 통해 의 모든 부분 조합을 고려하여 성능 

시험을 하지 않고,  단독(1:0)과  전체 조합  인 경우

만을 통해 모든 부분 조합에 대한 증분비 곡선을 합리적으로 계

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운영 중인 복합발전기의 는 대부분 동

일한 특성가지고 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림 3에서와 

같이  비율을 반영했을 때 하나의 교점 를 지나게 된다.

3.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복합발전기의  부분 조합에 대한 증분

비 곡선 개선 전후를 표 3과 같이 요약하였다. 개선 전은 부분 조합

에 대한 증분비 곡선을  전체 조합을 사용하였으나 개선 후는 

 일부가 꺼진 부분 조합을 고려하여 오차를 개선하였다.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 복합발전기는 기동시간이 빠르고 열

효율이 우수하여 주파수 제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싼 

를 사용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대비 측면에서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가능

하도록 합리적인 증분비 곡선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발전기에서  일부가 꺼진 경우 즉,    조합

인 경우의 기울기는    보다 급해지고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 경제급전에서 부하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선

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력계통 운영 전반적인측면에서 더욱 합

리적이고 경제적 배분이 가능할 수 있다.

향 후 의 경제급전에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발전

기별 배분량 결정이 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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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일부 꺼진 조합  전체 조합 사용  일부 꺼진 조합 사용

무부하 비용에 대한 증분비 ↑( 전체 조합 사용하여 오차발생) ↓(꺼진 가 반영되어 오차 개선)

정격 출력 시 비용 ↓( 전체 조합 사용하여 오차발생) ↑(꺼진 가 반영되어 오차 개선)

증분비 곡선 기울기  전체 조합이므로 낮아짐  일부 꺼진 조합이므로 기존보다 선택 가능성이 높아짐

부하가 낮은 시간대에경제급전 

선택 여부

기울기가 완만하여 경제급전에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기울기가 커짐 경제급전에서 선택 가능성이 낮아짐

표    3 복합발전기 증분비 곡선 개선 전후 비교

Table 3  Generator  before and after comp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