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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산업에서 원설비계획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원
설비계획  발 소 설립에 한 연구만큼 송 선 증설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 선 증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으며, 
그것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쉽게 모형화해서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이 논문은 좀 더 최 화된 송 선 증설을 한 모형을 만들어 가
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 력조류계산(OPF)에 송 선 증설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발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 서    론

  력산업은 규모의 력설비를 건설하고 운 해야 하는 표 인 
설비산업이다. 력산업의 운 을 해서는 수많은 발 소와 변 소, 그
리고 국 각지를 연결하는 송배 선로 등 방 한 규모의 설비가 필요
하다. 이러한 력설비, 특히 발 설비 부분은 설비의 규모가 단히 클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 성, 내구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단히 고가의 
설비로서 막 한 투자비를 필요로 한다. 한, 건설에 있어서는 설비 종
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년 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
다. 투자비의 회수 측면에서는 이들 설비들의 내용연수와 설비투자비의 
회수기간이 매우 길다. 따라서 력산업은 이를 속 으로 운 하기 
해서 장기 이며 막 한 규모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설비산업 는 장
치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력산업의 특징에 따라 기요
 원가 가운데 고정비의 비 이 매우 높게 된다.

기요  는 발 원가 가운데 고정비의 비 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비의 향을 일 수 있도록 합리 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력을 렴하고 안정 으로 제공한다는 력회사의 기
본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설비투자가 정하고 합리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래의 수요성장에 히 처할 수 
있도록 정한 력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력수 계획의 요성
은 력회사의 가장 요한 경 계획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이의 합리  
수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살펴도 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차 에 지 가운데 력부문에 소요된 에 지는 체의 약 
30%에 달한다. 최종에 지의 소비에 있어서도 력은 약 11%를 차지한
다. 한 이러한 력의 비   력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다. 따라서 력이 산업생산의 요한 투입요소로서 직  작용할 뿐 
아니라, 력부문의 투자액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높다. 그런데 력
수 계획은 발 설비의 종류  투입시기뿐 아니라 결과 으로 이에 사
용되는 에 지원(연료)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력수 계호기의 수립  
이의 추진이 국가 경제  에 지사업에 미치는 효과가 지 하다. 
따라서 력사업의 효율  운 , 특히 합리 인 력수 계획의 추진이 
매우 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력사업의 운  상이 되는 력설비가 
규모이며 건설기간  수명기간이 장기라는 특성이 있고, 이와 련하

여 고정비용이 비용 가운데 요한 요소로 작업한다. 따라서 이러한 
력사업을 효율 으로 운 하여 렴하고 안정 인 력을 공 하기 
해서는 발 부문의 투자를 한 이론 정립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투자 가능한 발 부문  송 선 증설에 해 심을 가지고 보다 
렴한 투자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송전선 증설 방법론
 송 선의 증설은 앞에 소개된 것과 같이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고 막
한 투자비가 투입될 것이므로 이익 극 화를 한 최 의 증설 계획이 

필요하다. 발 업자의 이익 극 화를 한 증설 계획은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양을 증설을 해야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 의 송  환경을 만들
어 주는지를 결정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설 계획을 수학 으로 
정식화하기 해서는 증설 이 의 총비용과 특정지역 선로 증설에 따른 
고정비의 일부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면서 선로제약의 완화 정도를 
동시에 반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 증설 이 의 총비용을 구하기 
해서는 각 발 기의 데이터, 송 선의 데이터, 비용함수, 수요, 그리고 
허용 계통 압 등의 자료와 수 균형 제약조건을 알아야 한다. 증설에 
따른 비용은 1MW 증설 당 비용에 거리  시공비용 등의 조건을 알아
야하고 그 게 해서 구한 비용을 증설된 설로의 수명 는 투자비 회수 
기간으로 나 어 체비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겠다.

  2.2 송전선 투자 계획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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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의 목 함수는 기존의 비용과 송 선 증설 크기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은 기존의 OPF식으로, 증설에 따른 비용은 앞에서 
언 한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식으로 표 할 수 있고, 두 값의 합이 최
소가 되는 을 최 화된 증설 이후의 체 비용이라 할 수 있겠다. (식
2)부터 (식10)까지는 기존의 OPF를 풀기 한 제약조건이라 하겠다.  
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OPF에서는 선로용량을 키울수록 목  함
수값이 감소하지만 무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반 로 증설비용은 선
로용량을 키울수록 커지게 되어 두 그래 가 만나게 되는 을 최 화
된 값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 특정 선로의 증설에 따른 총
비용의 최 화 값을 도출 할 수 있겠다. 각각의 도출된 값을 비교하여 
어떤 선로의 증설이 더욱 최 화된 값인지 알 수 있고, 최 의 송 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다. 

2.3 사례연구
2.3.1 가정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간략화를 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계통은 아래와 그림(1)과 같이 간략화 하 고, 각 년도의 시장가격은 연
평균가격을 용한다. 매년 보수정비비는 일정하다. 한 각 년도의 연
료 가격은 동일하며, 연료비용은 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각 선로 
증설에 따른 제약 조건  지리  조건과 거리 조건을 제외한 조건에 
해서는 동일하게 본다. 그리고 증설에 따른 모든 제약 조건은 증설에 

따른 비용함수에 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증설된 선로의 수명이
나 투자비 회수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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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량 OPF목적함수값 증설비용 총비용 증설 전 값과 비교

20 78891.97 700 79591.97 312.27 

40 78049.75 1400 79449.75 454.49 

50 77691.96 1750 79441.96 462.28 

60 77376.15 2100 79476.15 428.09 

80 76869.01 2800 79669.01 235.23 

100 76553.64 3500 80053.64 -149.40 

120 76495.85 4200 80695.85 -791.61 

LINE shadow cost 

BUS01 BUS02 LINE01 0.0000 

BUS02 BUS01 LINE01 0.0000 

BUS01 BUS03 LINE02 0.0000 

BUS03 BUS01 LINE02 -5671.0568 

BUS01 BUS06 LINE03 0.0000 

BUS06 BUS01 LINE03 -5496.0388 

BUS01 BUS07 LINE04 0.0000 

BUS07 BUS01 LINE04 0.0000 

BUS03 BUS04 LINE05 0.0000 

BUS04 BUS03 LINE05 0.0000 

BUS03 BUS08 LINE06 0.0000 

BUS08 BUS03 LINE06 0.0000 

BUS04 BUS05 LINE07 0.0000 

BUS05 BUS04 LINE07 0.0000 

BUS04 BUS10 LINE08 0.0000 

BUS10 BUS04 LINE08 0.0000 

BUS05 BUS10 LINE09 0.0000 

BUS10 BUS05 LINE09 0.0000 

BUS06 BUS07 LINE10 0.0000 

BUS07 BUS06 LINE10 0.0000 

BUS06 BUS08 LINE11 0.0000 

BUS08 BUS06 LINE11 0.0000 

BUS08 BUS09 LINE12 0.0000 

BUS09 BUS08 LINE12 0.0000 

BUS08 BUS10 LINE13 0.0000 

BUS10 BUS08 LINE13 0.0000 

BUS09 BUS10 LINE14 0.0000 

BUS10 BUS09 LINE14 -423.4640 

<그림 1> 간략화 된 우리나라 전력 계통도

-기존의 shadow cost

- case1(line02의 송전선 증설)

증가량 OPF목적함수값 증설비용 총비용 증설 전 값과 비교

10 79347.71 400 79747.71 156.53

50 77330.42 2000 79330.42 573.82

100 75185.46 4000 79185.46 718.78

150 73270.60 6000 79270.60 633.64 

200 71577.00 8000 79577.00 327.24 

250 70129.82 10000 80129.82 -225.58 

300 69195.32 12000 81195.32 -1291.08

310 69195.32 12400 81595.32 -1691.08 

- case2(line03의 송전선 증설)

- case1의 그래프

line 02 선로증설 비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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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2의 그래프

line 03 선로증설 비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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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발 업자들이 송 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 의 투자
를 한 방법을 제시하 다. 와 같은 경우에 line02의 증설이 line03의 
증설보다 은 비용으로 선로증설이 가능하다. 혼잡비용 역시 line02의 
증설이 더 많이 어들게 되었다. 물론 line02의 증설비용이 line03보다 
약간 비싸기는 했지만 총비용 면에서 line03이 더 효과 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송 선 증설에 한 비용 함수에 들어가야 하는 
여러 조건을 동일하게 보았고, 선로 증설에 따른 계통에 주는 효과를 수
치화해서 동시에 단해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송 선 투자 시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들을 더 많이 포함하게 되면 투자 효율을 더욱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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