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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발전설비의 불시정지,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급증 등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력을 운영 하고 있다. 최
근 풍력발전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풍력발전 출력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예측오차에서 기인하는 풍력발전출력의 불확실성 또한 예비력 산정 시
고려할 주요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력의 상당 부분
을 풍력발전원이 담당하는 전력시스템에서 산정된 운영예비력의 적정성
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전력수요 예측오차, 발전기 불
시정지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원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 운영
예비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서    론

운영예비력은 평상시 전력계통의 수요예측 오차 및 부하변동에 대비
하고, 상정사고 발생 시 주파수를 일정 범위 안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운전 중 발전기의 발전여유분인 운전예비력은 전력품질
유지와 정전 대비 측면에서 최우선 확보되어야 할 예비력이다[1]-[3].
국내의 경우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풍력발전설비의 증
가로,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원은 불확실
한 특성을 갖는 발전자원으로 수분이내의 상시 출력변동 및 돌풍에 의
한 대규모 풍력단지 탈락 등 계통 운영 시, 많은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
다. 전력계통의 불시사고가 광역정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모든 불확실 요소를 고려한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 설비가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시스
템에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력의 적정성 평가방법을 제시하
였다. 제시 방법에는 전력수요와 풍력발전출력의 불확실성을 표준정규분
포로 근사화한 Net load 예측오차로 고려하며, 운영예비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하차단확률 지표를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전력수요, 풍력발전출력 및 전력설비의 불확실성 모델링
풍력발전원이 전체 발전설비의 일정 부분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불시정지와 같은 공
급의 불확실성, 수요예측 오차와 같은 수요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풍
력발전 출력의 불확실성 또한 예비력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
전력수요와 풍력발전출력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예측오차를 수반한다.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서
는 예측오차에 해당되는 만큼의 예비력 산정이 필요하다. 전력수요, 풍
력발전출력 예측오차에 대해 각각 예비력을 따로 산정한다면, 예측오차
끼리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 과다한 예비력을 산정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수요와 풍
력발전출력을 각각 따로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요에서 풍력발전출력을
차감한 Net load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어 과다 예비력 산정의 가능
성을 줄인다. Net load는 식(1)과 같이 정식화 된다.

      (1)

여기서, 은 전력수요를 의미하고 는 풍력발전출력을 의미한

다. 전력수요와 풍력발전출력의 불확실 요소는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으로 Net load 예측값에서 실적값을 차감한 Net load 예측오차로 식 (2)
과 같이 정식화 된다.

 예측오차  예측  실적
 수요예측풍력예측 수요실적풍력실적

(2)

발전기의 공급 불확실 요소는 발전기 불시사고로 인한 탈락으로, 발전
기 고장발생확률로 모델링 된다. 1시간동안 고장발생확률(FOP, Full
Outage Probability)[6]은 수식 (3)과 같이 정식화 된다.

 


(3)

여기서, 은 평균고장수리 시간을 의미하고 은 고장정지율을 의
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제시된 <그림 1>과 같이 Net load 예측오차로
전력수요 및 풍력발전출력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한다.

<그림 1> 전력수요 및 풍력발전출력 불확실성 모델링

운영예비력은 발전설비의 불시정지 및 동시에 발생 가능한 풍력발전
출력, 전력수요의 예측 오차에 대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제시
된 <그림 2>와 같이 Net load 예측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였다. 운영예비력에서 발전기 불시정지량을 차감한 잔여 운영예비력 보
다 Net load 예측오차가 큰 경우 전력공급지장이 발생하며, <그림2>에
서 정규분포 그래프 내 회색 영역은 운영예비력을 고려한, -시간의
Net load 예측 오차 및 -발전기 탈락에 의해 공급지장이 발생할 확률
을 의미한다[4].

<그림 2> Net load 예측오차의 정규분포 그래프

공급지장이 일어나는 경우는 발전기 1기 고장 시 Net load 예측 오차
가 예비력보다 큰 경우로 가정한다.

  2.2 공급지장 발생 확률
가 시간 에 대한 발전기 의 고장확률이라고 할 때 시간

에 개의 발전기 중 발전기 만 고장이 일어날 확률은 다음 수식 (4)
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 

  ≠ 




 (4)

풍력발전출력 불확실성을 고려한 운영예비력의 적정성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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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고장에 의해 삭감된 발전량을 이라 하고 산정되어진

운전예비력을 라 할 때, 발전기  고장 후 잔여 운영예비력은

 라 할 수 있다. 잔여 운영예비력으로 Net load 예측오차에

대비하지 못할 확률은 수식 (3)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5)

여기서, 는 Net load 예측오차의 표준편차를 의미하고 는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한다.
발전설비 1기 탈락이 발생하여 잔여예비력으로 Net load 예측오차에
대비하지 못하는 확률은 식(4)와 (5)의 곱으로 다음 수식 (6)과 같이 정
식화할 수 있다.


  × (6)

이때 공급지장이 일어날 확률은 모든 발전기에 대해 다음 수식 (7)과 같
이 정식화할 수 있다.

  
  



 (7)

  2.3 운영예비력 적정성 평가 방안
계통운영자에 의해 설정된 신뢰도 수준을 연 부하차단 횟수()로
표현하면, 시간에 대해 산정된 운영예비력에 대한 신뢰도 평가기준은
다음의 수식 (8)과 같이 정식화 되어 진다.

 ≤


(8)

계통운영자가 결정한 연 부하차단횟수를 만족하는 운영예비력 중 운영
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최솟값으로 적정 운영예비력이 결정 된다.
앞서 정의한 과정들을 정리하여 예비력 평가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단계에서 발전기의 불시정지에 의한 공급 불확실성을 모델링
하고, 3단계에서 전력수요 및 풍력발전출력의 불확실성을 모델링 한다.
5단계에서 예비력 기준에 따른 부하차단횟수를 계산하여 예비력 값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산정 방안을 모의 전력계통 환경에 적용하였다.
모의계통의 Net load 예측오차는 평균 0MW, 표준편차 48MW의 정규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모의계통 내 총 5대의 발전설비의 는
G1 : 0.001142, G2, G3, G4, G5 : 0.000570을 가정하였다. 본 계통에 대
해 총 3가지의 예비력 시나리오를 가정하였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신뢰
도 관점에서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 졌다.

<그림 3> 모의 계통도

<표 1> 발전설비의 FOP 가정

<표 ２> 시나리오 별 예비력 적정성 평가

4. 결    론

본 연구는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풍력발전으로 충당하는 전력시스
템에 대해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운영예비력의 적정성 평가방안을 제
시하였다. 풍력발전출력 및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은 Net lolad 예측오차
를 이용해 모델링하였고, 각 발전설비의 불시정지와 전력수요 및 풍력발
전출력 예측오차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운영예비력의 적정성
을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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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운영예비력 300MW 350MW 400MW

 0.000556 0.000188 0.000042




  

발전설비 G1 G2 G3 G4 G5

FOP 0.001142 0.000570 0.000570 0.000570 0.000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