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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복잡화된 국내 전력계통의 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새로운 설비의 건설이 어렵고, 지역 편중화된 발전설비 때문에 선
로 과부하, 고장전류, 전압안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고압 선로의
고장은 계통을 크게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고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과 고장 후 계통의 조류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고장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류계산을 통한 정적해석과 시모의를 통한
동적해석을 사용하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각종 전압
안정도 지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장이후 계통에서 유효
전력 흐름에 변화가 있는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Generation loass coefficient(GLC)는 transmmision
loss factor(TLF)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load
loss coefficient(LLC)는 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을 발전기별로 분석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위의 두 지수는 계통해석을
위해서 제안된 것은 아니었으나 전력조류추적기법을 기반으로하여 개발
되었기 때문에 계통의 전력조류 흐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LC와 LLC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
통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영향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GLC와 LLC를 활용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GLC와 LLC지수로 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1. 서    론

계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장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계통 운영
및 계획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정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선
로에 흐르던 유효전력은 인근 선로를 통하여 우회하여 흐르게 된다. 이
때 우회조류는 인근선로에 추가적인 과조류를 발생시킬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선로의 탈락을 발생시켜 고장을 파급시킬 수 있다. 또한 전압안정
도 확보를 위한 부하차단을 고려했을 경우 부하측면에서 고장 후 우회
경로가 크게 길어지는 부하가 전압불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에 발생한 고장이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부하와
유효전력 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할 수 있다면 그 파급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된다.
GLC와 LLC는 유효전력조류 추적기법의 proportional sharing
principle을 기반으로 계산된다.[1] 유효전력조류 추적은 어떠한 발전기로
부터 생산된 전력이 어떤 부하로 공급되는지 추적하는 해석기법이고,
GLC와 LLC는 같은 개념에 대하여 손실측면에서 접근한 지수이다.
GLC는 유효전력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각 발전기의 발전력에 의해 발생
하는 손실을 계산하여 발전기의 발전량 중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내는 것이다.[2] LLC는 유효전력 흐름기법 중 손실을 할당하는 두 기
법을 비교하여 특정 부하가 공급받는 전력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각
발전기별로 계산하여 더한 뒤 부하량 대비 발생하는 손실을 비율로 나
타내는 지수이다.[3]
GLC와 LLC는 손실을 분배하는 측면에서 전력경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계통 손실이 발전단과 부하단 사이의 계통구성과 계통에 흐르는
유효전력의 경로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과 이는 계통에 발생하는 고장,
휴전, 발전기 탈락, 부하변동 등 계통 상태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GLC와 LLC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통에서 발생
하는 고장의 영향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GLC와 LLC를 활용한다.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GLC와 LLC지수로 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
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2. 본    론

  2.1 Generation loss coefficient(GLC)
GLC는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추적하여 각각의 발전기별 계통 손
실을 계산한 뒤 그것을 발전기별 발전량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2] 이는

발전기에서 부하까지 전력을 송전하는 동안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각 발전기별로 부담하고 있는 양을 비율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GLC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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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k는 각 발전기k의 GLC값이고, 분모의 GenkTotalP는 각 발전기
의 유효전력 생산량이다. 분자의 GenktosystemLoss의 총합은 계통에서
발전기k가 부담하고 있는 손실량을 의미한다. GLC값이 크면 발전기의
발전력 대비 부담하고 있는 손실이 크다는 의미이고, 작을수록 계통에서
부담하는 손실이 적다는 의미이다.

  2.2 Load loss coefficient(LLC)
LL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부하에서 전력을 공급받기위해 계통
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발전기별로 부담하는 양을 계산한다. 그리
고 각 부하별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의 합에 대하여 각
부하의 용량으로 나눠준 값이다. LLC는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하
에 합하여 계산하는 upstream-looking 방식을 사용한다.[1] 각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선로손실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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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는 i부하의 유효전력 부하량이고, Pigross는 i버스로 들어오는 총
유효전력의 양이다. 위의 LoadLossi를 각 부하의 부하량으로 나눠주면
LLC를 구할 수 있다.

(4)

LLCi 값이 클 경우에는 부하에 공급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가
부하량 대비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다
는 의미이고, 값이 작을 경우는 송전경로가 짧거나 효율적이라는 의미이
다.

  2.3 GLC와 LLC의 계통해석 활용
GLC와 LLC는 모두 계통 상태의 변화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계통손실의 특성을 담고 있다. 계통 상태 변화는 선로고장 이외에도 부
하증감, 발전기 운전상태, 휴전 등의 조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
황들을 포함한다. GLC의 경우 발전기가 부담하는 손실의 증감을 원하
는 발전기 모선별로 나타내고, LLC의 부하에 송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의 증감을 부하모선별로 보여준다.
GLC를 통해 크게 계통변화에 의한 조류흐름 변화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국내 계통은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외에도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발전소의 위치도 관련지을 수 있다. 따
라서 특정 고장이 발생하고 GLC의 증감을 확인하면 어떤 지역의 발전
기 송전의 효율을 저감시키는지, 얼마나 크게 조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지 영향력을 인지할 수 있다.
LLC는 기본적으로 부하에 송전하는 조류 경로의 효율성을 알 수 있
기 때문에 고장에 의해 특정지역의 LLC가 크게 증가할 경우 고장의 영
향에 의해 부하로 공급하기 위한 우회조류의 경로가 많아진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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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통에 주는 스트레스도 크다는 의미이다. 매우 큰 전력이 송전하고
있던 선로의 고장의 경우 전압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부하지역
을 알아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

  2.4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은 2019년 피크 계획데이터를 사용했다. 고장의 크기와 미
래계통임을 감안하여 신고리-북경남 765kV 2회선 병렬고장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2.4.1 GLC 분석 결과
선로 고장 전 후의 변동률을 내림차순하여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발

전기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 1>로 나타냈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이 선로의 송전단에 있는 발전기들의 손실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다른
지역의 변동은 실질적으로 3% 미만이기 때문에 계통손실증가는 대부분
경남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경남
지역에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기 위해 송전지역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
에 손실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1> GLC 분석 결과 (내림차순)

  2.4.2 LLC 분석 결과
선로 고장 전 후의 변동률을 내림차순하여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

하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 2>로 나타냈다. <그림 1>을 보면 대구, 신
경산 모선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하들이 100% 이상의 변화를 보였고, 그
보다 더 넓은 서대구,북대구,고령 모선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50%~100%
의 변화율을 보였다. 그 외 북부산, 남부산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20~50%의 변화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장에 의해 가장 크게
손실을 발생시키고, 전력공급을 위한 경로가 변하는 지역은 수전단 인근
에서도 대구, 신경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변화는 선로 고
장 이후 가장 계통에 영향을 주는 부하를 취약지역으로 고려하는 데 이
용할 수도 있다.

<표 2> LLC 분석 결과 (내림차순)

 2.5.3 고장 후 계통 총 손실 변화
위의 고장에 의해 계통의 손실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선로의 유무에
의해 총 114MW의 유효전력 손실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계통대비
7.4% 증가한 수치이다.

<표 3> GLC 분석 결과 (내림차순)

<그림 1> GLC, LLC 분석결과 지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했고, GLC, LLC 지수를 통하여 기존과 다른 형태의 계통분석을
진행했다. GLC, LLC 지수를 활용한 계통분석은 본 논문에서와 같은 고
장 전후로 접근해도 되지만, 계통계획시에 선로의 유무에 따른 손실변화
와 계통에 주는 개선정도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투입할 때 인근
지역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는지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고장파급효과를 평가하거나 크기를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때 개념적 또는 수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추후에는 위의 지수
를 통해 계통을 보강하거나 설비투입을 할 경우에 변경의 영향력을 평
가하고, 계통을 개선하는 보강안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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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Area
고장 전
LLC

고장 후
LLC

변동률
(%)

변동크기

합천 경남서부 0.1580 1.3528 756.40% 1.1948

청도 경북동부 0.8937 2.9457 229.59% 2.0520

봉덕 대구 1.1961 3.2774 174.01% 2.0813

범물 대구 1.1925 3.2645 173.75% 2.0720

자인 경북동부 0.8898 2.4111 170.97% 1.5213

두류 대구 1.3129 3.4052 159.37% 2.0924

내당 대구 1.3378 3.4324 156.57% 2.0946

남대구 대구 1.3415 3.4292 155.62% 2.0877

동인 대구 1.3594 3.4508 153.85% 2.0914

공평 대구 1.3604 3.4518 153.73% 2.0914

서침산 대구 1.3749 3.4665 152.13% 2.0916

신경산
1

경북동부 0.7531 1.8802 149.66% 1.1271

경산 경북동부 0.7722 1.9241 149.17% 1.1519

Gen Area
고장 전
GLC

고장 후
GLC

변동률
(%)

변동크기

합천#1G 경남 0.0884 0.1669 88.88 0.2229

합천#2G 경남 0.0884 0.1669 88.88 0.2229

고리#4G 부산 17.9164 30.4461 69.93 1.1990

신고리1G 부산 13.0629 21.1049 61.56 0.7327

신고리2G 부산 13.0629 21.1049 61.56 0.7327

신고리3G 부산 17.5741 28.3855 61.51 0.7405

신고리4G 부산 17.5741 28.3855 61.51 0.7405

신고리5G 부산 17.5741 28.3855 61.51 0.7405

무주PP#1 전북 1.56414 2.4789 58.46 0.7621

무주PP#2 전북 1.56414 2.4789 58.46 0.7621

고리#3G 부산 9.96105 15.7503 58.11 0.5540

고리#1G 부산 5.71194 8.4186 47.38 0.4474

고리#2G 부산 6.2998 9.2851 47.38 0.4377

신월성1G 대구경북 11.6658 16.1934 38.80 0.4283

신월성2G 대구경북 11.6658 16.1934 38.80 0.4283

고장 전
계통 손실(MW)

고장 후
계통 손실(MW)

변화량(MW) 변화율(%)

1548 1662 114 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