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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15년 발,송,배전 설비 신설, 변경과 최대부하82,000MW
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고장전류를
차단기 정격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모선분리, 선로분리 등을 적용하였
고, 특히 765kV 송전선로 고장시 계통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부하를 차
단하는 장치를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계통안정에 기여하였
다. 인천지역에서 나타난 과전압 및 안정도 약화에 대해 적절한 발전
및 송전제약 한계값을 적용하여 인천지역의 안정 운영에도 기여하였다.

1. 서    론

2015년 여름철 최대부하기간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문제점
을 사전 도출하고 그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2015년 여름철 전력
계통 검토시 ‘14년도 대비 1,670MW가 증가한 82,000MW로 상정하였다.
발전설비는 5개소가 증가하였고, 345kV 설비 9개소, 154kV 설비 12개소
의 변동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예년에 비해 발전 및 송전설비 모두 큰
설비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통 검토시 기존 제약 및
고장파급방지장치(SPS)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운영방안의 정밀성
을 높였다. 더불어 한류리액터(CLR) 및 지중화 확대로 인한 안정도 약
화와 과전압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수립하였다.

2. 본    론

  2.1 우리나라 전력계통 현황

  2.1.1 2015년 여름철 대비 신설/증설 설비
발전설비는 다음과 같이 5개소 총 3,235MW가 증가할 예정이다.

 <표 1> 2015년 준공 예정 발전설비

발전기명 용량 준공 병입 발전기명 용량 준공 병입

신월성#2 1000 7월 2월 당진화력#9 1020 12월 7월

하남열병합 399 10월 5월 신오산열병합 436 12월 8월

태안IGCC 380 11월 4월 - - - -

송전설비의 경우 345kV는 9개소, 154kV는 12개소가 증가 예정이다.

 <표 2> 2015년 6~9월 준공 예정 345kV 송전설비

  2.1.2 계통수요 및 적용 역률
계통 수요는 최대 82,000MW, 심야경부하의 경우 59,300MW로 산정하
여 반영하였다. 검토시 계통 역률은 최대부하시 수도권 93.5%, 비수도권
은 94.5%를 적용하였다.

 <표 3> 2015년 계통검토시 적용 역률

구분
최대부하 경부하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역률 93.5 94.5 98.3 97.8

최대부하시 수도권 점유율은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을 반영하여 전체
수요의 41%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발송변전 설비 변경, 계통수요 및 역률 등을 반영
한 2015년 전력계통 운영방안에서 특기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2 2015년 여름철 전력계통의 주요 문제점
2015년 여름철 계통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장전류 증가 등으로 인한 선로 및 모선분리 개소의 경우 2014
년 여름철 110개소에서 금년 116개로 6개소가 증가하였다. 송변전 설비
의 업그레이드는 지연되고 발전기는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이로 인한 고
장전류 정격초과 문제가 향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765kV 선로 고장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전압불안정에 대비
한 부하차단 장치 문제를 재검토하였다. 765kV 송전선로 2회선 고장시
500MW를 차단하는 SPS는 수도권 전압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
나, 큰 부하를 차단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셋째, 인천지역의 고장전류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한류기(CLR)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CLR 설치로 인해 고장전류가 저감되어
345kV 신경서, 154kV 북인천, 신부평S/S 등 모선분리개소를 통합할 수
있었으나 심야시간 345kV 신가좌-신시흥#1,2T/L 고장시 발산하는 등
전압불안정이 심화되어 기존 송전제약을 변경이 필요하였다.
넷째, 인천지역에 345kV 선로 지중화로 인한 과전압 영향이다. 선로
충전전류에 의해 과전압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100~200MVAr 단위의 Sh.R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상시 353kV 수준
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선로 상정고장시 전압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Sh.R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큰 단위의 Sh.R가 동시 차단되어 기
준전압 상한인 362kV를 크게 초과할 우려가 대두되었다.

  2.3 2015년 여름철 전력계통 문제점 해소 방안 

  2.3.1 고장전류
선로 분리 또는 모선분리를 통해 고장전류를 저감하였다. 그 결과 지
역별로 모든 발전기가 운전되더라도 각 모선별 고장전류를 차단기 정격
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차단기 정격에서 3% 이내의 여유도를
갖는 모선은 총 10개소이다.

 <표 4> 차단용량 3% 이내 여유도를 갖는 취약 모선 

345kV CB [kA] 154kV 모선 [kA]
모선 정격 고장I 비율 모선 정격 고장I 비율

서인천CC 40 39.8 99.6 신수원 50 49.5 99.0

서안성 50 49.7 99.4 신의정부 50 49.28 98.6

신가좌 40 39.4 98.5 신덕은 50 49.25 98.5

신서산 63 61.1 97.0 신파주 50 49.2 98.3

화성열병합 50 48.8 97.7 농서 50 48.5 97.1

고장전류 등으로 여름철 모선 분리 개소는 총 116개소로 2014년 110
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하였다.

 <표 5> 지역별 모선분리 개소 현황 

구분
모선[kV] 선로[kV]

모선 선로 합계
345 154 345 154

수도권 9 23 0 30 32 30 62

강원·충청 6 8 0 2 14 2 16

호남·제주 1 7 0 3 8 3 11

영남 7 9 2 9 16 11 27

합계 23 47 2 44 70 46 116

  2.3.2 융통선로 고장대비 수도권 부하차단 SPS
수도권은 6개 융통선로로 최대 13,000MW까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때 765kV 선로 고장시 전압불안정이 발생하므로 500MW
수도권 부하를 차단하는 SPS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에 동두천CC, 포천복합CC 등 0발전력 증가로 발전기 운전으로 융통전
력을 감소시켜 수도권 부하차단 SPS를 정지하더라도 전압불안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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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수 있게 되었다. 검토 결과 융통전력 합을 11,700MW 이내 운전
시 전압불안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상시 부하차단 SPS 500MW
를 사용할 경우에는 융통전력을 12,700MW 수준까지 올릴 수 있었다.

  2.3.3 인천지역 CLR 설치로 인한 전압 안정도 약화 문제
인천지역은 발전력이 좁은 지역에 과다하게 설치되어 고장전류 초과
를 방지하기 위해 모선분리 또는 선로분리를 통해 고장전류를 감소시키
고 있다. 많은 지역이 Radial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다수의 CLR을 선로에 설치하여 고장전류를 감소시켜 모선을 통합하고
선로를 연계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상정고장시 과도
안정도 불안정 및 전압불안정 현상이 신규로 발생하거나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CLR 설치 전후 인천지역 전력계통

2015년 여름철의 경우 서인천CC-인천CC, 신인천CC-신경서간 CLR이
6월에 설치된다. 이로 인해 345kV 신경서, 154kV 북인천, 신부평S/S 등
이 통합되나, 심야시간 345kV 신가좌-신시흥#1,2T/L 고장시 기존 송전
제약으로는 전압불안정을 해소시킬 수 없었다. 이는 CLR로 인해 임피
던스가 증가하여 상기 선로 고장시 말단이 되는 인천CC와 신가좌S/S
모선 전압 강하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송전제
약을 인천CC, 포스코#5~9CC중 1개CC 이상 운전하는 발전제약으로 변
경하여 전압불안정에 대비하였다.

<표 6> 신가좌-신시흥#1,2T/L 고장 대비 SPS 변경 내역

구분 현행 변경

감시
선로

신가좌-신시흥#1,2T/L,
신의정부-양주#1,2T/L,
동두천CC-신덕은#1,2T/L

없음

제약
포천CC,
동두천CC
개별 대수

9대이상 4,500MW 인천CC,
포스코#5~9CC
1개C/C 이상

3~8대 4,100MW

0~2대 3,600MW

  2.3.4 인천지역 지중화로 인한 선로 상정고장시 과전압 대책
청라지구 건설, 경인운하 등으로 최근 인천지역의 많은 345kV 선로가
지중화 되었다. 지중화로 인해 인천지역에 과전압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량의 Sh.R가 인천지역에 집중 설치되었다.

 <표 7> 인천지역 모선별 Sh.R 설치 현황

모선 신김포 서인천CC 신부평 신경서 신가좌 가정

MVAr 800 500 600 200 240 500

설치부지 제한으로 대용량이 몇 개 변전소에 집중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심야시간 선로 고장시 Sh.R가 설치된 변전소 측은 저전압이, 미설
치 변전소는 과전압이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과전압이 발생하는 개소는 345kV 신김포-서/신인천CC 2회선 고
장시 신인천CC와 서인천CC 모선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345kV 신인
천CC, 서인천CC 모선에 연계중인 발전기를 각각 1개 CC 이상 상시 발
전하여 고장시 과전압에 대비하고 있다.

<표 8> 서/신인천CC 1개CC 제약운전시 상정고장 전후 모선 전압

다음으로 저전압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Sh.R를 차단하는
SPS가 적용된 개소를 보면, 345kV 신김포-서/신인천CC 또는 신김포-
신파주#1,2T/L 고장시 신김포S/S Sh.R를 전량 또는 600MVAr을 차단하
게 된다. 이때 차단량이 너무 많아 심야시간의 경우 최대 373kV까지
올라갈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김포S/S 전압이 336kV 이
하일 경우 Sh.R를 순시~0.4S에 걸쳐 순차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정상시 및 과도시 기준전압 상한(362kV)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표 9> 신김포 인출선로 고장 대비 Sh.R 차단 SPS 변경 내역

상정고장
345kV 선로

변경 전 변경후

전압조건 차단설비 전압조건
신김포
Sh.R차단

신김포-
신파주
#1,2 T/L

신김포S/S
340kV이하
(0.2초)

신김포
Sh.R

600MVAr

신김포
336kV
이하

순시 200MVAr

0.2S 200MVAr

0.4S 200MVAr

신김포-
서/신인천CC

신김포S/S
345kV이하
(0.2초)

신김포
Sh.R
전량

신김포
336kV
이하

순시 400MVAr

0.2S 200MVAr

0.4S 200MVAr

<표 10> 선로 고장시 Sh.R 차단 단계별 모선 전압 현황

구분 Sh.R 차단 신김포#1/#2[kV] 서/신인천CC [kV]

정상시 - 349.6 / 353.9 354.9 / 351.5

신김포-
신파주T/L
2회선고장

0 321.6 / 345.6 347.5 / 327.6

200MVAr 335.5 / 346.8 348.7 / 339.5

400MVAr 349.6 / 347.9 349.8 / 351.5

600MVAr 350.8 / 365.4 365.0 / 352.7

신김포-
신/서인천CC
2회선고장

0 344.6 / 351.5 359.8 / 360.2

400MVAr 353.0 / 351.5 359.8 / 360.2

600MVAr 356.7 / 358.3 359.9 / 360.3

800MVAr 373.0 / 370.6 360.3 / 360.6

신김포 인출선로 2회선 고장시 Sh.R 차단 SPS 분석 결과 Sh.R 동시
차단시 기준전압 상한(362k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Sh.R 단계별 차단시에는 전압을 안정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신김포Sh.R 600MVAr 동시차단

신김포Sh.R 400MVAr 단계별차단

<그림 2> 신김포-신파주#1,2T/L 고장시 Sh.R 동시/단계별 차단 

신김포Sh.R 800MVAr 동시차단

신김포Sh.R 400MVAr 단계별차단

<그림 3> 신김포-서/신인천CC T/L 고장시 Sh.R 동시/단계별 차단 

3. 결    론

2015년 여름철 대비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현황 및 안정운영을 위한
방안 중 중요사항을 설명하였다. 특히 수도권 부하차단SPS를 정지하여
수도권 안정운영에 기여하였다. 인천지역의 경우 CLR 설치로 인한 문
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였고, 지중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
련 발전제약 및 Sh.R 차단 SPS를 개선하였다. 향후 CLR 설치로 인한
안정도 악화 문제와 송전선로 지중화로 인한 과전압 문제에 대한 상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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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고장
발전제약적용 및 서인천C/C Sh.R 500MVAr 운전

서인천CC 신인천CC 인천CC

전[kV] 356.8 356.6 357.5

후[kV] 360.7 356.6 3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