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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및 전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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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통의 대규모 사고에 따른 주파수 및 전압 기준
제 1절 UFR 기준
1.1. 주요 해외 선진국의 UFR 기준
가. ENTSO-E
ENTSO-E는 유럽 36개국의 43개의 송전계통운영기관(TSO)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TSO들
은 CE, NORDIC, BALTIC, GREAT BRITAIN 그리고 IRELAND-NORTHEN IRELAND.의 5
개의 HVDC로 연결된 동기화 지역(Synchronous Area)으로 이루어져 있다.1)
그중에서 CE 지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포함된 유럽에
서 규모가 가장 큰 계통이다. 각 TSO들의 원활한 협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NTSO-E의 Policy 5 “Emergency Operations”에서는 ENSSO-EGE
지역에서 제안하는 UFR의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다음은 CE 지역의 UFR 기준을 정리한 것
이다.2)
- 1단계 부하차단은 주파수는 49.0Hz이며 DR과 같은 customer consumption의 부하차단은
49.2Hz에서 가능하다.
- 전체부하의 50%는 49.0Hz~48.0Hz 범위의 부하차단계전기에서 차단되어야 한다.
- 1단계 부하차단인 49.0Hz에서 최소 5%의 이상의 부하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추가적인 발전기차단을 제외한다면 단계별 부하차단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부하차단의 주파수 차단범위는 200mHz 이하여야 하고 단계별로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부하차단의 최대 지연시간은 350ms를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부하차단을 위한 주파수 측정의 오차범위는 100mHz를 넘지 않도록 한다.
- 펌프 부하의 차단은 49.8Hz 이하에서 동작하도록 한다.
- 49.2Hz ~ 49.8Hz 범위 내에서의 펌프 부하의 차단 지연시간은 10초 이내이다.
- 49.2Hz 이하에서 부하의 차단 지연시간은 0초이다.
- 49.2Hz 이하는 모든 펌프 부하가 계통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1) ENTSO-E. at a glance
2) ENTSO-E “ Policy 5: Emergency Ope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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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NTSO-E UFR 차단기준

나. NYISO
뉴욕의 NYISO의 Manual 33 “System Portection Maunal”에서 UFR(Requirement)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각각의 DP(Distribution Providers) TO(Transmission Owners)들의 최
대부하(peak net load)의 크기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UFR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각각의 DP
및 TO는 크기에 따라 UFR을 구현해야 한다.3)
- 최대부하(peak net load)가 100MW이상
<표 2-1> NYISO UFR 차단 기준 (100MW이상)

3) NYISO , NYISO Manual 33 “ System Portection Ma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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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부하(peak net load)가 50MW이상 100MW이하
<표 2-2> NYISO UFR 차단 기준 (50MW이상 100MW이하)

- 최대부하(peak net load)가 50MW이하
<표 2-3> NYISO UFR 차단 기준 (50MW이하)

다. PJM
PJM의 Manual 36“System Restoration”의 “Attachment H: Under Frequency Relay
(UFR) Tables”에서 각각의 entity에 따른 UFR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 따라 3단계에
서 5단계의 부하차단 규정이 있으며 entity에 따라 단계별 부하차단량을 5% 또는 10%를 선
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는 각각의 entity의 부하 단계별 차단량 및 차단율을 나타내고
있다. entity 옆에 *이 하나 붙어 있는 경우는 단계별 차단량이 10%이며 **이 붙어 있는 경
우는 단계별 5%이다.4)
- Mid-Atlantic : 59.3, 58.9, 58.5Hz 단계별 10% 차단
- Western Control Zone : 59.5, 59.3, 59.1, 58.9, 58.7Hz 단계별 5% 차단
- ComEd : 59.3, 59.0, 58.9, 58.7Hz 단계별 10% 차단
- SERC : 59.3, 59.0, 58.5Hz 단계별 10% 차단

4) PJM, PJM Manual 36,“System Restoration ”의 “Attachment H: Under Frequency Load Shed (UFLS)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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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관성저하 문제와 계통관성
추정 및 평가방법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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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계통의 관성 저하
문제 분석
제 1절 영국 National Grid의 정전 사례5)
영국에서는 2019년 8월 9일 금요일 16시 50분경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약 110만호 고객
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해당 정전은 낙뢰로 인해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던 발전기가 탈락하면서 계통 주파수가 49Hz 이하6)로 하락하자 주파수 저지를 위한
LFDD(Low Frequency Demand Disconnection)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에서 낙뢰로 인한 발전 탈락이 발생했을 때 일부 Embedded Generation이7) 과도한
주파수 변화율(Rate of Change of Frequency, RoCoF)에 의해 탈락하면서 사고의 규모를 증
대시켰다. 주파수 변화율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계통 관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계
통 관성이 클수록 주파수 변화율은 작고, 계통 관성이 작을수록 주파수 변화율이 크다. 영국
에서는 사고 당시 다수의 풍력 발전과 연계선로를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이 약 40%에 달해 계
통 관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이었다.
본 절에서는 계통의 관성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영국
National Grid의 정전 중 주파수 변화율에 의한 발전 탈락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5) National Grid ESO, Technical Report on the events of 9 August 2019, 2019.09
6) 영국의 정격 주파수는 50Hz이고, 계통 주파수가 49Hz 이하로 하락하면 UFR 체계에 해당하는 LFDD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정된 부하를 차단시킨다.
7) 배전단에 연결된 발전기(Embedded Generator)의 발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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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ational Grid 정전의 진행과정
2019년 8월 9일 16시 52분경 Eaton Socon – Wymondley 400kV 선로에 낙뢰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Hornsea Offshore Windfarm에서 약 737MW의 발전력 감소가 발생하였
고, Little Barford Steam Turbine 약 244MW가 즉시 탈락하였다. 또한 선로 사고와 발전기
탈락의 영향으로 인해 Vector-Shift Protection과 RoCoF Protection에 의해 약 500MW의
Embedded Generation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약 1,481MW에 달하는 누적 발전
손실이 약 1∼2초 이내에 발생하면서 National Grid의 계통 주파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National Grid ESO는 사고 전 1,000MW의 상정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49.1Hz에서 주파수 하락을 저지하고 주파수를 49.2Hz까지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 시점에 Little Barford Gas Turbine 1A 약 210MW가 트립되면서 다시 주파수가 하락하
기 시작하였다. 계통 주파수가 48.8Hz까지 하락하면서 계통 주파수의 하락 저지를 위하여
LFDD가 동작하여 약 931MW의 수요를 절체하였다. LFDD 동작 이후에 Little Barford Gas
Turbine 1B 약 187MW가 탈락하였으나, 계통 주파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계통 주
파수를 정격주파수인 50Hz까지 회복시키는데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복구는 17:37분을 넘어서야 이루어졌다.
해당

정전

사고에서

Vector-Shift

Protection과

RoCoF

Protection에

의해

탈락된

Embedded Generation은 약 500MW이다. 전체 누적 탈락량인 1,878MW의 약 27%에 해당
한다. 만약 500MW의 Embedded Generation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LFDD에 의한 부하
절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Embedded Generation 손실을 제외한 발전 탈락량은
1,373MW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481MW에 달하는 발전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통
주파수가 49.1Hz까지 하락하였고 다시 주파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력계통의 관성 감소는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발전 혹은 부하탈락을 발생시킬 수 있
다.
2019년 8월 9일 National Grid 정전의 시간에 따른 진행 과정은 <표 5-1>과 같고, 발생한
사건에 따른 계통 주파수 변화는 <그림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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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National Grid 정전의 진행과정
시간

이벤트

16:52:26

정상상태(50Hz), 1,000MW의 상정고장 대응 예비력 확보 중

16:52:33

3번의 낙뢰 감지(the Eaton Socon – Wymondley circuit)

16:52:33.490

1. Eaton Socon – Wymondley circuit에서 1선 지락(A single Phase
to Earth fault) 발생
2. 해당 phase (blue phase)는 50%의 전압 하락 발생

16:52:33

대략 150MW의 embedded generation 탈락 (vector-shift protection)

16:52:33.531

Hornsea 출력 799MW

16:52:33.560

고장 발생 후 70ms 후에 Wymondley end에서 고장 제거

16:52:33.564

고장 발생 후 74ms 후에 Eton Socon end에서 고장 제거

16:52:33.728

Hornsea 출력감소 (deloading) 시작

16:52:33.835

Hornsea 737MW 탈락 (=출력이 62MW에서 안정화 됨)

누적탈락량

-150MW

-887MW

16:52:34

Little Barford ST 244MW 탈락

-1,131MW

16:52:34

대략 350MW의 embedded generation 탈락 (RoCoF protection)

-1,481MW

16:52:34

발전기의 주파수 응답 시작

16:52:44

주파수 응답 자원에 의해 최소 650MW 출력 제공

16:52:58

주파수 응답 자원에 의해 계통 주파수 49.1Hz에서 주파수 회복 시작

16:52

Low Frequency Gas Turbine 투입 시작 (Contracted response)

16:53:04

주파수 응답 자원에 의해 900MW 출력 증가

16:53:18

49.2Hz까지 회복

16:53:31

Little Barford GT1A 210MW 탈락

16:53:31

이 시점에서는 모든 주파수응 답 자원이 예비력 제공함

16:53:49.398

-1,691MW

계통 주파수 48.8Hz까지 하락. LFDD 동작으로 931MW 부하차단

16:53:58

Little Barford GT1B 187MW 탈락

16:54:20

ESO에서 발전기에게 계통 주파수 회복 지시

16:57:15

계통 주파수 회복(50Hz), 1,000[MW] 이상의 주파수 응답,
1,240[MW]이상의 control room 출력 조정 지시

-1878MW

※출처 : National Grid ESO, Technical Report on the events of 9 August 2019,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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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정전 당시 National Grid의 계통 주파수
※출처 : National Grid ESO, Technical Report on the events of 9 August 2019, 2019.09

- 14 -

1.2. National Grid 정전 당시 계통의 관성 분석
정전 당시 계통의 관성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동기 발전기는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만 재생에너지와 같이 비동기 발전기들은 계통
에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해당 시점의 전원구성을 분석하면 관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National Grid 정전 당시 전력 수요는 다른 여름날과 유사하였다. <그림 5-2>는 정전 발생
일의 수요와 1주일 전 동일한 요일의 수요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수요의 크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로 인한 관성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2> 정전 당일과 1주일 전 동일한 요일의 전력 수요 비교
※출처 : National Grid ESO, Technical Report on the events of 9 August 2019, 2019.09

정전 직전의 전원구성은 <표 5-2>와 같다. 정전 직전의 전력수요 28,867MW 중 풍력 발전
이 8,889MW(30.8%), 연계선로를 통해 2,556MW(8.9%)를 공급하고 있다. 풍력 발전을 통
한 전력 공급과 연계선로를 통한 전력 공급은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전체 수
요의 약 40%를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전원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원 구성비를 볼 때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보다 계통의 관성 수준이 낮음을 추
정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동기 발전기로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만 출력 조정이 어려워 주파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원자력 발전력은 6,154MW(21.3%)으로 계통에 예비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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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자원인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연계선로를 통한 조류가 전체 수요의 61%를 공
급하는 상황이었다.
<표 5-2> 정전 당시 National Grid 전원구성
발전방식

발전력 [MW]

비율 [%]

전력수요

28,867

100

가스화력

8,399

29.1

석탄화력

482

1.7

바이오 에너지

1,538

5.3

양수/수력

742

2.6

원자력

6,154

21.3

풍력

8,889

30.8

연계선 조류

2,556

8.9

기타

107

0.4

※출처 : National Grid ESO, Technical Report on the events of 9 August 2019,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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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mbedded generation 탈락 분석8)
Embedded

generation은

배전망에

연결된

발전기의

발전력을

말한다.

사고

당시

Embedded generation 탈락은 발생 시점, 원인, 탈락량이 제각기 다르다. National Grid
ESO에서도 사고 후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탈락 원인이나 양을 확인하지 못하
였다. 대신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Embedded generation 탈락에 대한 내용을 추정하
고 있다.
Embedded generation 탈락은 계통에서 발생한 사건과 계통 상황에 따라 크게 3 시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낙뢰로 인한 발전탈락 직후의 Embedded generation 탈락
낙뢰로 인해 Hornsea Offshore Windfarm과 Little Barford ST가 탈락하는 시점에
Embedded generation이 약 500MW 탈락하였다. Embedded generation 탈락 원인은
Vector-Shift

Protection과

RoCoF

Protection의

동작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Vector-Shift Protection의 동작으로 인해 약 150MW의 Embedded generation이 탈락하
였고, RoCoF Protection의 동작으로 인해 약 350MW의 Embedded generation이 탈락하
였다. National Grid ESO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 시점에 RoCoF Protection 동작으로
탈락한 Embedded generation은 약 430MW로 추정되었다.

나. 계통 주파수 49Hz 근방에서의 Embedded generation 탈락
49Hz 근처에서 약 200MW의 Embedded generation 탈락이 발생하였다. 해당 Embedded
generation 탈락은 49Hz에서 동작하도록 설정된 보호기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Embedded generation 탈락량은 순수하게 발전 탈락량이 아니라 49Hz에서 작동
하는 보호기능에 의해 탈락되는 발전과 부하의 순효과(Net effect)가 발전 탈락 200MW로
나타난 것이다. 49Hz에서 자체적인 보호기능으로 인해 발전 및 수요가 탈락하는 현상은 이
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 설명하고 있다.

다. LFDD 수행 시 발생한 Embedded generation 탈락
National Grid ESO의 분석에 따르면 LFDD에 의해 탈락된 부하는 931MW이지만 그 효과
는 약 350MW의 부하 탈락이 보이는 효과와 같았다. 따라서 LFDD가 수행되는 시점에 약
581MW에

해당하는

Embedded

generation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Embedded generation 탈락은 LFDD에 의해 동시에 탈락되었거나 또는 다른 매커니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ational Grid ESO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Embedded
8) National Grid ESO, Appendices to the Technical Report on the events of 9 August 2019,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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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탈락량은 <표 5-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National Grid ESO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Embedded generation 탈락량은 ESO에서 확보한 탈락 데이터보다 약 861MW가
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SO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Embedded generation 탈락량은 총
1,361MW로 이 양은 낙뢰로 인해 탈락한 Hornsea Offshore Windfarm과 Little Barford
Plant의 탈락량인 1,373MW와 거의 동일하다. 즉, 낙뢰로 인한

Hornsea Offshore

Windfarm과 Little Barford Plant의 탈락량과 거의 동일한 양의 Embedded generation이
추가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5-3> National Grid ESO 확보 데이터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Embedded generation 탈락량 비교
ESO

ESO

확보 데이터

자체 시뮬레이션

Loss of Mains – Vector Shift

-150MW

-150MW

Loss of Mains - RoCoF

-350MW

-430MW

-

-200MW

-

-581MW

-500MW

-1,361MW

Event

49.0Hz에서 Embedded generation 탈락
(Net effect)
48.8Hz에서 LFDD 동작 시 Embedded
generation 탈락
총 Embedded generation 탈락

1.4. 정전 사고 전 Vector-Shift protection 규정
Vector-Shift Protection은 발전기 보호를 위해 전압 위상각의 변화(Vector 이동)에 의해
동작하는 발전기 보호 시스템이다. 정전 당시 Vector-Shift Protection 규정에서는 동기 발
전기와 비동기 발전기 모두  이상 위상각이 변할 시 Vector-Shift relay가 동작하도록
세팅되어 있었다. 다만, 2018년 2월부터 운전된 발전소의 경우 Vector-Shift Protection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9)
National Grid에서는 Power Stations의 용량을 Small, Medium, Large로 구분하고 있다.
Small Power Stations은 50MW 미만의 발전소를 말하며, Medium Power Stations은
50MW 이상 100MW 미만의 발전소, Large Power Stations은 100MW 이상의 발전소를
말한다.
National Grid ESO는 정전 당시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계통의 일부에서  를 초과하
는 Vector-Shift가 발생하여 Vector-Shift relay 동작으로 인해 약 150MW의 Embedded
generation이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6,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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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정전 당시 Vector-Shift Settings
# Intertrippi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use of a LoM relay
K1 = 1.0 (for low impedance networks) or 1.66 – 2.0 (for high impedance
networks)
※출처 :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6, 2019.07

1.5. 정전 사고 전 RoCoF protection 규정
RoCoF Protection은 주파수 변화율(RoCoF)에 의해 동작하는 발전기 보호 시스템이다.
RoCoF는 사고의 크기가 클수록, 계통의 관성이 작을수록 커진다. RoCoF Protection 규정
은 Vector-Shift Protection 규정보다 Power Stations의 용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세팅 값
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는 0.125Hz/s 이상의 RoCoF가 0.5초 동안 발생하는 경우
RoCoF relay가 동작할 수 있다. 때문에 National Grid ESO는 정전 당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0.125Hz/s 이상의 RoCoF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5-4> 정전 당시 5MW 미만 Power Stations의 RoCoF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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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trippi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use of a LoM relay
K2 = 1.0 (for low impedance networks) or 1.6 (for high impedance networks)
※출처 :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6, 2019.07

<그림 5-5> 정전 당시 5MW이상 Power Stations의 RoCoF Settings
# : Intertrippi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use of a LoM relay
K2 = 1.0 (for low impedance networks) or 1.6 (for high impedance networks)
※출처 :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6, 2019.07

1.6. National Grid ESO의 대응 방안
현재 National Grid에서는 비동기 발전원 및 Embedded generation 증가로 인해 계통의
관성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계통 상황에서 해당 정전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Vector-Shift와

RoCoF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Embedded

generation이 대량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계통 운영자는 상정사고 발생 시
Vector-Shift와 RoCoF가 Protection의 트리거 레벨보다 낮도록 계통을 운영할 필요가 있
다.
계통에서 발생하는 RoCoF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같은 속응성의 주파수 응답자
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는 동기발전기의 운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한 단일 최대용량 발전기의 발전량 수준을 낮춰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National
Grid에서는 선제적으로 Embedded generation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Protec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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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가. 정전 사고 후 Vector-Shift protection 규정 변경
2019년 9월부터 동기발전기와 비동기 발전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2022년 9월 22일
이후로 Embedded Generator 보호에 Vector-Shift protection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림 5-6> 정전 후 Vector-Shift Settings
# Intertrippi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use of a LoM relay
K1 = 1.0 (for low impedance networks) or 1.66 – 2.0 (for high impedance
networks)
※출처 :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7, 2019.09

나. 정전 사고 후 RoCoF protection 규정 변경
2019년 9월부터 Vector-Shift protection 규정과 동일하게 동기발전기와 비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5MW 미만 Power Stations은 2022년 9월 22일까지
RoCoF 세팅 값을 0.125Hz/s에서 1.0 Hz/s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5MW이상 Power
Stations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른 유예기간 없이 1.0Hz/s로 세팅 값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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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정전 후 5MW 미만 Power Stations의 RoCoF Settings
# : Intertripping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use of a LoM relay
K2 = 1.0 (for low impedance networks) or 1.6 (for high impedance networks)
※출처 :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7, 2019.09

<그림 5-8> 정전 후 5MW이상 Power Stations의 RoCoF Settings
※출처 : ENA, ENA Engineering Recommendation G59 Issue 3 Amendment 7,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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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호주 South Australia 계통의 정전 사례10)
호주에서는 2016년 9월 28일 수요일에 South Australia 계통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
는 Blackout이 발생하였다. 해당 정전으로 인해 약 850,000만 고객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
하였다. 해당 사고는 토네이도로 인한 송전선로 사고가 파급되어 South Australia 계통이
주 계통(Main land)와 분리되면서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South Australia 계통 주파수의
하락으로 인해 주파수 하락 저지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UFLS(Under Frequency Load
Shedding)가 동작하였으나, 주파수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저지에 실패하면서 Blackout이
발생하였다. AEMO(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는 해당 정전사고 분석을 통해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고속의 주파수 하락이 발생한 원인을 South Australia 계통의 낮
은 관성으로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South Australia에서 발생한 계통의 정전 사고를 계
통 관성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전 사고 이후 호주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2.1. South Australia 정전의 진행과정
2016년 9월 28일 수요일에 발생한 South Australia 계통의 Blackout 발생과정을 사건 순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South Australia 지역에 2개의 토네이도가 동시 발생
② 16:16:46부터 16:18:13까지 약 87초 사이에 5개의 사고가 발생하여 송전선로 3회선이
트립
Ÿ

275kV 송전선로 2회선과 약 170km 거리를 둔 275kV 송전선로 1회선 트립

③ 해당 사고로 인해 South Australia 계통에 6번의 전압문제 발생
④ 전압문제로 인해 풍력 발전단지의 발전출력 약 465MW가 지속적으로 감소
Ÿ

7초 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AEMO, BLACK SYSTEM SOUTH AUSTRALIA 28 SEPTEMBER 2016,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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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풍력발전의 출력감소로 인해 Heywood interconnector를 통해 유입되는 전력이 증가함
⑥ 마지막 풍력단지 출력이 감소하고 약 700ms 후 Heywood interconnector 트립
Ÿ

Synchronism protection mechanism에 의해 LOS(loss of synchronism) protection 계
전기 작동

⑦ South Australia 계통이 전기적으로 고립됨(Islanded system)
⑧ South Australia 계통 주파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UFLS 동작
⑨ UFLS의 불완전한 동작으로 인해 주파수 하락 저지 실패
⑩ South Australia 계통에 Blackout 발생

2.2. South Australia 계통의 연계현황 및 전원구성
South

Australia(SA)는

호주의

중남부에

위치한

주(州)로

지리적으로

Western

Australia(WA), Northern Territory(NT), Queensland(QLD), New South Wales(NSW),
Victoria(VIC) 주와 인접해 있으나, 전기적으로는 오직 Victoria 계통과만 연결되어 있다.
South Australia 전력계통은 Victoria 계통과 AC 연계선로인 Heywood Interconnector,
DC 연계선로인 Murraylink Interconnector로 연결되어 있다. South Australia 계통은
Victoria 계통과 AC 선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계통 관성을 공유하고 있다.
해당 정전 사고와 같이 두 계통의 관성 공유를 유지해 주는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
립되는 경우 South Australia 계통은 전기적으로 고립되며, 이때 South Australia의 계통
주파수는 오로지 South Australia의 계통 관성에만 영향을 받게 된다. 연계선로를 통해 공
급받는 전력이 증가할수록 공급받는 쪽의 전력계통의 관성은 감소하게 되며, 해당 선로 탈
락 시 공급받는 전력이 차단되면서 발생되는 수급불균형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그림 5-9> 호주의 전력계통 연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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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EMO, https://aemo.com.au/

<그림 5-10>은 호주의 정전 사고 당시 South Australia 계통의 전원구성을 보여준다. 사고
직전의 South Australia 계통 부하는 총 1,826MW이었다. 이 중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풍력 발전이 전체 부하의 약 48%에 해당하는 883MW를 공급하고 있었고, 마찬가지
로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연계선로를 통한 전력 공급이 전체 부하의 약 34%로
613MW에 달하였다. 일반 동기발전인 화력발전을 제외하면 전체 부하의 82%를 비동기 전
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었다. 관성을 제공하는 동기발전기의 비중이 18%로 낮다고 하더라도
South Australia 계통은 Heywood Interconnector를 통해 Victoria 계통과 관성을 공유하
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만으로는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 수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없
다. 다만, 해당 정전 사고와 같이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어 South Australia
계통이 고립되는 경우 Victoria 계통과 관성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South Australia 계
통의 관성 수준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적은 경우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10> 정전 사고 직전의 South Australia 전원 구성
※출처 : AEMO, BLACK SYSTEM SOUTH AUSTRALIA 28 SEPTEMBER 2016. 2017.03

2.3. 정전 사고 당시 South Australia 계통의 RoCoF
토네이도로 인한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 풍력 발전단지의 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South Australia 계통의 주파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주파수 하락이 발생하였으나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기 전에는 South Australia 계통이 Victoria 계통과 관
성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력 감소로 인한 계통 주파수 변화가 크지 않았다.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기 전에는 South Australia 계통 주파수가 49Hz 이상으
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UFLS가 동작하지 않았다.
Synchronism protection mechanism에 의해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면서
South Australia의 계통 주파수가 급격하게 변하였다. Heywood Interconnector의 트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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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Interconnector를 통해 공급되던 발전력이 추가로 탈락하면서 발전 탈락 사고의
크기가 커졌고, Victoria 계통과 분리되면서 South Australia 계통의 낮은 관성으로 인해
주파수 변화율(RoCoF)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11> South Australia 정전 사고 시 각 지점의 계통 주파수와 RoCoF
※출처 : AEMO, BLACK SYSTEM SOUTH AUSTRALIA 28 SEPTEMBER 2016. 2017.03

<그림 5-11>은 사고 당시 South Australia 계통 각 지점의 주파수와 RoCoF를 보여준다.
주파수가 49.5Hz 근방에서 Interconnector가 트립되어 0.4초만에 주파수 하안 한계인
47Hz11)에 도달하였고, 이때의 평균 RoCoF는 6.25Hz/s를 기록하였다. 주파수가 49Hz 이
하로 감소하면서 South Australia 계통의 UFLS가 동작하였다. 그러나 주파수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UFLS가 주파수 하락을 저지하지 못했고 한계 주파수인 47Hz 이하로 주파수가
하락하면서 South Australia 계통에 Blackout이 발생하였다.

11) 47Hz 이하에서는 계통과 연계된 발전기들이 보호를 위해 계통과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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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전 사고 당시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분석
AEMO(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에서는 Heywood Interconnector의 트립으로
인해 South Australia 계통이 고립되었던 과거의 사고들과 이번 정전 사고를 비교하여,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 저하를 Blackout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였
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South Australia에서 Synchronism protection mechanism에 의
해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어 계통이 고립된 사고는 총 4번 발생하였다. 4번의
사고 중 유일하게 2016년 사고(해당 사고)에서만 Blackout이 발생하였다. 2016년의 사고가
이전 사고들과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South Australia 계통 관성의 크기이다. 이전 3건
의 경우 South Australia 계통 관성이 7,600MW·s 이상이었으나 2016년 사고의 경우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이 3,000MW·s로 이전의 사고에 비해 약 2∼3배 정도 작았다.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 저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RoCoF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RoCoF의 크기 증가는 발전력 손실로 인한 계통 주파수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의
미한다. 주파수 하락 속도의 증가는 UFLS의 동작에 영향을 주었다. 4건의 사고 모두
South Australia 계통이 고립되면서 UFLS가 동작하여 부하를 차단하였으나, 2016년 사고
에서는 주파수 하락을 저지할 만큼 충분한 부하 차단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UFLS가 부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주파수의 하락 속도가 UFLS의 부하 차단능력을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고 당시의 UFLS 동작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검토하였다.

<그림 5-12> South Australia에서 발생한 Heywood Interconnector 트립 사고 목록
※출처 : AEMO, BLACK SYSTEM SOUTH AUSTRALIA 28 SEPTEMBER 2016. 2017.03

2.5. 정전 사고 당시 UFLS 동작 분석
South Australia 계통의 UFLS는 South Australia 계통이 분리되었을 때 수급균형을 빠르
게 재조정하여 주파수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었다. South Australia 계통의 주파수가 49Hz보
다 하락하게 되면 UFLS에 의해 부하차단이 시작된다. 부하 차단은 미리 지정된 각 단계별
로 수행되는데, 각 단계별로 트리거 주파수 레벨이 존재하여 계통 주파수가 트리거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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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보다 낮아지면 각 단계별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부하비율 및 시간지연에 따라 부하가
차단된다. South Australia는 최소 60%의 부하를 UFLS에 사용하며 주파수가 47.5Hz 이하
로 감소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부하를 차단하게 된다.
해당 정전 사고 당시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기 전에는 주파수가 49Hz 이상으
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UFLS가 동작하지 않았으나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면서
주파수가 49Hz보다 낮아지면서 UFLS에 의한 부하차단이 수행되었다.
SAPN(South Australia Power Networks)에서 사고 직전 South Australia의 UFLS로 차단
가능한 부하를 측정한 결과 약 1,150MW의 부하를 차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 시
UFLS 동작에 의해 차단된 부하를 측정한 결과 약 932MW의 부하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해당 사고 시 South Australia의 계통 주파수가 47.5Hz 이하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UFLS에 의해 차단 가능한 약 1,150MW의 부하가 전부 차단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932MW의 부하만이 차단되어 약 218MW의 부하 차단 실패가 발생하였다.
AEMO에서는 UFLS에 의한 부하 차단 실패가 높은 RoCoF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outh Australia의 모든 UFLS 단계는 주파수를 측정하고 부하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총 지
연시간이 대략 150ms∼250ms 정도12)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 평균 RoCoF가 6.25Hz/s로
매우 커 주파수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빨랐다. 해당 RoCoF를 가지고 계통 주파수가 49Hz에
서 47Hz까지 2Hz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0.32초(320ms)로 매우 짧다. 계
통 주파수가 47Hz보다 낮아지게 되면 발전기 보호를 위해 계통에 연계된 발전기들이 탈락
하면서 Blackout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UFLS는 계통 주파수가 49Hz보다 낮아지면 작
동을 시작하여 47Hz에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부하를 차단해서 계통 주파수 하락을 방지해
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는 계통 주파수가 49Hz에서 47Hz 이하로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UFLS의 동작과 관련된 다양한 시간 지연을 고려할 때 너무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지연시간은 사용되는 relay 유형, 동작해야하는 CB(Circuit Breaker) 개수, CB가 연결된 전압 레
벨(낮은 전압에 연결된 CB의 개방시간이 더 김)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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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South Australia UFLS 차단 가능 부하 및 실제 차단 부하 비교
※출처 : AEMO, BLACK SYSTEM SOUTH AUSTRALIA 28 SEPTEMBER 2016. 2017.03

차단 실패한 부하는 주로 차단 주파수 설정이 단계의 계전기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5-13>
은 계통 주파수에 따라 UFLS로 차단 가능한 부하와 실제 차단 부하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계통 주파수가 49.0Hz 이하 48.3Hz에서는 차단 가능 부하와 실제 차단된 부하의 양이 거
의 동일하지만, 계통 주파수가 48.3Hz보다 낮아지면서 차단 가능 부하와 실제 차단 부하의
양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48.3Hz 이하에서 동작하는 UFLS 단계 중 일부에서 부하
차단 실패가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AEMO에서는 실제로 UFLS(Under Frequency Load
Shedding)가 응답하기 전 또는 CB가 열리기 전에 Blackout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outh Australia SCADA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AEMO에서도 정확한 것은 확인하
기 어려웠다.
AEMO에서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Heywood

Interconnector 트립으로 인해 계통이 분리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의 UFLS 체계로 시
스템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South Australia 계통이 분리된 후
3Hz/s의 RoCoF이 발생하는 경우 UFLS가 주파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4Hz/s
를 초과하는 RoCoF가 발생하면 UFLS가 주파수 붕괴를 방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6. AEMO의 대응 방안13)
AEMO에서는 South Australia 계통이 분리되더라도 해당 정전 사고와 같이 Blackout이 발

13) ElectraNet, TRANSMISSION ANNUAL PLANNING REPORT,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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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도록 계통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AEMO에서는 일차적으로 South Australia
계통이 고립되지 않도록 Heywood Interconnector 외에 추가적인 연계선로를 계획하고 있
으며, SPS(Special Protection System)를 도입하여 Heywood Interconnector가 쉽게 탈락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
되어 South Australia 계통이 고립어도 계통이 붕괴되지 않도록 South Australia 계통의
RoCoF를 3Hz/s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립계통에서도 계통의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통
의 관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RoCoF UFLS relay를 도입하여 과
도한 RoCoF에 의한 UFLS 부하 차단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며,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Victoria 계통으로 전력을 보내는 동안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는 상황을 고려
하여 OFGS(Over Frequency Generator Shedding)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가. Heywood Interconnector 탈락 시 South Australia 계통 RoCoF
제한
AEMO는 Interconnector의 조류를 제어하여 관성이 취약한 지역의 RoCoF를 제한할 수 있
다.14) South Australia 계통에서는 Heywood Interconnector 탈락 시 발생하는 RoCoF를
3Hz/s로 제한하고 있다.15)

나. UFLS
2016년 이후 AEMO는 SAPN 및 ElectraNet과 함께 South Australia 계통의 UFLS를 검
토하였다. 검토 당시 UFLS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를 감지한 후
부하를 차단하는 기존의 방식에 RoCoF를 측정하여 부하를 차단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UFR
옵션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계통 주파수가 49.4Hz 이하이고 RoCoF가 1.5Hz/s 이상일 때
UFLS로 차단 가능한 부하의 15%를 먼저 차단하면 사고의 크기와 RoCoF가 더 작아져 남
아있는 UFLS가 사고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현재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RoCoF를 고려한 UFLS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는 UFLS
에 대한 자료 확보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2017년 1월에 AEMO가 발행한
“Future Power System Security Program” 의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SAPN에서
RoCoF를 고려한 UFLS 방식을 구현하기로 했으며, 작동중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
UFLS의 체계를 사용 중에 있다고 추정된다.

다. OFGS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Victoria 계통으로 전력을 보내는 도중 Interconnector가 트립되

14) AEMO, INERTIA REQUIREMENTS METHODOLOGY INERTIA REQUIREMENTS & SHORTFALLS, 2018. 07
15) AEMO, POWER SYSTEM FREQUENCY RISK REVIEW REPORT,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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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outh Australia 계통에서는 과도한 발전력으로 인해 계통 주파수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UFLS와는 반대로 발전력 감소를 위해 사전에 정해진 발전기를 탈락시켜야 한다.
OFGS는 미리 결정된 발전기를 탈락시켜 계통 주파수가 상안 한계 값인 52Hz 이상으로 상
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FGS의 차단 발전기는 저관성 발전기를 먼저 차
단하여서 발전기 차단으로 발생하는 계통 관성 감소에 따른 RoCoF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
록 조정된다. OFGS 제도는 2019년 중반에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라. New Interconnector 건설
ElectraNet은
Interconnector

South

Australia

건설을

계통과

추진하고

New

있다.

New

South

Walse

계통을

Interconnector는

연결하는

South

New

Australia의

Robertstown에서 Buronga를 거쳐 New South Walse의 Wagga Wagga에 이르는

330kV

HVAC Interconnector이다. 해당 선로는 시장의 요구 등 다양한 요구로 인해 계획되었으
나, 해당 선로를 통해 South Australia 계통이 New South Walse 계통과 관성을 공유할
수 있어 Heywood Interconnector 트립으로 인한 계통 고립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당 선로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과 주파수 응답 등을 포함한
계통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4> South Australia계통과 New South Walse 계통을 연결하는 New Interconnector
※출처 : ElectraNet, TRANSMISSION ANNUAL PLANNING REPORT, 2019.07

마. Synchronous condens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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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O에서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관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South Australia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AEMO는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였고, 네트워크에 Synchronous condenser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

옵션이라

판단하였다.

South

Australia에서는

2021년

2월까지

Davenport와

Robertstown에 각각 2개의 Synchronous condenser를 설치하여 South Australia 계통에
적절한 관성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림 5-15> South Australia의 Synchronous condenser 설치 위치
※출처 : ElectraNet, TRANSMISSION ANNUAL PLANNING REPORT, 2019.07

바. BESS 설치
South Australia의 Dalrymple 지역에 FCAS(Frequency Control Ancillary Services)를 제
공할 수 있는 30MW, 8MWh의 BESS를 설치하였다. BESS는 FFR(Fast Frequency
Response) 자원으로 고속의 응답속도로 인해 RoCoF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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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South Australia의 BESS 설치 위치
※출처 : ElectraNet, TRANSMISSION ANNUAL PLANNING REPORT, 2017.06

사. SIPS(System Integrity Protection Scheme) 적용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면 South Australia 계통이 분리면서 계통의 고립이 발
생한다. 계통의 안정도 측면에서 보면 Heywood Interconnector가 트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좋다. SIPS(혹은 SPS)은 South Australia 계통에서

사고 발생 시

Heywood

Interconnector의 Synchronism protection mechanism이 동작할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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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여 배터리를 통해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일부 부하를 차단하여 Synchronism
protection mechanism의 동작을 방지한다.
Heywood Interconnector의 SIPS는 3단계로 동작한다. 1단계에서는 미리 준비된 BESS가
빠르게 계통에 유효전력을 제공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약 200MW의
South Australia 계통 부하를 차단하게 된다. 1단계와 2단계가 동작하여도 Heywood
Interconnector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이

증가하는 경우

3단계의

계전기가 동작하여

Heywood Interconnector를 트립시킨다.
SIPS를 도입하면 South Australia 계통에 사고 발생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Heywood
Interconnector의 트립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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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해외의 관성 및 RoCoF 기준 분석
3.1. 아일랜드(EIRGRID & SONI)의 관성 및 RoCoF 기준 분석
아일랜드는 섬으로 South Australia와 수요나 재생에너지의 수준 등이 유사하나 South
Australia와는 달리 영국과 AC를 통한 계통연계가 없다. 때문에 South Australia보다 먼저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문제가 나타났다. 아일랜드에서는 2009년부터
관성 및 RoCoF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계통의
SNSP(System Non-Synchronous Penetration), RoCoF, Inertia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
한 한계를 계통운영에 제약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아일랜드 섬의 전체 계통에
대한 제약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계통에 적용된다.
SNSP는 계통의 전체 발전력에 대한 비동기 발전력의 비율을 나타낸다.16)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계통의 SNSP 비율을 계통 운영상의 제약으로 반영하고 있다.

   
≤   

  

(5-1)

       
≤   

     Exp

(5-2)

아일랜드는 계통 운영 시 RoCoF 제약과 Inertia 제약도 반영하고 있다. RoCoF의 크기와
Inertia의 양을 각각 제약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RoCoF 제약과 Inertia 제약은
2014년 11월 18일 “Operational Constraints Update”에서 최초로 반영되었다. 현재 가장
최신의 제약은 2020년 6월 26일의 제약으로 아일랜드 계통의 SNSP, RoCoF, Inertia 제약
은 <그림 5-17>과 같다. 아일랜드는 비동기 발전원의 비율이 65%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RoCoF는 0.5Hz/s로 제한되고, Inertia는 최소 23,000MW·s가 되어야 한다.

16) EIRGRID, Enduring Connection Policy 1 Constraints Report for Area B Solar and Wind,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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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아일랜드의 Operational Constraints
※출처 : EIRGRID, SONI, Operational Constraints Update, 2020.06

아일랜드에서는 SNSP, RoCoF, Inertia에 대한 제약을 변경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2020년까지 SNSP를 75%까지 변경하려고 하며, RoCoF 제한을 1.0Hz/s, Inertia 제한
은 17,500MW·s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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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아일랜드의 계통 관성 관련 제약 변경 목표
※출처 : EIRGRID, Enduring Connection Policy 1 Constraints Report for Area B Solar and Wind, 2020.04

3.2. 영국의 RoCoF 기준 분석
영국은 아일랜드와 달리 계통을 관성과 관련된 계통 제약을 가지고 계통을 운영하지 않는
다. 다만 Grid Code에서 동기접속된 발전기, HVDC, DC로 연결된 발전기가 최소한으로 견
뎌야하는 RoCoF 크기를 명시하고 있다. 각 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른 RoCoF 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다음은 Grid Code17)에서 RoCoF 관련 규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가. Power Generation Module (계통에 동기접속)
500ms 동안 특정된 RoCoF 1.0Hz/s를 트립하지 않고 견뎌야 함

나. HVDC System and Remote End HVDC Converter Station
1초 동안 특정된 RoCoF 2.5Hz/s를 트립하지 않고 견뎌야 함

다. DC Connected Power Park Module
1초 동안 특정된 RoCoF 2.0Hz/s를 트립하지 않고 견뎌야 함
17) National Grid ESO, THE GRID CODE,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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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Code에 나와 있는 규정은 송전단에 접속한 발전기에 적용되며, 배전단에 접속되는
Embedded Generator에 대한 RoCoF에 대한 규정은 Distribution Code에 나와있다.
Embedded

Generator에

대한

RoCoF은

해당

장의

1절에서

다루었다.

Embedded

Generator는 1.0Hz/s를 견뎌야 한다.
영국의 경우 계통 운영을 위한 RoCoF 기준은 없으나 발전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 RoCoF
를 초과하면 계통에 운전되고 있는 발전기가 탈락하게 되므로 결국, 발전기의 RoCoF 기준
이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RoCoF 제약으로 작용한다.

3.3. 호주의 관성 및 RoCoF 기준 분석
호주의

NEM(National

Electricity

Market)

관할

지역인

NSW(New

South

Wales),

QLD(Queensland), SA(South Australia), TAS(Tasmania), VIC(Victoria) 계통에서는 아일
랜드와 같이 관성 및 RoCoF에 대한 제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취약한 지역에 대해
서 RoCoF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도 영국과 같이 계통에 접속되는 발전기에 대한 RoCoF 규정이 있다. RoCoF에 대한
규정은 Automatic access standard와 Minimum access standard로 주어진다. Automatic
access standard는 상한선이 되는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발전기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다. Minimum access standard는 하한선이 되는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
면 발전기가 계통에 접속할 수 없다. 계통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Automatic access
standard와 Minimum access standard 사이의 적절한 기준을 Network Service Provider
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18)

가. Automatic access standard of RoCoF
0.25초 이상 동안 RoCoF가 –4Hz/s ∼ 4Hz/s를 벗어나지 않고, 1초 이상 동안 RoCoF가 –
3Hz/s ∼ 3Hz/s 또는 기타 결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발전기가 중단 없이 연속적
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함

나. Minimum access standard of RoCoF
0.25초 이상 동안 RoCoF가 –2Hz/s ∼ 2Hz/s를 벗어나지 않고, 1초 이상 동안 RoCoF가 –
1Hz/s ∼ 1Hz/s 또는 기타 결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발전기가 중단 없이 연속적
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함
호주에서는 2018년 7월부터 AEMO가 매년 현재 및 향후 5년 이상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서브 네트워크의 관성 부족을 예측해야 하며, 관성 부족이 예측되는 경우 Inertia Service
18) AEMC, National Electricity Rules Version 142,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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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s인 TNSP(Transmission Network Service Provider)가 계통에 관성을 제공할 의
무를 갖는다.19) 2018년 AEMO는 호주의 NEM 관할 지역의 서브 네트워크인 NSW(New
South Wales), QLD(Queensland), SA(South Australia), TAS(Tasmania), VIC(Victoria)
계통에 대한 관성 부족을 예측하였다.20) 그 결과 South Australia 계통의 관성 부족이 예측
되었다. 2절에서 설명한 계통의 관성 보강 조치도 예측된 관성 부족에 대한 대응과 연관되
어 있다.
가.

19) AEMO, INERTIA REQUIREMENTS METHODOLOGY INERTIA REQUIREMENTS & SHORTFALLS, 2018. 07
20) AEMO, National Transmission Network Development Plan,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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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호주 서브 네트워크의 현재 및 미래 계통의 관성 예측
※출처 : AEMO, National Transmission Network Development Plan, 2018.12

<그림 5-20> 호주 서브 네트워크의 현재 및 미래 계통의 관성 예측 그래프
※출처 : AEMO, National Transmission Network Development Plan,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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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통관성 추정방안 개발
제 1 절 해외 계통관성 추정 사례 조사
1. SCADA 기반의 계통관성 추정 사례
SCADA 기반의 계통관성 추정방안은 EMS Data를 활용하여 현 시점 계통 내 접속되어 있는 동기
발전기들을 기준으로 각 발전기의 관성 상수와 설비용량의 곱을 합한 형태로 감시하는 시스템
이다. 현재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SCADA 기반의 계통관성 추정
방안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중 기록된 계통 관성에너지에 대해 최대
값과 최소값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관성에너지를 달리 계산하여 해당 관성에너
지의 위험성을 감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관성에너지를 합할 때 발전기 설비용량이
1.5MW이상의 발전기들에 대해서만 관성에너지로 감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발전원들에 대해
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북유럽과 유사하게 미국 ERCOT에서도 SCADA기반의 계통관
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ERCOT에서는 발전기 기동/정지 계획에 따라서 미
래 관성에너지까지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 시점 관성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원 별 관성에
너지 기여 비율을 나타내어 보다 자세한 분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2-1> 스웨덴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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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핀란드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2-3> 노르웨이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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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덴마크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2-5> ERCOT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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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반의 계통관성 추정 사례
가. Entso-e의 Center of Inertia Frequency
측정기반의 계통관성 추정방안은 앞서 소개한 SCADA기반의 계통관성 추정방안과 달리 관성
에너지를 합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파수 변화분을 이용하여 계통 동요방정식을 이용한 계통관성
추정방안이다. Swing Equation은 발전기의 Mechanical Power와 Electrical Power의 차이
를 발전기 각속도의 변화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유적으로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관성에너지

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계통의 관성에너지로 확장시켜 보았을 때
Center of Inertia Frequency는 발전기의 각속도 변화가 아닌 계통의 주파수를 대입시켜
전 계통을 하나의 등가화된 모델로 가정하여 계통관성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 







    





<수식2-3>

Center

of



Inertia

Frequency

∆
   

 ×  × 


<수식2-4> Swing Equation
Entso-e에서 소개된 Center of Inertia Frequency은 총 세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었는데 첫
번째는 주파수 변화분을 계통 내 유효전력 변화에 대한 주파수 변화가 가장 둔감한 모선의
주파수 변화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전 발전기 앞단 모선의 주파수 변화분을 이
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지역적으로 하나의 모선을 꼽아 해당 모선의 주파수 변화분을
이용하여 계통관성을 추정하는 방안이다. Center of Inertia Frequency에 대해 세 가지로
나뉘어 분석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방안이 계통 관성을 추정하기에는 가장 많
은 데이터와 정합성 측면에서 추정 시 오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 계통 운영상에는 전
발전기 모선 앞에 측정장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장 후 짧은 시간에 주파수 변화분을 측정
하기에는 현 PMU와 같은 고측정 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설비의 부재와 정확성을 확
보하기에 어려움으로 하나의 등가화된 모델 Center of Inertia Frequency의 방식을 채택하
여 한 모선 또는 지역적인 모선을 계통 내에서 가정하여 계통관성의 추정방안 진행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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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Center of Inertia Frequency 세가지 방안
Entso-e에서는 해당 추정방안을 진행하기에 부하의 관성기여 및 기타자원은 고려하지 않았
으며 고장 후 과도영역에서 나타는 주파수 진동현상이 추정 시 방해되는 요소로 고장 후 약
150ms 이후 0.7초간의 주파수 변화분을 이용하여 계통관성을 추정하였다. 주파수 변화분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 설정은 고장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확정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었고 선형화를 통한 주파수 측정오류의 범위를 좁혔다. 아직 해당 방안은 가
정을 통한 연구임으로 계통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아직 실용화 이전의 연구단계 중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측정(PMU)기반의 계통관성 추정 사례
앞서 소개된 방식과 원리는 비슷하나 본 절에서 소개하는 측정기반의 계통관성 추정은 고측
정 설비를 이용한 동기발전기 뿐만 아니라 기타 자원의 관성 기여 영향성을 관찰할 수 있는
추정 사례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알고리즘에 대한 검
증 부분은 영국의 Reactive Technology의 시스템

외에는 발표된 자료가 없다. 영국의

Reactive Technology에서 개발된 실시간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영국의 NG ESO와
일본계통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으며 기본적인 원리로는 계통 내 모듈레이터를 통해 미소신
호의 유효전력

변동분으로 미소 신호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정상상태에서의 계통

관성을 모니터링 하고 해당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통신 신호처리 방식으로 영국의
Reactive Technology 내의 Grid Metrix에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를 통한 추정 알고리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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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Reactive Technology 실시간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2-8> Reactive Technology NG ESO 검증 결과
영국 NG ESO에서 검증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2-8의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동기발전
기 관성에너지이고 영국의 부하관성 비율은 약 30%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기발전기 관성
에너지에서 약 30% 위로 이동된 그림이 전체 관성에너지 비율이라 명시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영국의 관성에너지 패턴을 Reactive Technology에서 검증한 결과 실시간으로 해당
수치를 Tracing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계산된 영국의 관성에너지
보다 실시간으로 추정된 관성에너지가 낮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 Reactive Technology에
서는 기존에 알고있던 수치보다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성 수치로 인한 추가 자
원 확보 필요에 있어 비용적 손실의 우려를 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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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모니터링 결과 Key ris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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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통관성 평가방법론 개발
제 1 절 해외 계통관성 평가방법론 사례 조사
1. ERCOT 계통관성 평가방법론 분석
계통관성 평가방법론은 현 계통이 가지고 있는 관성에너지 수준이 주파수 안정도를 확보하
기 위해 충분한 관성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판별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ERCOT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적된 관성에너지에 대해 최저 관성에너지를 분석하고 해당
계통 상황에서 상정고장 검토를 통해 주파수 안정도 여부를 판단하여 관성에너지를 평가한
다. 최저관성에너지 수준에서 고장 발생 시 최저주파수가 UFLS를 동작시키기에 마진이 있
다면 계통의 관성에너지를 10%씩

낮춰가며 최소한의 관성에너지를 재산정하는 알고리즘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3-1> ERCOT 계통관성 평가방법론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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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OT의 UFLS 동작시점은 59.3Hz로 앞서 소개된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최저관성에너
지 수준에서 고장 시 59.3Hz에 도달하면 안된다. 하지만 단순히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ERCOT에서는 LOAD Resource를 활용하여 59.7Hz에 주파수 회복용
부하차단을 동작시키고 있다. 따라서 59.7Hz에 부하자원이 동작하고 59.3Hz의 UFLS동작
시점 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최저관성에너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 0.5s로
운영하고 있다. 현 최저관성에너지로 산정된 기준 값은 120GWs로 120GWs 이상인 경우를
안정된 관성에너지 계통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 마진 100GWs를 기점으로 해당 관성에너지
이하 시 위험수준의 계통이라 보고 있다. 또한 ERCOT은 SCADA기반의 실시간 계통관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관성에너지가 최저관성에너지 수준 이하
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운영 중 구축하고 있다.

<그림3-2> Resource Contingency Criteria

<그림3-3> ERCOT 계통관성 평가방법론 최저관성에너지 산정 기준
ERCOT의 계통관성 평가방법론은 과거의 누적된 관성에너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알고리
즘을 통해 도출된 최저 관성에너지들의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Box and whisker
plot을 통해 최저 관성에너지 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 평균값을 분석하여 대체적으로 경부
하 수준에서의 최저 관성에너지 누적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과거의 데이터 경향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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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향후 재생에너지 투입 계획량을 가정하여 부하수준과 재생에너지 투입비율 대비 관성
에너지의 관계를 선형화하여 향후 미래의 최저관성에너지를 분석한다.

<그림3-4> ERCOT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관성에너지 경향성 분석

2. AEMO 계통관성 평가방법론 분석
가.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
호주의 계통 운영 기관인 AEMO에서는 2018년 7월 1일 부로 inertia Rule을 재정하여
계통관성 관리 및 기준 값을 정립하였다. NER(National Electricity Rules) version 123
기준 5.20B 항목에 Inertia Rule 기준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계통관성 평가 Frame work을
제시하였다. 호주 계통의 경우 6개의 단일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Interconnect lin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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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에 있다. 따라서 발전기 탈락 고장 이외에도 Interconnector line의 고장에 대해 심
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파수 상정고장 시 해당 선로 사고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연계
계통의 선로 고장 시 독립된 계통으로 형성되어 기존 계통의 관성에너지가 급격히 저하되
주파수 안정도에 큰 우려를 노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입에 대해서 독립된 계통 형
성 시 발생되는 계통관성 저하와 필요예비력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계통관성 평가 Frame work로는 총 세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는 계통의 주파수 유지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관
성에너지와 예비력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는 계통관성 별 필요예비력과 확보예비력 사이
의 상관관계에서 최저관성에너지가 산정되는 방안으로 현재 호주의 FCAS(Frequency
Control Ancillary Service)에 자원과 대비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Step 1에서는 계통 관
성별 상정고장 검토 시 일정 주파수 유지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FCAS의 예비력을 도출하
는 과정이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면 관성에너지 낮아질수록 필요한 예비력은 증가하는 형
태로 나타나고 해당 도출된 포인트의 누적 곡선은 모두 같은 주파수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그림3-5> 계통 관성 별 최소 필요예비력 산정 방안

<그림3-6> 계통 관성 별 확보예비력 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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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최소한의 필요예비력을 산정하고 다음 Step 2에서는 계통관성 별 확보하고 있는 예비
력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선 Step 1과는 달리 재생에너지가 투입됨에 따라 동기발전
기가 꺼지게 되면서 감소하는 관성에너지와 예비력의 곡선을 그린 형태이다. 이는 호주에서
재생에너지 투입 시나리오에 따라 감소하는 관성에너지에 따른 예비력을 직선의 형태로 가
정하여 나타내었다. 앞선 Step 1에서는 최소한의 예비력을 도출했다면 Step 2에서는 현 계
통이 가지고 있는 이용 가능한 예비력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Step 1과 Step 2에서
의 교차점에서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가 도출되게 된다.

<그림3-7>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의 Point를 기점으로 위의 영역은 계통 주파수를 유지
하기 위한 이용가능한 예비력이 최소한의 예비력보다 많은 상태의 계통상황이기 때문에 안
정한 영역이라 볼 수 있지만 Point의 아래 영역은 이용가능한 예비력이 필요예비력보다 적
기 때문에 주파수를 유지시킬 수 없는 불안정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모의 기반의 시뮬레
이션 결과에서도 아래의 영역의 계통 상황에서는 상정고장 검토 시 주파수 위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Step 1, 2의 곡선의 형태는 계통 상황 또는 재생에너지 투입시나리오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여 최저 관성에너지와 예비력을 산정하는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 Typical Inertia and Inertia Shortfall
앞선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는 계통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관성에너
지와 예비력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현 계통의 상황이 주파수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이라면 Typical Inertia의 경우에는 과거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연간 또는 연도별 Typical한 관성에너지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보다 Typical Inerti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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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면 관성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성
부족분이 발생한적이 아직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Typical Inertia를 찾는 데는 통계적 방안을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누적된 데이터를 정규분
포로 나타내어 평균값을 도출하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1-standard deviation에 해당되는
값을 Typical Inertia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평균값으로부터 약 16%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
타난다.

<그림3-8> 지역 별 Typical Inertia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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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Typical Inertia 산정 방안

<그림3-10> 국내 2019년 데이터 기반 Typical Inertia 산정
그림 3-10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일, 심야, 한낮, 저녁 시간대의 Snap shot 데이

- 54 -

터를 이용하여 Typical Inertia를 도출한 결과이다. 총 60개의 Snap shot 데이터에 대해서
관성에너지를 분석하였으며 평균은 약 367GWs 수준을 나타내었다. 호주의 Typical Inertia
방법론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최소 269GWs 관성에너지와 최대 490GWs 수준의 관성에
너지의 차이를 2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우선 정규분포를 나타내었다. 정규분포를 나타낸 그
래프에서 1-standard deviatio에 해당되는 값은 총 데이터의 16%인 값이지만 데이터 분포
가 정확한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계통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60
개 중 9개의 데이터 즉, 15%에 해당되는 값 Typical Inertia로 지정하였다. 2019년 데이터
를 기준으로 약 318GWs 수준의 Typical Inertia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값을 기반으로 향후
미래 계획 DB에서 나타나는 Secure Operating Level of Inertia와 비교 시 위험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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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및 신뢰도
실적 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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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제 2 절 국외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1. 유럽 신뢰도 기준
1.1 European Network of Transmi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규정
유럽의

경우

European

Network

of

Transmi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ENTSO-E)에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관련된 규칙(Code)을 제공하
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36개 국가에서 43개의 송전망 운영 기관(Transmision
System Operator, TSO)가 ENTSO-E에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ENTSO-E 홈페이지[2]에서 확인 가능하다. ENTSO-E 전력계통과 관련된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다.
- Conection: Requirements for Generators, High Voltage Direct Curent
Conections, Demand Conection Code
- Operations: Emergency and Restoration, Operations
- Market: Electricity Balancing, Capacity Alocation & Congestion
Management, Forward Capacity Alocation
본 연구과제에서는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도 실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에 ENTSO-E의 Operations 규정에 초점을 맞추며, 2019년 기준으로 총 192개의
규정(Article)이 존재한다. 참고문헌[3]을 통해 각 규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전력계통 이벤트 분류
ENTSO-E는 각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와 더불어 전력계통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에 대해 계통에 미치는 파급 정도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하며, 분석 결과
를 매년 발간한다. 아래 표는 각 분류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표 2.1 전력계통 이벤트 별 분류 기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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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Scale 번호와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전력계통에 미치는 파급 정도는 서
로 비례한다. 예를 들어, Scale 0의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인 반면, Scale 3은 한 곳 이상의 TSO에 정전이 발생한 경우이다. 각 세부 규
정마다 상세 내용이 있으며, 전력계통 운영 시 세부 규정에 해당될 경우 각 범주로
분류한다. 참고문헌[4]에서 모든 세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ENTSO-E에서는
매년 각 Scale 별 이벤트 발생 빈도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각 연도별 이벤트 발생 추이와 Scale 별 세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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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이벤트 발생 빈도(2014-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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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 및 카테고리 별 이벤트 발생 빈도(2014-2018)[5]

또한, 이벤트 분석 외에도 유럽에서는 계통 운영 안전도(Operational Security)와
관련된 지표를 사용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OS-A: TSO 별 트립된 선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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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B: TSO 별 트립된 선로 개수
∙ OS-C: TSO 별 정전 전력량
∙ OS-D1: TSO 별 경계(Alert) 상태 지속 시간
∙ OS-D2: TSO 별 경계 상태 발생 횟수
∙ OS-E1: TSO 별 예비력 부족 지속 시간
∙ OS-E2: TSO 별 예비력 부족 발생 횟수
∙ OS-F1: TSO 별 연간 전압 기준 위반 시간
∙ OS-F2: TSO 별 연간 전압 기준 위반 횟수
∙ OS-G1: 동기화 지역에서 주파수 유지 기준 위반 지속 시간의 합
∙ OS-H: 계통 분리 또는 정전 발생 횟수
∙ OS-I: TSO 두 곳 이상에서 Blackout 발생 횟수

표 2.3 유럽 동기화 지역 별 2018년도 계통 운영 안전도 분석 결과[5]

전력계통 운영 안전도 지표에 대한 상세 내용과 계산 방법은 참고문헌[4]에 서술되
어 있으며, 매년 위 분석을 진행하여 연간 트렌드를 확인한다. 각 지표별 분석도 동
일하게 진행하지만, 본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참고문헌[4]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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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안전도 지표가 있으며, 각 지표는 아래와 같다.

∙ OPS-A: 상정고장 목록에 포함된 고장 발생 후 전력계통 운영 상태에 문제가 발
생한 횟수
∙ OPS-B: 부하 또는 발전 예측 오차로 인해 발생한 OPS-A 이벤트 수
∙ OPS-C: 예외 상정고장 발생으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 횟수
∙ OPS-D: 부하 또는 발전 예측 오차로 인해 발생한 OPS-C 이벤트 수
∙ OPS-E: 예비력 부족으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 이벤트 횟수

위 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과 계산 방법 또한 참고문헌[4]으로 설명을 대체하며, 아
래 표는 2018년도의 유럽 지역 운영계획 안전도 지표 분석 결과이다. 운영 안전도
지표와 마찬가지로 운영계획 안전도 지표 또한 각 지표별 세부 분석 및 트렌드 분
석을 진행한다.

표 2.4 유럽 동기화 지역 별 2018년도 계통 운영계획 안전도 분석 결과[5]

다. 전압 및 주파수 유지 기준
전력계통의 주파수 및 전압은 계통 운영의 신뢰도 실적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아
래 표는 유럽 주요 국가의 주파수 및 전압 유지 기준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2.5 유럽 국가별 주파수 유지 기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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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유럽 국가별 전압 유지 기준(10kv~30kV급)[3]

표 2.7 국가별 전압 유지 기준(30kV~40kV급)[3]

위 기준은 ENTSO-E의 전력계통 신뢰도 규칙[3]에서 확인한 결과이며, 국내 기준
과 차이가 있다면 주파수 및 전압 유지 기준에 대한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위
표에서 전압은 지속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ENTSO-E의 전력계통 이벤트 분
류 기준[4]에서 전압 기준 위반으로 인해 이벤트로 분류할 경우, 15분 이상 지속될
경우만 고려한다. 즉, 위 표의 안정 유지기준을 15분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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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영국의 경우, 해당 시간 이상 위반이 지속된 경우만
고려하고 있다.

2. 북미 신뢰도 기준
2.1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
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규정 및 규정 위반 감시
북미의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ty Corporation(NERC)는 전력계통 신뢰
도 감시 및 감독 기관이며, 북미 연계 전력망의 신뢰도 유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NERC에는 총 8개의 지역 신뢰도 기구(Regional Entity)가 있으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8 북미의 지역 신뢰도 기구
FRCC
MRO
NPCC
RF
SERC
SPP RE
Texas RE
WECC

Florida Reliabilty Cordinating Council
Midwest Reliabilty Organization
Northeast Power Cordinating Council
Reliabilty First Corporation
SERC Reliabilty Corporation
Southwest Power Pol Regional Entity
Texas Reliabilty Entity
Western Electricity Cordinating Council

NERC는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신뢰도 규정은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Resource and Demand Balancing (BAL)
-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IP)
- Communications (COM)
- Emergency Preparednes and Operations (EOP)
- Facilties Design, Conections, and Maintenance (FAC)
- Interchange Scheduling and Cordination (INT)
- Interconection Reliabilty Operations and Cordination (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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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ing, Data, and Analysis (MOD)
- Nuclear (NUC)
- Personel Performance, Training, and Qualifications (PER)
- Protection and Control (PRC)
- Transmision Operations (TOP)
- Transmision Planing (TPL)
- Voltage and Reactive (VAR)

위 각 항목마다 규정의 목적, 준수해야 하는 기관, 관련 규정,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세부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총 2,37 페이
지 분량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ENTSO-E와
마찬가지로 NERC에서도 신뢰도 규정 준수에 대한 감시와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
를 매년 보고하고 있으며[7], 아래 표는 2018년도 북미 지역신뢰도 기구의 신뢰도
기준 위반 빈도에 대해 정리한 결과이다.
표 2.9 2018년도 북미 지역 신뢰도 기구의 월별 신뢰도 기준 위반 발생 빈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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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ERC에서는 각 신뢰도 규정이 위반한 정도에 따라 총 네 개의 위반 심각도
기준(Violation Severity Level, VSL)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 발생한 기준에 대해
VSL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발표한다. 아래 그림은 2018년에 발표한 결과이며, 각
규정 및 위반 정도에 따라 발생한 빈도수를 보여준다.

그림 2.2 위험도 별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NERC 규정의 빈도수[7]

위 그림에서 MOD 관련 규정이 위반 정도(VSL)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가장
많이 위반되었으며, 반면 CIP 규정의 경우 VSL 심각 수준의 위반이 많이 발생하였
다. 해당 분석 외에도 NERC에서는 북미의 2018년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준수 및
감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내역과 결과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참고문헌[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전력계통 이벤트 분석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준수에 대한 감시 외에도 전력계통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유럽과 유사하게 각 카테고리로 분류를 진행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NERC는 해당
과정을 Event Analysis Proces(EAP)라 명시하며, 아래 그림에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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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북미의 전력계통 이벤트 분석 과정[8]

유럽과 다르게 북미의 경우 총 5단계로 각 이벤트를 나누며, 해당 분류 기준에 대
한 설명은 참고문헌[8]으로 대체한다. 또 다른 차이는 유럽의 경우 전력계통 신뢰
도 규정이 위반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반면, 북미의 EAP는 신뢰도 규정과 직접적으
로 연관이 있진 않다. 전력계통 운영 중에 외란과 같은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신뢰
도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EAP 분석을 진행한다. EAP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전력계통 내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원인 규명과 이를 통한
경험 습득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벤트 별 원
인 분석과 이에 대한 경험을 유관 기관에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카테고리 4와 5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진행한다. 아래 그림은 2018년도의 북미
EAP 분석 결과이며, 각 카테고리 별 이벤트 발생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의 경우, 카테고리 4와 5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카
테고리 3 이벤트가 두 건 발생했는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에 발생한 전력계통 이벤트 별 원인 분석 결과를 아래 그
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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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8년 북미 전력계통에 발생한 이벤트 분석 및 분류 결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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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8년 북미 전력계통에 발생한 이벤트의 원인 분석 결과[8]

위 그림을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설계 결함 및 관리 결함이며, 해당
두 원인이 거의 75%에 가깝다. 또한, 아래 그림은 최근 5년간 이벤트 발생 추이와
종합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전력계통 신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
정적인 전력공급이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경우를 함께 분
석하며, 아래 결과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정전 전력은 16MW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NERC 분류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이벤트 발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력계통 운영 특성상 매년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AP 분석
목적 자체가 성능 평가의 목적보다는 원인 분석과 이로 인해 얻은 경험을 통해 추
후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잘 대처하고자 함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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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북미 전력계통의 최근 5년간 이벤트 발생 종합 분석[8]

다. 전압 및 주파수 유지 기준
NERC의 신뢰도 규정은 System Operating Limit(SOL)[9]과 관련된 규정이 많으
며, SOL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Facilty Ratings
:Aplicable pre‐and post‐Contingency equipment or Facilty ratings
∙ Transient Stabilty Ratings
:Aplicable pre and/or post‐Contingency Stabilty Limits
∙ Voltage Stabilty Ratings
: Aplicable pre and/or post Contingency Voltage Stability
∙ System Voltag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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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icable pre and post‐Contingency Voltage Limits

SOL이 활용되는 신뢰도 규정을 하나 예를 들면 ‘전력계통 운영계획 시 N-1 상정
고장 발생 상황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SOL을 준수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
이처럼 SOL은 여러 규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SOL 값은 지역마다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ERCOT의 전압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0 북미 ERCOT의 전압 유지 기준[10]
Nominal Voltage

Normal Operating Limits

345
138
69

327.75 – 362.25
131.1 – 14.9
65.5 – 72.45

Emergency

Operating

Limits
310.5 – 379.5
124.2 – 151.8
62.1 – 75.9

ERCOT의 주파수 유지 기준은 주로 과도 상황 발생 시 기준이 많으나 One Minute
Frequency Noise의 목표 수준을 30 mHz로 설정하고 있다.

라. 전력 수급 제어 규정 준수
NERC의

신뢰도

규정

BAL-01-2(Real

Power

Balancing

Control

Performance)[1]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Control Performance Standard 1 (CPS 1)
: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며,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Balancing Authority ACE Limit (BAAL)
: 분 단위 ACE는 BAAL의 최소 및 최대 한계를 30분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각 지표에 대한 상세 계산식은 참고문헌[1]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서도
CPS 1을 도입하여 월간 실적 평가를 진행 중이다. NERC와 차이가 있다면 NERC
는 신뢰도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대부분의
Independent System Operator(ISO)에서 월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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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에서 발표하고 있는 월간 BAL-01-2 신뢰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2.7 NYISO의 CPS 1 누적 분석 결과(2019년 3월 기준)[12]

그림 2.8 NYISO의 BAAL 누적 분석 결과(2019년 3월 기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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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ERCOT의 CPS 1 누적 분석 결과(2019년 1월 기준)[13]

그림 2.10 MISO의 CPS 1 누적 분석 결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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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들을 통해 세 곳(NYISO, ERCOT, MISO) 모두 NERC의 신뢰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운영 예비력에 대한 규정
북미 각 ISO는 계통 운영 보조 서비스(Ancilary service)에서 예비력과 관련된 기
준이 존재한다. 해당 기준은 총 5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아래
와 같다.

∙ Frequency Response: 0∼30초
∙ Regulation: 4초∼5분
∙ Spining Reserve: 10분∼105분
∙ Non Spining Reserve: 10분∼105분
∙ Other : 각 ISO 별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NYISO 는 30분 단
위 예비력 규정 존재)

여러 ISO들 중 본 보고서에서는 ERCOT의 세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아래와
같다.

∙ Frequency Response : Frequency Response에 대한 시장(Market)은 없으나,
모든 발전기가 주파수 변화에 응동하도록 조속기 자동 응답 (Governor fre) 상태를
유지해야 함
∙ Regulation : EMS를 통해 제어되며, 발전기 별 누적 출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발전기의 출력 기준을 정함
∙ Spining Reserve : 최소 23GW(경우에 따라서는 2.8GW) 이상의 10분 예비력(10
minute reserve)을 확보해야 함
∙ Non Spining Reserve : Regulation과 마찬가지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발
전기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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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 해당사항 없음

ERCOT 이외의 다른 ISO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나 각 지역 환경
및 전력시장에 맞게 정의되어 있으며, ERCOT의 Spining Reserve 기준처럼 다른
ISO에서도 Spining Reserve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
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15]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 3 장 국내외 전력계통 운영 신뢰도 실적 평가
현황
제 2 절 국외 전력계통 운영 실적 평가 현황
1. 유럽 실적 평가 현황
1.1. 영국 현황
영국의 National Grid Electricity System Operator(ESO)에서는 매년 연간 전력계
통 운영 실적을 발표하며,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실적을 발표한다. 각 기준은
가용률(Availabilty), 안전성(Security), 전력품질(Quality of Service)이다.

가. National Grid ESO의 가용률 분석 결과
National Grid ESO에서는 연 단위로 송변전 설비의 가용률을 계산하며, 해당 수식
은 아래와 같다.

위 수식에서 Circuit은 송전선로, 변압기 등 모선 간 연결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송변전 설비 가용률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년 8,760시간 중 각 설비
가 실제로 사용된 시간 비율을 계산한다. 만약 특정 시간동안의 가용률을 계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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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위 수식에서 시간을 해당 기간으로 설정해서 계산한다. 또한, 가용률 연산
시 송변전 설비 고장뿐만 아니라 휴전도 포함된다.

National Grid ESO는 매년 실적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공하며,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에서 대체로 영국의 가용률은 94 정도로 유지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송변전 설비 총 용량 중 94% 정도가 실제로 사용되었
음을 뜻한다. 또한, National Grid ESO는 월간 가용률과 동계 최대 부하일 때의 가
용률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며, 해당 결과는 본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지만 참고문
헌[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최근 5년간 영국의 연간 송변전 설비 가용률 분석 결과[18]

나. National Grid ESO의 안전성 분석 결과
연 단위로 송변전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보고한다. Great
Britain(GB)는 영국 전체를 뜻하며, NGET, SPT, SHET는 각각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ion, Scotish Power Transmision, Scotish Hydro Electric
Transmi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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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최근 5년간 영국의 송변전 설비 사고 현황[18]

또한, 각 고장으로 인해 정전(Los of Suply)이 발생 빈도와 총 정전 전력량을 추정
해서 발표하며, 각 결과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정전 분석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각각 Incentivised load(인센티브 부하)와
Non-Incentivsed load이다. 인센티브 유무는 사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약 여
부로 판단한다.

그림 3.8 최근 5년간 영국의 정전 발생 빈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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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최근 5년간 영국의 정전 전력량 추정 결과[18]

정전 전력량과 일간 부하를 두 고려하여 Reliabilty of Suply(RoS)를 매년 산출하
며, 해당 지표는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보여주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018년 기준 영국의 RoS는 9.9967%이며, 아래 그림은 2017년의 영국 RoS를 보
여준다. 2018년 보고서[19]에서는 아래 그림으로 RoS를 발표하였으나, 2019년 보
고서[18]에서는 수치 결과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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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2017년도 영국의 전력공급 신뢰성 지표 분석 결과[19]
다. National Grid ESO의 전력품질 분석 결과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압 및 주파수 품질을 연 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동일하나 차이
가 있다면 국내는 유지율을 중점적으로 보는 반면 National Grid ESO의 경우, 전
압 또는 주파수 위반이 발생한 빈도와 지속 시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018년
영국 전력계통 운영 실적에서 주파수의 경우, 위반이 발생한 날이 없기 때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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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전압의 경우 총 두 차례 위반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그림은 최근 5년간 전압 위반이 발생한 빈도를 정리한 그림이다. 또한, 아래
표는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지속시간, 전압 레벨, 최대 전압 등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최근 5년간 영국의 전압 위반 발생 빈도[18]

표 3.5 영국의 2018년도 전압 위반이 발생한 날짜 및 세부 정보 요약[18]

1.2 아일랜드 현황
아일랜드의 EirGrid와 SONI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전력계통 운영 실적 평가 보고서
를 매년 발간한다. 영국의 National Grid ESO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아일랜
드의 경우 발전 설비에 대한 운영 실적 평가가 추가되어 있다.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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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기 가용률
발전기 가용률은 특정 기간동안 실제 발전기의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계산하며,
아래 그림은 아일랜드의 일간 발전기 가용률 분석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이
고 경제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경우, 발전기 가용률이 높을수록 신뢰도 또한 높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경우 과거에 비해 발전기 가용률이 점차 낮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12 아일랜드의 2018년 발전기 가용률[20]

나.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은 특정 기간 동안 발전기 계획 정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
해 발전기의 비계획 정지가 발생한 비율로 산출한다. 아래 그림은 2018년 아일랜드
의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 실적 분석 결과이다. 해당 결과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이
는 추후 확인할 NERC 분석과 유사하다. 발전기 가용률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는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 실적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0월 이후 가용률 및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EirGri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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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하여
설비 운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3 아일랜드의 2018년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20]

다. 발전기 계획 정비율
발전기 가용률 및 비계획 정지율과 유사한 방법으로 발전기 계획 정비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설비 특성상 일정 기
간 이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 설비 정비율 수치 자체에는 큰 의미
를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분석 결과를 통해 설비 일정을 조율하여
일간 계획 정비율이 고르게 분포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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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아일랜드의 2018년 발전기 계획 정비율[20]

1.3 네덜란드 현황
네덜란드 및 독일의 일부 지역 계통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TeneT에서는 매년 실
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영국 및 아일랜드와는 다르게 TeneT은 전력 공급 측
면의 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히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6 네덜란드 TeneT의 2018년 전력계통 운영 실적 분석 결과[21]

위 표의 Grid Availabilty는 영국의 공급 신뢰도(Reliabilty of Suply)와 동일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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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며, 그 외 두 지표 또한 전력 공급과 관련된 지표이다.

2. 북미 실적 평가 현황
NERC는 매년 전력계통 운영 신뢰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2019년 보고서 기준으
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신뢰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 Resource adequacy
∙ Energy Emergency Alert ∙ Planing Reserve Margin
- Transmision performance and availabilty
∙ Transmision-Related Events Resulting in Los of Load
∙ Automatic AC Transmision Outages
∙ Element Unavailabilty
- Generation performance and availabilty
∙ Weighted-Equivalent Generation Forced Outage Rate
- System protection and disturbance performance
∙ Interconection Frequency Response
∙ Disturbance Control Standard Failures and Events Greater than MSSC
∙ Protection System Misoperations
∙ Interconection Reliabilty Operating Limit Excedances
- Severity Risk Index

본 보고서의 다음 파트에서 위 평가 항목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실제 분석 결
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 Energy Emergency Alert
해당 지표는 Energy Emergency Alert(EEA) level 3의 Alert 발생 횟수를 기록하
고 분석한다. EEA는 NERC의 신뢰도 규정 EOP-01-1에 정의되어 있으며,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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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EEA level 1: Al available generation resources in use
∙ EEA level 2: Load management procedures in efect
∙ EEA level 3: Firm Load interuption is imminent or in progres

위 EEA 기준을 적용하여 2018년의 북미 실적 평가 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참고문헌[8]에서는 과거 EEA level 3 발생 빈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5 2018년 북미의 연계 전력계통 별 EEA 발생 빈도[8]
나. Planing Reserve Margin
해당 지표는 전년도 여름 또는 겨울의 예비력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한다. 예
비력 기준값(Reference)과 비교해서 실제 확보된 예비력에 따라 총 3단계로 판단
하며, 각각 Adequate, Marginal, Inadequate이다. 아래 그림은 2018년도 하계 최
대 부하를 기준으로 예비력 기준 평가를 진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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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2018년 하계 최대 부하의 예비력 여유분 분석 결과[8]

위 그림에서 ERCOT의 경우 예비력 평가 결과가 Inadequate으로 판정되었지만, 풍
력발전의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에 부하 차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북미 계통
운영자(TSO)들은 동하계 신뢰성 분석을 진행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ERCOT의 분
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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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북미 ERCOT의 하계 신뢰성 분석 평가 결과[2]

다. Transmision-Related Events Resulting in Los of Load
영국과 마찬가지로 NERC 또한 송변전 설비 고장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경우를
분석한다. 다만, NERC의 경우 모든 정전 상황을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정전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30MW(또는 계통규모에 따라 20MW)
이상의 공급 지장이 15분 이상 지속된 경우, 부하 차단이 10MW 이상 진행된 경우
등 NERC에서 정의된 상황에 대해서만 분석에 포함시킨다. 최근 5년간 분석한 결
과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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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최근 5년 NERC의 정전 발생 빈도 및 평균 정전 전력 분석 결과[8]

라. Automatic AC Transmision Outages
전력계통 운영 중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총 4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Failed Protection System
∙ Human Eror ∙ Failed AC Substation Equipment ∙ Failed AC Circuit
Equipment

위 분류에 따라 연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며, 아래 그림은 보호 설비 동작 실패로
인해 발생한 고장 사례 분석 결과이다.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임을 알 수 있으며, 보호설비 동작 실패 외 다른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동
일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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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북미 전력계통의 최근 4년간 보호 설비 동작 실패로 인해 발생한
고장율[8]

마. Element Unavailabilty
전력계통 내 외란과 같은 이벤트 발생 후 송변전 설비의 비가용률(Unavailabilty)를
계산하며, 이는 영국의 가용률과 유사한 지표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국의 경
우 휴전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NERC에서는 휴전을 고려하지 않고 고장 상황만 고
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비가용률과 계산은 거의 동일하지만, 휴전 설비를 포
함시키지 않으면 쉽게 산출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최근 5년간 변압기의 비가용률
분석 결과이며, 2014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전선로의 가용률은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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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북미 전력계통의 최근 5년간 변압기 비가용률 분석 결과[8]

바. Weighted-Equivalent Generation Forced Outage Rate
이 지표는 발전기 성능에 대한 지표로 발전기 감발 또는 비계획정지가 발생할 확률
이다. 해당 지표는 발전기가 최대 성능을 낼 수 없는 확률을 보여주며, 아래 수식으
로 계산된다.

여기서 FOH, NMC, SH, SHNG는 각각 Forced Outage Hour, Net Maximum
Capacity, Service Hour, Service Hours Non-generating이다. 위 지표에 대한분
석 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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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최근 5년간 북미의 Weighted EFOR 분석 결과[8]

위 지표는 발전기의 실제 출력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대별 정
확한 측정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NERC의 경우 Generation Availabilty Data System(GADS)를 기반으로 발전 설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 산출이 용이하지만, 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GADS와 같은 데이터 확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사. Interconection Frequency Response
북미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연계 전력계통이기 때문에 연계 계통의 주파수 제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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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평가해야 하며, Interconection Frequency Response는 주파수 1차제어
(Primary Frequency Control)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여기서 검
토하는 사항으로는 여유분(Margin), Rate of Change of Frequency (RoCoF),
Frequency Nadir 등을 고려한다. 아래 그림은 외란 발생 후 Frequency nadir 전
까지의 구간(Arest period) 응답 결과이다.

그림 3.2 북미의 2018년 주파수 외란 및 UFLS 여유분 분석 결과[8]

아. Disturbance Control Standard Failures and Events Greater than the Most
Severe Single Contingency

해당 지표는 외란 발생 후 수급 유지 능력을 분석하는 지표이다. NERC에서 정의한
Most Severe Single Contingency(MSSC) 수준 이상의 외란이 발생했을 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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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능력이 사전에 정의한 기준을 준수하는 횟수를 측정한다. 연간 빈도 분석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도의 NERC 분석 결과를 첨부하지 않았지만, 참고
문헌[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Protection System Misoperations
송변전 설비와 발전 설비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대한 지표이며, 전체
보호 설비 동작 중 오동작 비율을 계산한다. 아래 그림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북미 전력계통의 분기별 보호 설비 오동작 비율과 지역별 오동작 비율

분석 결과[8]
차. Interconection Reliabilty Operating Limit Excedances
위 지표는 앞 장에서 논의한 연계 전력계통의 SOL이며, SOL과 유사하지만 연계
계통을 고려하는 차이가 있다. 위 지표는 10분 이상 초과한 경우에만 빈도를 기록
한다. 연간 빈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NERC 보고서[8]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카. Severity Risk Index
NERC는 Severity Risk Index(SRI)를 일 단위로 매년 계산하여 비교 및 분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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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WL : 정전에 대한 가중치
∙ MWL : 전체 부하 대비 정전 전력
∙ WT : 송전선로 고장 비율에 대한 가중치
∙ NT : 전체 송전선로 중 고장이 발생한 송전선로의 용량 비율
∙ WT : 발전기 비계획 정지 비율에 대한 가중치
∙ NG : 전체 발전기 중 비계획 정지가 발생한 발전기 총 용량 비율
∙ RPL: 부하 복구 수준
SRI는 위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송변전 설비의 일간 운영 신뢰도, 발전설비의
일간 운영 신뢰도, 부하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모두 고려한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계통의 전체적인 운영 신뢰도를 확인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각 설비 및 부하
에 대해 따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성능 또한 분석이 필요하
다.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논의될 예정인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과 송변전 설비
고장율은 NG와 NT와 유사하지만, SRI의 NG와 NT는 해당 일에 발생한 이벤트 외
이전에 발생한 비계획 정지(또는 고장)가 지속된 경우도 포함시킨다. 아래 그림은
NERC 홈페이지[24]에서 확인 가능한 SRI 분석 결과이며, 연도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이다. 누적된 SRI 실적과 비교하여 현재 전력계통의 운영 신뢰성이 어
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하고, 만약 SRI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이에 대한 원인 분석
을 진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SRI 분석의 주목적이다. SRI 지표를 활
용한 여러 분석은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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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NERC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SRI 분석 결과[24]

3. 북미 지역별 실적 평가 현황
북미 NERC의 신뢰도 실적 평가 외에도 지역 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일부 정리하였다.
가. PJM 월간 계통 운영
PJM에서 월 단위로 운영 실적을 검토하는 사항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하 예측 오차
매 월 Peak 및 Of-peak 부하 예측 오차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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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PJM의 월간 부하 예측 오차(2019년 9월 기준)[25]

∙ 월간 BAAL Performance
앞서 검토한 NERC 신뢰도 규정(BAL-01-2) 준수와 관련하여 BAAL 지표 계산 결
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그림 3.26 PJM의 월간 BAAL 평가(2019년 9월 기준)[25]

∙ 전력설비 운영 실적
NERC에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 설비 비계획 정지율과 송변전설비 고장율
을 분석하며, 해당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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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PJM의 월간 발전기 비계획 정지율(2019년 9월 기준)[25]

그림 3.28 PJM의 월간 송변전 설비 고장 빈도(2019년 9월 기준)[25]

∙ Perfect Dispatch Performance
PJM에서는 Perfect Dispatch Performance 실적을 분석하며, 해당 지표는 타지역
에서는 많이 분석하지 않는 편이다. 해당 지표는 가스 터빈(combustion turbines)
의 계산된 최적 발전계획 프로파일과 실시간 운영에서의 값이 얼마나 근접한지를
살펴본다. 아래 표는 해당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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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PJM의 월간 Perfect dispatch 실적 분석 결과(2019년 9월 기준)[25]

나. TexasRE 연간 실적 평가
TexasRE의 연간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도 실적 평가 분석을 간략히 소개하며, 앞서
검토한 지표들의 결과는 간략히 언급만 하였다.

∙ Resource Adequacy
TexasRE의 전력 공급원 적정성 평가는 주로 주파수 성능 기준과 연계해서 검토한
다. 아래 그림은 NERC 신뢰도 규정 주파수 응답(BAL-03)와 관련한 1차 주파수
응답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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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연간 ERCOT 전력계통의 1차 주파수 응답 트렌드[26]

외에도 각 발전 설비별 비계획 정지율, 가용률 등과 같은 지표 분석을 진행하지만,
본 보고서의 앞서 논의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문헌[26]로 대
체한다.

∙ System Resilency
전력계통 내 발생한 이벤트 분석 및 송변전 설비의 고장과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앞서 검토한 결과들과 거의 동일한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 결
과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참고문헌[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hanging Resource Mix
월간 전력 공급원 트렌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분석하며, 이와 함께 전력계통의 관
성 분석 결과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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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텍사스 지역의 전력 공급원 트렌드[26]

그림 3.32 텍사스 전력계통의 관성 트렌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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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분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량이 많은 텍사스 지역의 특
성이 반영된 분석이다. 특히, 전력계통 관성 분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생
발전원(특히 풍력)의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그 중 풍력 발전만 따로
검토하는 지표 기반 분석을 진행 중이며, 여러 지표들 중 실제 공급 성능(Poled
Resource Net Capacity Factor)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 외에도 TexasRE는
NERC에서 분석하는 인적 실적 평가와 보호 장비 성능 평가등 유사한 분석을 진행
한다.

그림 3.3 텍사스 지역의 풍력 발전 실질 공급 성능(2018년 기준)[26]

북미의 지역별 운영 실적 분석은 큰 범위(발전설비 비계획 정지, 송변전설비 고장
등)에서는 유사하지만 NERC 실적 분석과 유사하지만, 각 지역의 주요 관심에 맞는
실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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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개입 최소화를 위한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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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 개요
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가. 국외 현황
ABB, GE, SIEMENS 등 EMS 주요 제작사에서는 상태추정, 상정고장해석, 경제급
전, 자동발전제어, 최적조류계산 및 안전도 제약 경제급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전세계에 대규모 전력망 운영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SCED를 위하여 상용
Solver를 기반으로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실시간 계통 운영에서 적용되는 안전도 제약 경제급전은 각 발전기의 현재출력으로
부터 출력 상하한 및 ramp rate 범위 내에서 계통의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최소의
발전비용으로 현재 부하를 공급하도록 발전출력을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비용 최소화 및 제어 동작의 최소화 등을 목적함수로 사용하며, 제약식
으로는 부하수급조건, 발전기 최대/최소, 선로 및 변압기 용량한계, 지역간 선로 그
룹의 용량한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ISO에 해당하는 PJM Interconection (PJM), Electric Reliabilty Council of
Texas (ERCOT) 등에서는 안전적인 계통 운영 및 실시간 nodal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SC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RCOT (Electric Reliabilty Council of
Texax)은 2010년 12월 1일 nodal 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간 SCED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NMMS

(Network

Model

Management

System),

AREVA EMS와 ABB MMS (Market Management System)의 통합된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
ERCOT SCED 기능은 발전자원 및 송전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발전 패턴을 결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제약과 자원 제약 (resource constraints)
을 만족해야 한다. ERCOT SCED는 부하 균형 및 네트워크 제약을 포함한 형태로
QP (Quadratic Programming)으로 최적 발전을 구한다. 운영 한계를 구하기 위하
여 하나의 ramp-rate을 적용함. 측정된 ramp-rate을 적용하며, 확보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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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DB에 포함된 현재 출력을 고려하여 ramp-rate 곡선의 값을 적용하고 있다.
RRS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ramp-rate이 적용됨. 그렇지 않은 경우, 비상 ramp-rate이 적
용되고 있다.
PJM Interconection의 시장 청산, 발전기 투입, 발전력 배분 및 가격 결정을 위하
여 SCED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PJM SCED은 기존의 UDS (unit dispatch
system)을 향상시킨 것으로 최근의 급전 시스템이다. SCED의 기본적인 목적은
PJM 시스템에 투입된 발전기들에 대한 적절한 MW 출력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경제 급전 신호 (lambda)를 계산할 때 송전 제약을 고려한다. 또한 PJM SCED의
특징은 중첩된 시간에 대하여 최적화된 최소 비용의 발전력 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리고 계통 제약 조건을 인식하여 많은 제약을 제어하는 발전을 분배한다.
PJM의 SCED는 RT (real time) SCED와 IT (intermediate) SCED로 구분되어 수
행되고 있으며 RT SCED는 실시간 배분 솔루션을 제공하고, IT SCED는 중간 단
계의 배분 솔루션을 제공한다. SCED에서 모든 제약과 상정고장은 PJM EMS로부
터 제공받으며, SCED 자체에서는 조류해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RT SCED는 향후 15분 시점 (한 시점)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도를 고려한 최적 발
전 분배를 수행하며, 3분 주기로 자동적으로 실행되거나 필요한 경우 수행된다. 각
RT SCED case는 3개의 솔루션 (base bias, high bias, low bias)을 제공한다. 그
리고 투입된 발전 자원에 대하여 배분을 결정하며, 결정된 발전 기준점은 실시간
운영 AGC (automatic generation control)로 전달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AGC는 발전 기준점 정보를 처리하고 외부 자원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RT SCED에
의하여 제공되는 LMP나 예비력 시장 청산 가격들은 재정적인 연결성이 없다.

제 2 장 본론
제 2 절 관제사 개입 최소화를 위한 운영 기준
1. 국외 사례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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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ISO SCED 및 운영 사항
MISO는 2019년 현재 발전용량은 시장 및 신뢰도 측면에서 각각 174,678 MW 및
188,818 MW이다. 현재까지 경험한 여름 최대부하는 시장 및 신뢰도 측면에서 각
각 127,125 MW 및 130,719 MW이며, 2011년 6월 20일에 발생되었다. 겨울 최대
부하는 시장 및 신뢰도 측면에서 각각 109,336 MW 및 117,903 MW이며, 2014년
1월 6일에 발생되었다. 송전선로 총 길이는 68,500 마일이며, balancing authority
들은 36개가 포함되어 있다. 네트워크 모델을 위하여 294,040 SCADA 데이터 포
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6,632 개의 발전기들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 표는
MISO에 등록된 풍력과 PV (photovoltaic) 발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1 MISO에 등록된 풍력 및 PV 발전설비 용량

미국 MISO의 전력망 운영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MISO의 실시간 시장은 day-ahead 시장과 함께 MISO 에너지 및 운영 예비력 시
장의 부분에 해당하며, 실시간 시장은 운영 상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영 예비력에 대한 spot market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전력시장 운영을 위하여 SCUC와 SCED를 적용하고 있음.
∙ 1차 예비력으로서 AGC 참여 발전기 그룹은 30~40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양
은 400~500 MW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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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인 예비력으로 10분 spining 예비력 (발전 자원 및 DR 자원)을 적용하고 있
으며, 추가적으로 suplemental 예비력을 준비하고 있음.
∙ 국내와는 다르게 고장에 따른 유효전력 공급능력 저감 시 CRSG (contingency
reserve sharing group)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양은 전체적으로 약 2000 MW에 해
당함.
∙ 기존 발전기들은 5MW 이상일 경우 EMS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으나, BESS
(batery energy storage systems)의 경우 1MW 이상인 단위들에 대하여 모델링을
하고 있음.
∙ 상정고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N-1 고장을 적용하나 부하 집중 지역 (load
pocket) 주변에서는 N2 고장을 적용하고 있음
∙ 고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 변경, 발전력 재
분배, 부하 탈락 등이 적용되고 있음.
∙ SCED에 적용되고 있는 제약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5~20 개 정도이며 때때로
40 개정도의 제약이 고려되고 있음. 아래 그림은 미국 MISO의 실시간 운영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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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MISO의 실시간 운영절차

위 그림에서와 같이, MISO 실시간 운영에서 i) multi-stage의 SCUC (security
constrained unit commitment)/SCED, i) after-the-fact 포렌식 해석 (perfect
dispatch), i) 재생 발전 예측, iv) net interchange 예측, v) 적응 모델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미국 인디에나주 카멜에 MISO 중앙제어 센터를 방문하여 전력시장 운
영 관련 실무자인 T. Hines외 3인과 함께 MISO의 SCED 및 계통 운영에 대한 내
용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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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질문 별 MISO 실무자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질문 1: SCED에서 건전상태 및 상정고장 상태에 대한 변압기/선로/융통선로 들
에 대한 부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 답변: 기본적으로 멤버 시스템의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용량 설정에 대한 권한은
MISO에게 있지 않음. 선로에 대한 Dynamic rat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정고장
조건을

위한

emergency

rating은

정격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115~120% 정도 수준이며, 건전상태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질문 2: 선로 또는 융통선로들에 적용되는 한계에서 여유 (margin)의 개념이 적
용되고 있는가?
- 답변: PJM에서는 여유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MISO는 이
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MISO의 경우 SCED 결과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여유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안전성이 강조되는
다른 계통의 경우 시장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MISO에서 적용하고 있는 SCUC/SCED 현재 및 상정고장 상태에 대한 송전제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 max


(2.2.1)

여기서 아래첨자  은 SCED에서 제약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선로를 표현하며,  는
제어 자원이 위치한 모선을 표현하다. 따라서  는  선로에 대한  모선 전력 주입에
따른 민감도를 의미함.

  와   는 각각  모선 발전 및 부하 재분배 변수에 해당한

다. 이 중  는 변동이 가능한 부하자원을 표현한다. 그리고 위 식에서   는  모선
의 고정 부하 배분 계수이며  는 고정 부하를 나타낸다. 이 두 값을 곱하여  모선
에 위치한 고정부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 ax 는  선로 제약의 송전
안전도 한계를 의미한다. 위 식을 살펴보면 MISO에서는 SCED 및 SCUC의 선로
과부하 제약을 고려함에 있어 발전 및 부하자원의 재분배 변수 뿐 아니라 고정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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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에 의한 선로 부하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SO의 송전제약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정고장 열용량 한계는 선로 및 변압기의 순시 비상 용량 (transient emergency
rating)을 적용함.

∙ 비상 용량은 기본적으로 정적인 파라미터이며 LTE (long-term emergency, 4
hours) 또는 STE (short-term emergency, 15 min)을 적용함.
∙ STE≥ATR≥LTE 이며, ATR (adaptive transmision rate) 개념을 적용함.
∙ ATR의 개념은 상정고장 후 발전배분 및 건전상태의 선로 부하를 고려하여 적응
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음의 식 이용함 (그림 2.2.2 참조).

MISO는 송전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제어옵션을 적용하고
있다.
∙ 망 재구성 옵션 (reconfiguration options)
∙ 발전력 재분배 (generation dispatch)
∙ 부하 탈락 (load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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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ATR의 결정

또한 MISO에서 융통선로 (inter-tie)의 정의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된 선로의 조류
로 정의되며, KPX에서 문의한 융통선로의 개념은 load pocket으로 연계하는 선로
(coridors)의 정의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래 그림은 융통선로 및 load
pocket 연계 선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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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MISO의 융통선로와 coridor (load pocket 연계)의 정의
∙ 질문 2.1: 선로 조류의 경우 SE eror를 고려하고 있는가?
- 답변: SE 결과를 신뢰하며 이를 위한 quality control을 하고 있음.
∙ 질문 3: 시장 최적화 솔루션 외에 예외 급전 (또는 수동급전)을 적용하고 있는가?
- 답변: 물론 적용하고 있으며 정산에 반영됨. 적용 조건은 방대하며 관련된 문서
를 송부해 주겠음.
∙ 질문 4: SCED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답변: SCED 결과를 신뢰하고 있음.
∙ 질문 5: MISO SCED에서 발전 이동 감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
- 답변: Injection을 이용한 decoupled AC 조류계산 model 기반의 방법을 적용하
고 있음.
∙ 질문 5.1: 최소 발전이동 감도의 한계는 어떤 값을 적용하고 있는가?
- 답변: 1.5%를 적용하고 있음.

∙ 질문 5.2: 발전이동감도의 합의 한계는 적용하고 있는가?
- 답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질문 6: 실시간 운전 상황에서 IROL (interconection reliabilty operating limits)
의 위반을 허용하고 있는가?
- 답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20~30분 정도의 위반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문 7: SCED에서 TCM (transmision constraint management)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가?
- 답변: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SCED 제약을 검토함. 하루
전 운영계획 수립 시 어는 송전설비 요소가 운영한계에 도달했는 지 인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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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시간 운영시 SCED 결과가 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음.

나. 선로/변압기/융통선로 과부하 기준

미국 ERCOT, PJM에서는 SCED 수행 시 상정고장에 대해서는 emergency rating
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네트워크 소유자가 제공해야 한다. MISO의 경우에
도 기본적으로 멤버 시스템의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용량 설정에 대한 권한은
MISO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선로에 대한 dynamic rat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
정고장 조건을 위한 emergency rating은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115~120% 정도 수준이며, 건전상태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NERC에서 SOL (system operating limits) 산정 시 열용량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Normal rating: 24시간 정격용량
∙ Short-term emergency rating: 24 미만의 유한한 기간에 대한 용량:
예) 4시간, 2시간, 1시간, 30분, 15분 등
미국 전력사에서 SCED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 현재 계통 (N-0)의 안전도를 위해
normal rating을 고려한다.

다. 수동급전 관련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동급전은 SCED에 의한 자동급전이 아닌 관제사가 신뢰
도 기준위반 해소 및 계통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수동은 발전력 조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CAISO (캘리포니아 ISO)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ED (exceptional dispatch, 예외 급전)라 부르고 있다. CAISO의 예외 급전은
IFM (integrated forward market), RUC (residual unit commitment), 그리고
RTM (real time market)에서의 시장 최적화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 예외적인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운영자에 의한 발전기 투입 및 급전 지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 급전을 수행하기 전에 가능한 한 시장 솔루션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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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발전기 투입, 탈락, 발전 증가 및 감소의 형태로 수행한다. 아래 표는 CAISO
의 예외 급전 적용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표 2.2.2 CAISO의 예외 급전 적용 사유
ED (예외 급전)적용 사유
• 계통 비상 상황

• 과발전완화

• 임박한 비상 상황 예방

• 블랙스타트 제공 시

• RTM 최적화 및 계통 모델링으로 검토되

• 전압 보조 제공 시

지 않은 계통 신뢰도 위협 상황 방지

• 양수 발전기 운영 모드 변경 시

• 보조서비스 테스트

• RTM에 의한 솔루션의 응답 속도가 위협

• 발전기 병입 테스트

상황 및 임박한 비상 상황 해소에 충분하

• Pmax 테스트

지 않는 경우 등

신뢰도 관련 예외급전이 필요한 상황은 실시간 운영 시 어떠한 조건에서, FNM
(ful network model)이 국부적인 신뢰도 제약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외 급전 필요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관련한 두 가지 경우의 예(white paper
of CAISO [8])는 다음과 같다. :
∙ 전압안정도 제약: 한 발전기 배분 최소부하수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전압 유지
(voltage suport)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30분 급전가능 (dispatchable) 에너지 요구사항: 현재 운영 상태에서, 30분 급전
가능 용량 유지를 위해 투입된 발전기가 급전되어 자주 최소값에서 벗어나 있을 때

라. IROL 위반 보고 관련
국내 계통의 수도권 융통조류 제약과 같은 전압안정도에 의한 융통전력의 한계
(interface

flow

limits)가

결정되는

선로를

PJM에서는

무효전력

융통선로

(reactive power interfaces)로 정의하고 있다. PJM 운영 시 PJM EMS 시스템을
통해 8개의 IROL 무효전력 융통선로를 4분 마다 분석을 수행한다. 이 때 전압안정
도 문제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융통선로 한계를 산정하기 위하여 TLC (Transfer
Limit Calculation)를 이용하며, 전압안정도 해석을 위해 VSA 툴을 적용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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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PJM의 IROL 위반 보고2)에 포함된 무효전력 전송 한계 및 열용량 위반의 예
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8개의 무효전력 융통선로 제약과 2개의 열
용량 제약에 대한 위반 보고 시 위반이 30분 동안 발생되었을 때 보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안전도 위반 사항을 60분 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시장 규칙
에 정의되어 있다 [ ].

표 2.2.3 IROL 위반 보고에 포함된 무효전력 전송 한계 및 열용량 위반의 예

마. 융통전력 여유 관련
PJM의 경우, SA (security asesment)는 약 5,000개의 상정고장 및 3,000개의 상
정고장 시 모선 전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 현재 및 상정고장 시 전압 상하한 제약
∙ 상정고장 시 전압 저감 (voltag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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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PJM 급전은 SCED 시스템을 적용하며 송전 제약
과 무효전력 융통선로 조류 제약을 고려하며, PJM 실시간시장에서도 가격 산정을
위해 동일한 SCED 무효전력 융통선로 조류 제약을 이용한다. PJM에서는 flowgate
의 TRM (transmision reliability margin)으로 2% 또는 5%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는 일반적으로 2%를 적용한다. 5%를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의 조
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현TRM 재산정 전 12개월 내에 TLR 발령 또는 해당 선로 제약인 IROL인 경우
∙ 현TRM 재산정 전 12 개월 내에 한계에 걸린 경우 (bounded) 등

이와 관련하여, 국내 SCED에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융통조류 제약의 경우, 송전
신뢰도 여유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융통전력 여유과 관련하여 일본 TEPCO의
경우, 융통전력 여유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측정값 편차 (telemeter value deviation)
∙ 송전 손실 (transmision los)
송전망 신뢰도 측면에서 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융통선로의 예에서,
15GW 조류에 대한 약 450 MW (3%)의 여유를 고려하며, 또 다른 예에서는 500
MW 조류에 대하여 20 MW (4%)의 여유를 고려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
항을 운영 및 계획 부서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바. ERCOT 상태추정(SE, state estimation) 기준
ERCOT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추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SE는 1달 기간 동안 수행 중 97% 이상 수렴해야 함.
∙ 최근 년간 혼잡비용의 80%를 유발시키는 송전요소 데이터
- SE결과와 조류계산 결과에서 송전요소의 차이는 (관련 emergency rating의)
3% 보다 낮아야 함 (1달 기간 동안 샘플의 95% 만족)
- MW telemetry 값과 MW SE 값의 차이는 (관련 emergency rating의) 3% 보다
낮아야 함 (1달 기간 동안 샘플의 95%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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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RCOT “SCED Iresolvable” 발생 시 운영 가이드라인
“SCED Iresolvable”은 SCED의 발전 재분배에 의해 해소될 수 없는 혼잡
(congestion)을 의미한다. Ramp-rate의 한계 또는 충분하지 않은 분배 가능 자원
의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다. 아래는 “SCED Iresolvable” 상태에서 안전도 위반
해소를 위해 취해야 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해당 안전도 위반에 관련된 미리 설정된 RAP (remedial action plan)이 적절하게
모델링되어 있는 지 확인
∙ HDL (high dispatch limits)과 LDL (low dispatch limits)을 재정의하여 SCED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여 발전력 재분재 수행
∙ 적절한 시간 내에 수동 발전 급전 수행
∙ SCED 절차에서 연쇄고장에 해당하지 않는 상정고장 과부하/제약을 제거
∙ 만약 다른 절차로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 ERCOT은 TSP 또는 DSP에 의해 승인
된 MAP (mitigation action plan)을 적용함. 여기서 MAP는 일반적인 RAP를 넘어
서는 송전 안전도 위반 해소를 위해 미리 정의된 동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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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동요 감시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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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동요 감시의 국내외 기술 현황
전력계통 저주파동요 감시 해외사례 분석
BPA
전력계통에 발생하는 진동의 실시간 감시는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어를 위해 상당히 중
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미국 BPA21)에서는 2012년 10월 RMS22) 에너지 필터를 개발하여
계통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RMS 에너지 필터는 진동 에너지를 검출하기 위
해 계통에 흐르는 조류, 주파수 그리고 전압의 물리량을 입력 신호로 사용하여 발전기의 연
계지점, HVDC 선로, SVC,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의 500 kV 계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처럼 RMS 에너지 필터는 제어기들의 제어협조 문제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계통
의 안정도 저하 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계통 운영자한테 실시간으로 현 상황
을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RMS 에너지 필터의 실시간 감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우선
PMU23)로부터 측정된 값(예: 유효전력, 전압, 주파수)은 진동 원인에 따른 사용 목적에 따
라 대역폭이 설정된 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한다. 입력 신호로부터 대역 통과 필터를 통해
필터링 된 신호는 제곱 과정을 거쳐 평균 필터를 통과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곱근 과정을
통해 해당 신호의 RMS Energy가 출력된다. 이처럼 실시간 진동을 검출하는 RMS 에너지
필터는 진동이 발생하여 계통에 영향을 주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정확성과 응답성 등이
높아야 한다. 또한, 외부 왜란 요소로부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강인하고 계
통 운영자가 쉽게 인지 및 식별하기 위해 직관성이 높아야 한다.

<그림 2-1> BPA의 RMS 에너지 필터 알고리즘
위에 언급한 것처럼 BPA의 RMS 에너지 필터는 진동 원인에 따른 사용 목적에 따라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나뉜다. 그 중 첫 번째 대역(0.01 Hz~0.15 Hz)은 발전기 거버너의 속도
제어기와 관련된 진동을 검출한다. 두 번째 대역(0.15 Hz~1 Hz)은 과부하 혹은 발전기 제
21) BPA :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22) RMS : Root Mean Square
23) PMU : Phasor Measurem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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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진동과 전기기기 장치들의 결합 문제로 지역 간에 발생하는 진
동을 검출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대역(1 Hz~5 Hz)은 발전기 여자 제어, PDCI24) 제어문제
와 관련이 있으며 네 번째 대역(5 Hz~15 Hz)은 발전기의 축 비틀림 모드 혹은 전력전자설
비의 고속 스위칭 문제와 관련된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림 2-2> RMS 에너지 필터의 대역 통과 필터 예시

24) PDCI : Pacific HVDC Inte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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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역 통과 필터의 주파수 대역 및 사용 목적
주파수 대역[Hz]

사용 목적

0.01 ~ 0.15

거버너 속도 제어

0.15 ~ 1

과부하 및 발전기 제어의 국부적 진동
전기기기 장치들의 결합으로 인한 지역 간의 진동

1 ~ 5

발전기 여자 제어, PDCI 제어

5 ~ 15

축 비틀림 모드, 전력전자설비의 고속 스위칭

BPA의 진동을 감시하는 디스플레이는 아래 <그림 2-3>과 같으며 진동을 감시하는 위치에
PMU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PMU는 위의 언급한 4개의 주파수 대역을 갖게 되며 해당 주
파수 범위에 진동이 발생하면 디스플레이는 빨간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림 2-3> BPA의 진동 감시 디스플레이
이처럼 계통 운영자는 디스플레이의 색 변화를 감지하여 진동의 유형과 진동의 범위가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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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생하는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지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계통 운영자는 임
의의 PMU를 선택하여 <그림 2-4>와 같이 4개의 주파수 대역에 속한 진동의 파형과 신호
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4> 주파수 대역별 디스플레이
BPA는 이와 같은 진동 검출기술을 접목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진동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5월 BPA는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안 계통의 진동을 감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설치된 PMU는 주파수 대역이 충분하지 못하여 진동 원인 식별 및 분석에 많
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BPA는 주파수 대역폭을 넓힌 PMU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 설치된 450 MW 풍력발전단지의 진동 감시와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아
래 <그림 2-5>는 2013년 여름 풍력발전소에서 진동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디스플레이를 보
여준다. 발생한 진동은 5 Hz~14 Hz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진동이며 풍력발전소가 설치
된 지역에만 국부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30일 그리고 2014년 3월 6일 두
차례 진동을 검출하였다. 이때 당시 풍력발전기 정격의 85 % 이상 출력할 때마다 진동이
검출되었으며 <그림 2-6>과 같이 무효전력의 진폭이 약 80 MVAR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전압 제어기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그림 2-7>
과 같이 진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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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3년 10월 3일 진동 검출 사례

<그림 2-6> 2014년 3월 6일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진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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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풍력발전기의 전압 제어기 수정 및 보완의 따른 진동 감쇠
현재 BPA는 측정 값으로부터 계산된 RMS 에너지 크기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순간 알람
이 동작하는 정한시 특성의 알람 시스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RMS 에너지가 사전에 설정
된 트리거 레벨을 초과할 경우 알람이 동작하여 계통 운영자에게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점은 일정 트리거 레벨 이전에는 알람이 동작하지
않아 운영자가 진동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BPA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 향후 아래 <그림 2-8>과 같이 정한시와 반한시특성 모두 고려한 알람 시스템
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림 2-8> 정한시와 반한시 특성을 고려한 진동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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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ngland ISO
미국 매사추세츠 홀리요크 지역에 속한 New-England ISO는 2012년부터 실시간으로 진동
을 검출하고 감시하기 위해 GE사가 개발한 PhasorPoint25)를 사용하고 있다. PhasorPoint
는

미국

Montana

Tech

대학교와

Wyoming대학교에서

개발한

ODM26)과

MMM27)

Version 1.0을 토대로 구축되었으며 0.05 Hz~4 Hz에 이르는 계통 동요 모드의 크기, 주파
수 그리고 감쇠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계통 운영자는 전체 주파수를 일정 범위로 나누고
해당 주파수 범위에서 진동의 크기나 감쇠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알람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 New-England ISO는 진동 검출과 원인개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평가하
였으며 그중 에너지 기반 알고리즘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에너지 기반 알고리즘은 진동
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발전기 동작과 관련이 있으므로 발전기의 감쇠 토크 변화로부
터 진동 원인개소를 찾는 알고리즘이다[3]. 에너지 기반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제안된 모델을 구현하였을 경우 PMU의 데이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용
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4].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ew-England ISO는
기존의 알고리즘이 반영하지 못했던 PMU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접목한 DEF28)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DEF 알고리즘은 PMU로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손실
된 에너지 크기를 계산하고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실된 에너지가 모선1에서
모선2로 향하는지 혹은 모선2에서 모선1로 향하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DEF 알고리즘은 손실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원인개소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9> New-England ISO의 진동 관리 시스템
New-England ISO는 해당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30건의 진동 사례와
WECC29)로부터 기록된 2건의 진동 사례를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해

25)
26)
27)
28)
29)

PhasorPoint : GE사가 개발한 실시간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Application
ODM : Oscillation Detection Module
MMM : Mode Meter Module
DEF : Dissipating Energy Flow
WECC : Western Electricity Coordinating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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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알고리즘은 다양한 계통 상황에서 진동이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외부로부터 발
생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구체적으로 New-England ISO는 DEF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2013년 4월 5일에 발생한 진동의 원인개소를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는
0.12 Hz의 저주파 동요 현상이 약 3분간 발생하였으며 진동의 크기는 대략 40 MW 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DEF 알고리즘은 손실 에너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원인개소(발
전단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림 2-10> 2013년 4월 5일 발생한 진동 사례
추가적으로 New-England ISO는 2016년 6월 17일 발생한 진동을 분석하였다. 진동은
New-England ISO에서 검출되었으며 11 MW의 크기와 0.22 Hz~0.28 Hz로 변동하는 진
동이 45분 동안 지속되었다. 아래 <그림 2-12>는 진동 발생 시 New-England ISO와
New York ISO가 연결된 345 kV 선로에 흐르는 유효전력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2-13>
을 살펴보면 진동의 원인이 New-England ISO 외부로부터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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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진동 원인개소 검출(Gen)

<그림 2-12> 진동 발생 시 New-England ISO와 New York ISO의 유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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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진동 원인개소 검출(New York ISO)
마지막으로 2016년 6월 30일 발생한 진동 사례를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3대의 발
전기 중 1대의 여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18 MW의 크기를 갖는 1.3 Hz의 진동 문제
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발전기는 약 20초 후 Trip 되었으며 계통의 안정도는 저
하 되었다. 아래 <표 2-2>는 진동 발생 시 DEF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손실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며 3번 발전기에서 가장 크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진동 원인개소는 3번 발전
기가 되며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DEF 알고리즘은 다량의 발전기들로부터 진동 원인
개소를 찾음으로써 실용성이 높음을 입증하였다.
현재 New-England ISO는 이와 같은 DEF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실시간 진동 원
인개소를 찾는 OSL30) Tool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2-14> 3번 발전기 출력 전압

30) OSL : Oscillation source Lo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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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에너지
발전기

G1

G2

G3

손실 에너지

-0.01

-0.01

1.0

Peak Reliability(Peak)
Peak Reliability는 현재 실시간 진동 감시를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ODM, MMM, OM
S31), EAO32), DMO33), PMA34))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Peak는 WECC 계통의 강제진동을
검출하기 위해 ODM을 사용하고 있으며 MMM을 활용하여 0 Hz~0.25 Hz 대역과 0.25
Hz~0.4 Hz 대역의 지역 간 진동 모드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ODM은 Peak Control
Center에서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후분석을 위해 ODM으로 진동을 식별한 후
OMS와 PMA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OMS는 서부지역 수 백 개소에 설치된 PMU를
기반으로 진동의 감쇠 및 크기를 검출하고 저주파 동요 현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모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진동 분석을 위해 운영자로
부터 받은 PMU 측정데이터는 CSV 및 COMTRADE 확장자로 변환되어 OMS에 입력된다.
하지만 감시 지역 대비 PMU 설치 개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ODM과 OMS를 사용하
여 강제진동의 원인개소를 찾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 Peak는 미국 Washington 주립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CADA35) 데이터
처리와 원인개소를 찾기 위해 PMA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PMA는 초창기 C# 언어로 구
현되었으며 현재는 MATLAB 기반으로 구성되어 실용성이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4월 19일 DMO를 이용하여 약 2.05 Hz의 강제진동이 검출되었
다. 또한, 변전소 근처에 PMU 설치 개소가 충분치 못하여 강제진동의 원인개소를 못 찾았
지만 PMA을 사용하여 발전기가 진동의 원인개소임을 찾아냈다.

Oklahoma Gas & Electric(OG&E)
OG&E는 현재 5300 MW 이상의 대규모 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계지점에 PMU
를 설치하여 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OG&E는 2010년 12월 북서부 오클라호마에서
Woodward Wind 제조회사의 풍력발전기 컨버터로 인해 발생한 13 Hz의 SSR 현상을 검출
31)
32)
33)
34)
35)

OMS :
EAO :
DMO :
PMA :
SCADA

Oscillation Monitoring System
Event Analysis Offline
Damping Monitor Offline
Pattern Mining Algorithm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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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당시 샘플링 시간이 길고 위상측정이 불가능한 SCADA 시스템으로 SSR 현상을 검
출할 수 없었으며 PMU 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와 같은 사
례가 발생한 후 OG&E는 전압 진동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해 FF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를 감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대
응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림 2-15> OG&E의 FFT 알고리즘과 Emailer Application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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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OG&E의 진동 Email 알림
ERCOT
ERCOT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연구과제36)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과제는 PMU를
통해 EPG의 RTDMS37)와 PGDA38)를 시험환경에서 검증하였다. 또한, 해당 과제에서 EPG
는 ERCOT의 계통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의 PMU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제어기 문
제로 인한 진동 모드를 식별하기 위해 풍력발전 단지 근처의 PMU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RTDMS의 모드 미터는 PMU의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북쪽과 남쪽 지역 계통에 검
출된 진동 모드를 추적하여 분석할 수 있다.
36) 연구과제 : Discovery Across Texas: Technology Solutions for Wind integration in ERCOT)
37) RTDMS : Real Time Dynamic Monitoring System
38) PGDA : Phasor Grid Dynamic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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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RTDMS의 모드 디스플레이
EPG는 풍력발전소의 제어시스템 문제로부터 기인한 진동 모드(5 Hz ~6 Hz)를 식별하였으
며 해당 진동 모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고주파 진동 모드로 에너지가 낮은 특징이 있다.
초창기 RTDMS의 모드 미터는 고주파 진동 모드를 추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0~5 %의 감쇠 범위에서 매우 낮은 에너지를 갖는 진동 모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
다. 실제 2009년 10월 텍사스 남부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해 Type-3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단지와 직렬보상설비가 포함된 345 kV 송전선로가 직접 연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로 인해 송전계통에 20 Hz의 진동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진동으로 인해 400 ms 동안
전압과 전류가 정상값의 300 %를 초과하여 풍력발전기 터빈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였다
[5]. 또한, 2016년 텍사스 서부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이 꾸준히 검출되었다.
하지만 지역마다 제어시스템이 다르고 진동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진동의 원인개소를
찾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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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감시․안정화 대책 조사 및 국내적용방안 도출
해외 실시간 진동감시시스템 활용 사례조사
■ ERCOT 사례
텍사스 전력계통은 미국 동ㆍ서부 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큰 에너지를 갖는
진동 모드는 많지 않으나 텍사스 북부 Panhandle 지역에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대규모 재
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있고 텍사스 남부에 부하가 밀집되어 있어 남북 방향으로 규모가 큰
자연진동이 존재한다. 또한, 평상시 텍사스 지역의 모선 간 전압 위상차는 별로 크지 않으
나 강풍과 저부하 시 최대 45˚까지 증가한다.

<그림 2-18> 텍사스 주 남북 간 진동 모드 (0.6~0.7 Hz)
ERCOT은 진동감시시스템으로 EPG 사의 RTMS가 운용되고 있으며 RTMS에서 발생한 진
동 관련 경계 또는 경보 신호를 EMS에 전송한다. 또한, 계통에 설치된 PMU의 실시간 데
이터를 바탕으로 계통운영지원팀의 운영기술자가 주로 진동 감시를 하고 있다.
ERCOT 지역의 PMU 설치 현황으로는 2017년 기준 47개 지역에 AEP 64개, ONCO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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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Sharyland 5개, LCRA 23개로 총 109개 PMU가 설치되어 있다. PMU 설치ㆍ운영은
주로 송전회사에서 맡고 있으며 ERCOT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ERCOT에서
PMU 설치 필요 지역을 지시하지는 않으나, 새로 운영되는 발전소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PMU가 설치돼야 한다.

<그림 2-19> 텍사스 주 내 PMU 설치 현황 (별표: 설치 PMU)
ERCOT의 진동감시 시스템 현황은 미 에너지국 지원으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
지 수행한 연구과제39)를 통해 RTDMS와 오프라인 진동 분석 Tool인 PGDA를 설치하였다.
해당 과제에서 EPG사는 3년간의 PMU 데이터를 분석하여 ERCOT 계통의 자연진동 모드
를 식별하였으며 진동감시시스템의 모드 미터 Tool을 활용하여 식별된 진동 모드를 실시간
으로 추적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RTDMS를 설치ㆍ운영하여 강제 진동 및 진동 원인개소
를 검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 5.0-6.0 Hz의 진동 모드도 발견하였다.
9일 방문 당시 RTDMS에 원격접속하여 실제 실시간 감시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상당수의
PMU들이 통신지연으로 인해 비활성화된 것으로 표시되었다.

39) “Discovery Across Texas : Technology Solutions for Wind Integration in ER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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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RTDMS 운영화면 1

<그림 2-21> RTDMS 운영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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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OT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최근 진동 발생 사례에 대한 재생확인이 가능하
고 일부 진동 크기가 큰 이벤트는 오프라인 분석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
록하여 차후 RTMDS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실제 운영 시 진동을 감지하더라도 Trip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특별한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며 발전사 혹은 송전사에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진동
사례가 워낙 많으며 각 회사에서 검토도 지연되어 모든 진동 발생 이벤트에 대한 검토 및
원인 분석은 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각 진동 모드의 감쇠도 모니터링하여 3 %
까지 떨어지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벤트 발생 후, 기록된 데이터는 5분 단위
로 저장하고 있다. 저장된 PMU 데이터는 PSOT40) Tool을 통해 알람 테스트 및 운영자 교
육에 활용하고 있다.
ERCOT은 풍력발전기의 SSO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계통계획 단계에서 주로 검토를 하며,
다양한 상정사고를 검토하여 풍력발전기 혹은 화력발전기가 직렬보상커패시터와 단독으로
접속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내고 있다. 실제 운영 시에는 SSO 현상이 발생하는 N-x 상정고
장 보다 한 두 단계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RTDMS를 통해 14 Hz 축비틀림모드
까지 검출이 가능한 상태다.

40) PSOT : Phasor Simulation for Operat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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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체계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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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제 1 장

해외 기관별 휴전체계 현황 및 분석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원 믹스의 경우, 원전
및 석탄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하는 관제환경에 따른 대비
가 필요하다. 국내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인해 변동성 전원의 발
전설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계통 복잡성 증가 및 송전운영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적으로 2014년 송전설비 휴전
건수는 3,810건, 2017년 휴전건수는 5,4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
다. 북미 및 유럽지역은 휴전계획 수립을 위해 장기(Planning), 중기(Build),
단기(Implementation)에 따라 웹기반의 체계적인 휴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
어있으며, 휴전승인의 대상 설비는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설비로 규
정하고 있다. 해외 각 기관별 휴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소 차이는 있
으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해당 ISO가 규정한 신뢰도 및 안전도 기준 준수
여부, 휴전 시행 시 제약 발생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계선로 송전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1차 휴전계획 수립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재생 증가
및 환경제약 등 여러 요소에 의한 관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계통의 송전
설비 휴전체계 제도 및 시스템이 재정립되어야한다고 사료되며, 본 장에서는
북미(PJM, ERCOT, CAISO) 및 유럽(NGC, IESO) 사례를 통해 해외 송전망
휴전체계 및 제도 조사, 휴전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국내 송전설비 휴전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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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북미 및 유럽지역 휴전계획 수립 고려사항
전력기관

고려사항

최대 예측수요, 인근 설비 휴전 및 발전기 정지계획, 계통혼잡 발생
CAISO

잠재성, 연계선로 송전량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ERCOT

최대 예측수요, 인근 설비 휴전, 송전설비 고장, 과부하 및
과/저전압 발생 잠재성, DC-Tie의 전송용량에 미치는 영향

PJM

인근 설비 휴전계획, 전력계통 신뢰도 및 안전도 기준
안전도 한계 감소정도 및 송전변화량, AGC 요구량 확보, 과/저전압
및 단독계통 발생여부, 계통 신뢰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적정

IESO

예비력, 상정고장 전/후 연계선 조류변화, Control Action,
보조서비스 요구량 확보,
계통 신뢰도 및 안전도 기준, 비상 시 가압시간,

NGET

인근설비 휴전계획, 제약 비용 발생여부

1. 북미지역 휴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가. 휴전체계 및 제도 조사

(1) PJM
미국 전력기관인 PJM은 계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설비는 휴전승인의 대상

으로 지정하였으며, 휴전 시 PJM 승인이 필요하다. PJM은 향후 13개월간의
휴전일정을

관리하고

OASIS(Open

Access

Same-Time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휴전일정을 게시한다. 주요 휴전 및 장기 휴전의 경우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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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1년 전까지 요청되어야하며, 휴전계획은 최소 월 1회 갱신이 필요하
다. 이밖에 기타 휴전은 매월 1일 휴전신청을 받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휴
전요청의 갱신이 요구되어진다. 표 2.1.2는 주요 휴전 및 장기 휴전, 기타
휴전의 개념을 나타낸다.

표 2.1.2 주요 휴전 및 장기휴전, 기타 휴전 정의
용어

정의

주요 휴전

계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휴전

장기 휴전

휴전시행 기간이 5일 이상인 휴전

기타 휴전

향후 1개월 이내 시행할 모든 휴전승인 설비

TO의 휴전요청 절차는 Step1~5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사전 검토 실시
- 휴전요청서 제출 전 사전 검토 필요
- 휴전 시행 시 전력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검토

② 휴전 설비 결정
- 사전 검토 이후, 신청할 휴전 설비 결정

③ 관련 사업자 협의

④ eDART 휴전요청서 제출
- 사전 검토를 통해 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휴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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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JM Dispatcher 최종휴전 승인 요청
- 긴급휴전이 아닌 경우, 휴전 시작시간 30분전까지 최종휴전 승인 요청

PJM은 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휴전 시작 2일 전 14시까지 휴전요청 상
태를 eDART를 통해 통보하며, 5일을 초과하는 모든 휴전의 경우 휴전시작
6개월 전부터 매달 휴전검토를 수행한다. 5일 이하의 휴전의 경우 휴전 시
작일 이전 달 1일부터 요청된 휴전을 검토하고 해당 달 15일까지 검토결과
를 TO에게 통보한다. 만일 휴전신청기간이 지난 지각(Late) 휴전에 의해 경
제급전이 영향을 받는 경우 PJM은 TO에게 발전제약비용(패널티)을 부과시
킬 수 있으며, 계통보강(RTEP) 지연 등 신뢰도 위반에 따른 비용 유발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PJM은 TO가 제출한 휴전의 시행기간에 따라 휴전신청
제출기한을 4개의 Rule로 구분하였다[1,2]. 휴전기간에 따라, 그림 2.1.1은
6-Month Rule, 1-Month Rule, 30-Day Rule의 휴전신청 제출기한, 그림
2.1.2는 Hot line Ticket Rule의 휴전신청 제출기한을 예시를 통해 나타내
었다.

그림 2.1.1 PJM 휴전신청 제출기한
6-Month Rule, 1-Month Rule, 30-Da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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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Month Rule
- 5일 초과 휴전의 경우, 휴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 휴전신청 제출 필
요
ex) '19년 10월 중 휴전 시작 → ‘19년 3월 31일까지 휴전신청 제출

② 1-Month Rule
- 5일 이하 휴전의 경우, 휴전 시작일 기준 전월 1일 이전까지 휴전신청 제
출 필요
ex) '19년 6월 중 휴전 시작 → ‘19년 4월 30일까지 휴전신청 제출

③ 30-Day Rule
- 30일 초과 휴전의 경우, 2월 1일 이전 또는 6-Month Rule을 적용하여
더 빠른 휴전신청 제출기한까지 휴전신청 제출 필요
ex) '19년 9월 중 휴전 시작 → ‘19년 1월 31일(30-Day Rule) 또는 ’19년
2월 28일(6-Month Rule)까지 휴전신청 제출

그림 2.1.2 PJM 휴전신청 제출기한
Hot line Ticket Rule

④ Hot line Ticket Rule
- 5일 이하의 휴전의 경우, 휴전 시작일로부터 3일전 08:00까지 휴전신청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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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9년 3월 16일 휴전 시작 → ‘19년 3월 13일 08:00까지 휴전신청 제
출

표 2.1.2는 휴전기간별 휴전신청 제출기한을 나타내며, 30일 초과 휴전의
경우 6-Month Rule 및 30-Day Rule 중 휴전신청 제출기한이 더 빠른
Rule이 적용된다.

표 2.1.3 휴전기간별 휴전신청 제출기한
분류

휴전기간

제출기한

6-Month Rule

5일 초과

휴전 시작월로부터 6개월 이전

5일 초과 및
1-Month Rule

휴전 시작월로부터 전월 1일 이전
30일 이하

30-Day Rule
Hot line Ticket
Rule

30일 초과

휴전 시행연도의 2월 1일 이전

5일 이하

휴전 시작일 3일전 08:00까지

(2) ERCOT
TO는 MIS(Marke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향후 12개월 동안의 휴전

계획을 ERCOT에 제출하고 매월 갱신해야 한다. ERCOT은 송전사업자가 제
출한 휴전계획을 승인하고 휴전계획에 대해 최소 연 2회 검토를 시행해야
하며, 제안되고 승인된 모든 휴전계획을 월간 보고서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
다. 월간 보고서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3].
Ÿ

제출된 휴전요청 수(1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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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휴전시작 전 3~7일 사이에 제출된 휴전요청 수

Ÿ

휴전시작 전 3일 이내에 제출된 휴전요청 수

Ÿ

유형별 휴전요청 수

Ÿ

요청, 승인, 취소 및 거절된 총 휴전 수

○ HITE 목록[4]
ERCOT은 원활한 휴전계획을 위해 잠재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휴전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NPRR758을

제출하였으며,

HITE(High Impact Transmission Element) 목록을 개발하여 게시하였다.
휴전체계의 의사결정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MTE(Major Transmission
Element)를 기준으로 HITE 목록에서 세부 목록(seed list)을 생성할 수 있다.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가 세부 목록을 승인하면 최종 상세
HITE

목록을

작성하며,

상세

HITE

목록을

작성한

후

OCWG(Outage

Coordination Working Group)에 제공한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seed
list에 추가 및 제거하고자하는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되는 공개 제출절차를
통해 조정을 제안한다.
HITE 목록 프로세스 개발 시 HITE 목록 시행일은 주요 휴전의 계절적 시
기와 일치해야하며, ERCOT에서 대부분 계획휴전은 3~5월, 10~11월에 시
행된다. 또한 TDSP (Transmission/Distribution Service Provide)가 구체
적인 송전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기간(grace period)을
제공해야 하며, OCWG 프로세스 일정에는 5개월의 계획 기간을 허용한다.
HITE 목록 개발 과정은 그림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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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ERCOT HITE 목록 개발 과정

(3) CAISO[5]
TO는 NERC/WECC 신뢰도 표준 및 ISO 운영절차에 따라 휴전을 조정하여

휴전요청을 진행하며, ISO는 휴전요청에 따른 계통 신뢰도 영향을 검토하여
휴전요청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00kV 이상 또는 주요 설비로 지정된 송전
설비는 휴전시작일 30일 전에 휴전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휴전시작일 30일
전이 non-business day일 경우, 휴전요청은 휴전이 시작되는 달 30일 전
마지막 business day 또는 그 이전에 마감한다.
ISO가 1차적으로 승인된 휴전요청의 최종 승인을 장기간 보류할 경우,
PTO (Participating Transmission Owner)는 동일한 휴전요청을 신규로 제
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SO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PTO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 모니터링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AISO

휴전체계의

구성은

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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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

TOP,

ISO

Operations

Planning, ISO Transmission Desk로 구분할 수 있다.
Ÿ

PTO(Participating Transmission Owner): ISO 전력망의 일부인 송전설비
의 휴전이 ISO 운영절차 및 휴전 유지보수 BPM에 따라 휴전 조정 확인

Ÿ

ABA(Adjacent

Balancing

Authority)

TOP(Transmission

Operator):

NERC/WECC 신뢰도 표준에 따라 ISO control grid에 영향을 미치는 휴전
조정
Ÿ

ISO Operations Planning: 휴전요청에 대한 엔지니어링 연구를 수행하여
ISO Outage Control Timeframe 신뢰도에 대한 영향, 검토, 프로세스 및
모든 휴전요청 승인

Ÿ

ISO Transmission Desk: 실시간 송전망 휴전을 관리하고 조정하여 시스템 신
뢰도 보장
휴전계획 수립 시 최대 예측수요, 인근설비 휴전 및 발전기 정지(또는 감

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 연계
선로 송전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휴전
요청서에는 휴전개요, 설비정보, 휴전시작 및 종료날짜 및 시작, Emergency
복구 시간, NoW(Nature of Work)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CAISO 휴전체계 확인사항
TO가 제출하는 휴전요청의 수행절차 외에 자동으로 FAR(Final Approval
Required)로 지정되는 범주가 존재한다. 휴전 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터가 포함된 휴전과 500kV 이상의 전압을 가진 설비는 기존의 휴전요청
수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FAR로 지정된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강
제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비스로부터 송전설비를 제거하거나
RAS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등 즉시 시정 조취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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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1) PJM[6]
PJM은 휴전검토 조정 및 계통안정도 검토를 위해 Online 및 Offline 기반

의 휴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TO는 휴전요청을 위해 휴전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전력계통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휴전 설비를 결
정한다.

휴전시작

날짜

이전에

모든

휴전에

대해

eDART(electronic

Dispatcher Application and Reporting Tool) 시스템을 통해 휴전요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휴전을 보고해야한
다. 또한 긴급휴전이 아닌 경우, 예상 휴전 시작시간 30분전까지 PJM
Dispatcher로부터 최종 휴전승인을 요청해야한다. 그림 2.1.4는 PJM 휴전관
리시스템 eDART 초기화면이다.

그림 2.1.4 PJM 휴전관리시스템 e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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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COT[7]
TO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휴전계획을

웹기반

시스템

MIS(Marke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ERCOT에 제출하고 매월 갱신한다. 입력 항목
에는 Recurring 여부, 휴전시작 및 종료 날짜 및 시간, Emergency 복구 시
간 등이 포함된다. ERCOT은 MIS Secure Area에서 고려되는 휴전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게시해야하며, 월간 보고서에 각 TO가 요청한 휴전요청 수를
유형별로 나누어 백분율로 통계하여 기술한다. 그림 2.1.5는 MIS 초기화면
이며, 그림 2.1.6은 휴전요청을 위한 작성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2.1.5 ERCOT 휴전관리시스템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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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ERCOT MIS 휴전요청 화면

(3) CAISO[5]
TO는 신뢰도 표준 및 ISO 운영절차에 따라 OMS(Outag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휴전요청을 신청한다. 휴전요청은 웹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또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ISO OMS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ISO OMS는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휴전 또는 강제휴전으로
자동 지정한다. 휴전계획 조정 기간에 ISO OM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
자 메일을 통해 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ISO OM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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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CAISO 휴전관리시스템 OMS

그림 2.1.7은 휴전요청 시 이용하는 웹 기반 OMS 화면을 나타낸다. 휴전요
청서 작성 시 입력 항목은 신규요청 여부, 승인된 휴전요청 변경 여부,
NoW(Nature of Work), 휴전설비 및 수행 작업 등이 포함된다. ISO OMS에
제출된 모든 휴전요청에는 관련 NoW category가 할당되어야 한다. NoW
category는 휴전요청 제출 및 처리 시간을 간소화하고 휴전 조정을 위한 관
련 데이터를 통해 보고된 정보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하위 시스템
(downstream system)의 휴전요청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휴전요청 자동화를 촉진한다. 표 2.1.4는 NoW category 항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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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CAISO OMS NoW category
Category

Purpose
송전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transmission flow path

Out of Service

차단(interrupting)
설비(facilities)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송전설비가

Energized Work

작동함

Relay Work

보호설비가 작동하지 않음

Special Setup

특정 시스템 설정 및 모델링 필요
송전설비(facility)/장비 테스트

Test Program

(설비에 전원이 공급되거나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quipment De-rate

송전설비/장비의 성능 저하 유발가능

Equipment Abnormal

비정상적인 위치에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거나 배치 필요

Path Limitation

송전선로의 용량 제한 필요

Communications

시스템 통신장비 작업 필요

Out of Service
with Special Setup

특정 시스템 설정 및 모델링을 위한 설비의 작동중단 필요

RIMS Outage
RIMS Testing

전력 공급 예정인 설비의 신규, 교체 또는 폐기된
참여자 프로젝트(Participant projects)
작동 전 새 장비나 교체된 장비의 테스트 필요

2. 유럽지역 휴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가. 휴전체계 및 제도 조사

(1) National Grid
National Grid Group은 영국 전력시장의 중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

해 기존 통합되어있던 송전사업과 계통운영 기능을 분리하였다. 이로 인해
독립된 법인의 계통운영자인 NGESO(National Grid Electric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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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가

설립되었으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송전사업은

기존

NGET(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가 유지되었다. 송전사업 및
계통운영의 기능 분리에 따라 NGESO는 계통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
며, NGET는 잉글랜드(England) 및 웨일즈(Wales)의 송변전설비 추가 확충
방안 등 장기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National Grid의 NGESO와 TO는 휴전을 크게 계획휴전(planned outage)
및 비계획휴전(unplanned outage)으로 구분하며, 비계획휴전은 자연재해, 설
비 낙후 및 외부접촉 등에 의한 설비고장 발생 시 긴급하게 요청되는 휴전
을 의미한다. 휴전계획의 주요 목적은 필요한 전력설비의 유지보수 및 증설
작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시행되고 송전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휴전계획
수립 시 TO의 휴전작업 비용 및 작업기간, NGESO의 제약비용, 발전‧배전사
업자 및 소비자 등 전력계통 이용자들에 대한 영향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TO인 NGET는 휴전계획을 포함한 전력계통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Network Access Policy(NAP)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NGET 및 NGESO 간 기준휴전계획(baseline outage planning)을 확정하고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하
고 있으며, NGET 및 NGESO의 협력 원칙을 제공한다. 현재 영국 스코틀랜
드의

2개의

TO(Scottish

Hydro

Electricity

Transmission(SHE-T),

Scottish Power Transmission(SPT))는 공동으로 별개의 NAP를 수립하고
있다. NGET의 규정에 따라 각 TO의 Network Access Policy(NAP)에는
휴전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명시되어야하는 필수 요구사
항은 아래와 같다.
Ÿ

소비자 및 계통이용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

계획휴전을 위해

NGET은 NGESO 및 다른 TO와의 협의를 통한 방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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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력계통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송전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계획휴
전에 대응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NGET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필요

Ÿ

위의 2개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개의 방안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
상황 설명 필요

Ÿ

NGESO와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 및 협조 전략 명시
만약 2개의 TO 경계점에 있는 휴전이 존재할 경우, 휴전계획에 중복되어

기재하게 되어있지만 영국은 휴전체계 및 제도적으로 과반수 휴전작업을 담
당하는 TO가 주도적으로 NGESO에 휴전을 제안하게 되어있다. 중복되는 2
개의 휴전은 TOG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동일 설비에 대한 중복 휴전요청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2개의
TO간 경계에 해당하는 휴전은 양자간 협의를 통해 조율의 과정을 거친 후
NGESO에 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휴전체계 및 제도를 정립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휴전요청의 문제를 관리(통제)가능하다.

(2) IESO[8]
IESO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설비 및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반드시

휴전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뢰도 평가 및 사전 급전계획
수립 시, 계획 휴전을 반영 및 공표해야한다. 설비 휴전으로 인한 영향을 완
화시킬 수 없는 경우 IESO는 휴전요청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거
절 및 취소 사유를 TO에 통지해야한다. TO는 IESO 웹 링크 또는 휴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휴전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전계획 사전승인(Advance
Approval)

요청이

가능하다.

사전승인은

Quarterly,

Weekly,

3-Day,

1-Day 총 4개로 구분되며, 표 2.1.5는 사전승인 일정 및 자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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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IESO 휴전신청 사전승인 일정 및 자격
분류

제출 요구사항

승인 Deadline

자격요건

Quarterly

3달 전

1달 전

-

Weekly

17일 전

10일 전

Ÿ

Critical equipment 제출

Ÿ

Non-critical 및 Low-impact
equipment 제출가능

3-Day

1-Day

영업일

영업일

(business day)

(business day)

기준 5일 전

기준 3일 전

영업일

영업일

(business day)

(business day)

기준 2일 전

기준 1일 전

Ÿ

Non-critical 및 Low-impact
equipment 제출

Ÿ

Low-impact equipment 제출

Ÿ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critical 및 non-critical
equipment 제출

IESO는 송전망 휴전계획 수립 시 전력계통 신뢰도, 적정 예비력 등 전력계
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요소를 검토한다. IESO의 송전망 휴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2.1.8은 IESO의 송전망 휴전계획 평
가화면(Toronto zone)을 나타낸다.
Ÿ

안전도 한계 감소 및 송전 변화량

Ÿ

과/저전압 및 단독계통 발생 여부

Ÿ

계통 신뢰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Ÿ

적정 예비력

Ÿ

Control Action

- 159 -

Ÿ

상정고장 전/후 연계선 조류변화

Ÿ

AGC 및 보조서비스 요구량 확보

그림 2.1.8 IESO 송전망 휴전계획 평가화면(Toronto zone)[9]

나. 휴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1) National Grid
NGESO는 Transmission Outage Generator Availability(TOGA) 시스템을

통해 휴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휴전계획 및 변경, 신규 해상 송전사업
자 등록 및 배전사업자 신고 부하용량 등을 관리한다. 그림 2.1.9는 TOGA
시스템의 TOPAM 화면을 나타내며, TOGA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휴전 요청
에 대해 다음 표 2.1.6에 명시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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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NGC 휴전관리시스템 TOGA-TOPAM[10]

표 2.1.6 TOGA 데이터베이스 휴전 요청 데이터
No.

정보

1

휴전 고유 아이디

2

기본 휴전 데이터(Basic Outage Data)

3

기본 설비 데이터(Basic Asset Data)

4

추가 휴전 데이터(Additional Outage Data)

각 TO는 TOGA 데이터베이스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TOGA 시스템에 접속
이 가능하며, 보안 파일 전송(secure file transfer) 방식을 적용하여
NGESO와 휴전데이터를 교환한다. 그림 2.1.10은 National Grid의 휴전계획
수립 업무를 위한 휴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시스템 기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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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National Grid 휴전관리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각 TO는 TOG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휴전과 관련된 기본 휴전 데
이터 및 기본 설비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며, NGESO는 TO로부터 제공받은
기본 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TO와 경계에 있는 타 TO들과의 연계설
비를 지정한다. TO는 TOGA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기본 휴전 데이터 및 기
본 설비 데이터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NGESO에 변경사항을 통보 및 승
인 받아야한다. NGESO는 TO의 휴전요청 일정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TOGA 데이터베이스에 휴전요청 상태를 “거절”로 변경하며, 전자상으
로 TO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이후, 거절된 휴전에 대해 TO와 협
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 조정 및 합의가 이뤄지고 TO는 TOGA 데이터베이
스를 조회하여 거절된 모든 휴전 요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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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SO
TO는 IESO의 웹 링크(https://outages.ieso.ca) 또는 IESO 휴전관리시스템

을 통해 휴전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2.1.11은 IESO의 Outage
Request Form을 나타내며, Form Name 및 Form Number는 다음과 같다.
¡ Form Name
- Request for Outage Compensation
¡ Form Number
- IMO_FORM_1350

그림 2.1.11 IESO Outage Request Form[11]

3. 북미 및 유럽지역 휴전관리시스템 시사점

북미 및 유럽지역 전력기관은 체계적인 휴전요청 승인 및 관리를 위해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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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며, 표 2.1.7은 해외 전력기관별 휴전관리시스템을 나타
낸다. 북미 및 유럽지역 전력기관은 각 기관별 세부적인 휴전체계 및 제도,
휴전관리시스템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웹기반 시스템을 통해 휴전관
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분석되었다. PJM은 다단계 절차에 따른
엄격한 휴전일정을 관리하기위해 휴전신청 제출등급(Flag) 분류 및 휴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하였으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3일 전 휴전까지 단계적으
로 휴전일정을 관리하여 휴전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다. ERCOT은
MTE(Major Transmission Element)를 기준으로 HITE 목록을 생성하였으
며, HITE 목록을 대상으로 휴전검토를 위한 조건(condition)을 정의 및 활용
하였다. National Grid의 경우 휴전업무에 따른 휴전체계 인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전체 전력계통에 대한 휴전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표 2.1.7 북미 및 유럽 전력기관별 휴전관리시스템
전력기관

휴전관리시스템
Ÿ

eDART(electronic Dispatcher Application and Reporting Tool)

Ÿ

OAR(Outage Analysis Reporting) Site

ERCOT

Ÿ

MIS(Market Information System)

CAISO

Ÿ

OMS(Outage Management System)

National Grid

Ÿ

Transmission Outage Generator Availability(TOGA)

Ÿ

IESO의 웹 링크(https://outages.ieso.ca)

Ÿ

IOMS

PJM

IESO

가. 북미지역 휴전체계/제도 및 휴전관리시스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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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JM
① 다단계 절차에 따른 엄격한 휴전일정 관리

- PJM은 최대 6개월 이전에서 최소 3일 전 휴전까지 다단계 절차를 따르며,
On-Time, Late 등 휴전신청 제출등급분류(Flag)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휴전
일정 관리한다. 이러한 장기~초단기의 단계적인 신뢰도 검토를 통해 휴전절
차 및 체계의 잠재적인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② 계통보강(RTEP)과 관련된 휴전 우선권 부여
-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설비계획의 이행성을 담보로 하며, 계획된
휴전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휴전신청 기간이 지난 지각(Late) 휴전에 의해 경
제급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TO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③ 웹기반(eDART/OAR Site) 시스템을 통한 휴전관리 효율성
- 휴전요청 시 TO는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웹기반의 eDART 시스템을 통해
휴전요청서를 제출하며, 계통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휴전을
PJM에 보고한다. 또한 검토 결과를 공유 홈페이지(OAR Site)에 게시하여
SO가 재검토함으로써 휴전신청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④ 실계통과 휴전검토간 오차 개선
- TO는 휴전요청을 신청하기 전 사전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PowerGEM에
서 개발한 TARA Tool을 통해 휴전검토 수행이 가능하다[12]. TARA는
PJM이 이용하는 EMS 휴전검토와 동일한 Replica 구조의 Nodal-based
EMS breaker-breaker Model로서 TARA를 이용하여 사전 검토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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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실제 계통에 적용하면 실계통과 사전 검토간 휴전검토 결과 오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ERCOT
① 휴전계획에 대한 월간 보고서 작성 및 게시

- TO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휴전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매월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ERCOT은 휴전시작 전 3~7일 및 3일 이내에 제출된 휴전요청
수, 유형별 휴전요청 수 등과 같은 휴전요청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게시한
다.

② HITE 목록을 통해 계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휴전 식별
- ERCOT은 잠재적으로 전력계통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휴전을 식별
하기 위해 HITE 목록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송전요소를 기준으로 HITE 세
부 목록을 생성하였다. 세부 목록은 타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수정 및 추
가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승인된 HITE 목록을 통해 휴전이 전력계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식별가능하다.

(3) CAISO
① 신뢰도를 고려한 휴전 조정 및 검토

- TO는 NERC/WECC 신뢰도 표준 및 ISO 운영절차에 따라 휴전을 조정하
여 휴전계획을 수립한다. ISO는 휴전요청 최종 승인 전 DLF(Dispatch Load
Flow) 분석을 통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따라서 TO와 ISO는
계통 신뢰도를 고려하여 휴전요청 및 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② 웹기반(OMS) 시스템을 통한 휴전관리 효율성
- CAISO는 웹기반 OMS를 통해 휴전요청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모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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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NoW(Nature of Work) category가 할당되어야 한다. NoW는 휴전
요청 사유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휴전요청 제출 및 처리 시간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휴전 조정에 대한 정보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나. 유럽지역 휴전체계/제도 및 휴전관리시스템 시사점

(1) National Grid
① 웹기반(TOGA) 시스템을 통한 휴전관리의 효율성

- TO는 휴전관리시스템 TOGA의 휴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휴전계획 및
변경사항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National Grid는 TO가 신규 신청 또는 변
경/취소한 휴전요청을 TOGA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웹기반
시스템으로서 신규 해상 송전사업자 등록 및 배전사업자 신고 부하용량을
관리하는데 TOGA 시스템을 활용한다.

② 휴전업무에 따른 휴전체계 인력 배치
- 2017년 기준 NGET 내 휴전업무를 담당하는 Network Access Planning
부서는 약 7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지역 휴전계획 수
립, 단기/중기/장기 휴전계획 수립, TOGA 데이터베이스 및 휴전 관련 정보
관리, 휴전검토 및 계통해석 시뮬레이션 모델 지원, 휴전시행을 지원하는 하
위 부서로 나눠진다. 이는 전체 전력계통에 대한 휴전체계 인력 배치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③ 동일 설비의 중복 휴전요청 관리
- National Grid의 휴전요청은 과반수의 휴전작업을 담당하는 TO가 주도하
여 NGESO에 휴전을 제안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여러 TO의 경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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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전은 양자간의 협의 후 NGESO에 휴전을 요청해야한다. 만약 동일 설
비의 중복 휴전요청이 확인될 경우, TOG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개의 휴전
의 연관성을 나타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해 National
Grid는 동일 설비에 대한 중복 휴전요청을 통제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IESO
① 웹기반(IOMS/웹 링크) 시스템을 통한 휴전관리의 효율성

- TO는 IESO 웹 링크(https://outages.ieso.ca) 및 IESO 휴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휴전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신뢰도 평가 및 사전급전계획 수립 시 계
획휴전을 반영하여 IESO 송전망 휴전계획 평가를 웹기반 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체계적인 휴전계획 사전승인 제도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설비 또는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반드시
휴전 승인이 필요하다. IESO는 휴전계획 사전승인(advance approval)에 따
른 휴전요청 조치를 크게 4가지(Quarterly, Weekly, 3-Day, 1-Day)로 분
류한다. 각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제출 요구사항, 승인 Deadline 및 자격요
건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있다.

- 168 -

제 2 장

송전운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휴전체계

재정립

국내외 신재생 증가 및 원전OH 장기화,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제약에 따른
관제환경 변화로 인해 전력계통에 신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송전 제
약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현 휴전체계 및 제도로는 변화하는 관제환경에 대
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및 유럽지역은 휴전계획 요청 및 수
립 절차(휴전승인범위)를 주차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휴전
요청 승인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계통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등 향후 관제환경 변화에 따른 송전운영 신뢰도 위협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북미 및 유럽지역 전
력기관의 휴전계획 검토 및 조정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미래 국내계통 규모
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휴전체계를 재정립하고자한다.

1. 현 휴전체계 및 휴전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점 분석

본 내용에서는 북미 및 유럽의 해외기관 및 국내 휴전체계 프로세스를 분석
하였다. 해외 기관의 TO는 휴전요청서 제출 시 휴전이 계통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사전 검토를 거치며, TO와 SO간 웹기반 시스템을 통해 휴전
데이터 및 보고서를 확인한다. 국내는 이러한 사전 검토 및 웹기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며 해외 사례를 통한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

가. 북미지역 휴전계획 검토 및 조정 프로세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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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JM[2]
PJM은 전력계통 검토를 위해 송전망 휴전 설비 및 부하패턴 유사일 EMS

save case 등 휴전검토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음 표 2.2.1은 PJM의
휴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휴전 입력 데이터 정보를 나타낸다.

표 2.2.1 eDART 휴전 요청 데이터
No.

정보

1

관할 내 송전망 휴전 설비

2

발전기 감발 및 정지

3

휴전기간 수요예측

4

부하패턴 유사일 EMS save case

5
6

관할 외 휴전설비(NERC SDX),
발전단가(Dispatch Management Tool, DMT)
RTO 관할지역내 기온

PJM은 TO의 휴전요청 접수상태에 따른 휴전요청 조치를 On Time, Late,
Past Deadline으로 구분하였다. 표 2.2.2는 접수상태에 따른 PJM의 휴전요
청 조치를 나타내며, 그림 2.2.1은 PJM의 휴전계획 수립절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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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PJM 휴전요청 조치
휴전 접수상태
On Time

내용
향후 1개월 이내 시행할 휴전을 전월 1일까지 요청하는 경우,
계통 신뢰도에 문제가 없으면 휴전 요청 승인
향후 1개월 이내 시행할 휴전을 전월 2일 ~ 휴전 시작일

Late

3일전 08:00 사이에 요청하는 경우, 제약운영을 수반하는
계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경우 휴전 요청 거절

Past Deadline

휴전 시작일 3일전 08:00 이후 휴전을 요청하는 경우, 긴급
휴전일 경우에만 휴전요청 승인

그림 2.2.1 PJM 휴전계획 수립절차

그림 2.2.2는 PJM의 휴전계획 검토 및 조정을 위한 휴전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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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PJM 휴전업무 프로세스

TO는 휴전요청 전 사전 검토를 수행해야하며, 사전 검토 후 휴전설비를 식
별하고 인접 설비 소유자와 휴전일정을 협의 및 조정하여 PJM에 최종 휴전
계획을 신청한다. PJM은 TO가 신청한 휴전계획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전
력계통 신뢰도 영향을 검토하고 다른 휴전과의 간섭을 조정한다. PJM은 휴
전검토를 크게 3가지(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하였으며, 그림 2.2.3은 휴전
검토 기간별 검토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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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PJM 휴전 검토사항

신청된 휴전에 대한 휴전검토 후, 휴전신청 승인 및 보류중인 휴전신청에
대해 취소 또는 일정 조정을 결정하여 대안을 권고한다. 최종적으로 TO는
휴전 시행 30분 전 PJM EMS Dispatcher로부터 최종 승인을 요청하며, 30
분 내 휴전작업이 미완료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사항을 PJM에 보고해
야한다. PJM은 휴전 시행 전 승인된 휴전신청에 대해 계통 안전도 검토 및
작업 종료시점 등을 확인하여 휴전시행 최종 결정을 내리며, 휴전으로 인해
과부하 및 전압 이상 등의 계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휴전 복귀를 지시할 수
있다.

(2) ERCOT[7]
휴전접수상태에 따른 ERCOT의 휴전요청 조치는 휴전시작일 전 날짜에 따

라 다르며, 휴전시작 D-45일 이전에 휴전 요청한 경우 D-30일 전에 요청결
과를 발표한다. 그림 2.2.4는 휴전요청 시기에 따른 ERCOT의 휴전승인 절
차를 나타내며, 휴전시작 전 3일에 휴전 요청한 경우 휴전시작 1일 전 자정
에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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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ERCOT 휴전계획 수립절차

¡ 휴전요청 수행절차
① 휴전요청 접수확인
- 송전사업자가 휴전요청 시 2시간 이내에 접수확인

② 휴전계획 승인
- 신뢰도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시 승인
- 특정 사유가 없는 이상 승인된 휴전 취소 불가

③ 휴전요청 회신 스케줄
- 승인거부 사유
Ÿ

전력계통 신뢰도 및 안전도 유지를 보장하지 못 할 경우

Ÿ

요청된 휴전에 대한 사업자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Ÿ

승인절차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 할 경우

- 거부 시 수정안 제공
Ÿ

승인 거부의 주요 사유

Ÿ

대책 또는 일정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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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전일정 조정
- 복수 휴전요청에 대해 신뢰도 및 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휴전 요
청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조정
- 일정조정을 실패할 경우, 요청 우선순위 및 계통 영향을 고려하여 휴전일
정 결정

그림 2.2.5 ERCOT 휴전업무 프로세스

(3) CAISO[5]
CAISO의 휴전계획 수립 업무는 단기(30일) 및 장기(Year)로 구분하여 수

행하며,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설비(선로, 변압기, 모선, 보호설비, 통신
설비 등)를 휴전 승인 대상으로 간주한다. 단기 휴전계획은 휴전 시작일 5일
이전에 요청하며, 사업자의 휴전요청일 기준으로 3일 후 15:30분까지 단기 휴
전계획 승인 여부 결정한다. 장기 휴전계획은 매분기마다 향후 12개월간 주요
설비의 휴전을 요청하며, 매분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장기 휴전계획 승인 여
부 결정한다. 송전망 유지보수 휴전에 대한 요청 및 변경은 최소 휴전시작일

- 175 -

7일전에 ISO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유지보수 휴전을 변경하기 위한 휴전변
경 요청은 강제휴전으로 지정하며, 예측된 시스템 조건에 근거하여 신뢰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CAISO 휴전계획의 프로세스는 그림 2.2.6과 같다.

그림 2.2.6 CAISO 휴전계획 수립절차

단기 휴전계획을 요청하기 위해 주요 송전설비는 휴전시작 희망일 3일 전
11:30분까지 휴전을 요청해야하며, 주요 송전설비는 500kV 이상 설비, 선
로, 모선 보호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기타 설비(차단기, 조상설비 등)는 휴전
시작

희망일

1일

전

11:30분까지

휴전을

요청한다.

휴전요청은

SLIC(Scheduling Logging for the ISO of California)를 통해 휴전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CAISO는 제출된 휴전요청을 접수한다. 이때 휴전요청의
접수(acknowledgment)는 휴전 승인(approval)을 대신할 수 없다. CAISO가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혹은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 휴전계획은 매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 요청한 휴전을 1차
검토 대상으로 구분하고 휴전설비 간 간섭 발생 시 먼저 신청한 휴전이 우
선권(First come, First Serve)을 가진다. 휴전요청 사업자가 CAISO의 권고
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원하는 일정을 “Wait-Listed”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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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행 우선권을 갖는다.

¡ 단기 및 장기 휴전계획 수립 시, 휴전 우선권 부여 원칙
Ÿ

First Come, First Serve

Ÿ

규제/법적 제약 등 각종 제약을 받는 설비의 휴전

Ÿ

다른 설비의 휴전과 관련이 있는 휴전

그림 2.2.7 CAISO 휴전업무 프로세스

그림 2.2.7은 CAISO의 휴전요청 수행절차를 나타내며 휴전요청 시 휴전
우선권을 고려하여 제출된 휴전요청을 검토하여 승인 및 거부 여부를 결정
한다. 단기휴전의 경우 기존 휴전요청에 대한 모든 신규 요청 및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장기휴전은 요청자가 ISO에 제출하는 연간 유지보수 계
획 및 예상되는 수정·추가사항을 SC와 조정한다. 승인된 휴전요청의 수정을
원할 경우 제출 시간범위를 벗어났을 시 휴전 우선순위가 변경되며, 승인된
휴전요청을 취소할 경우 휴전시작 4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당일 예정된 모든 휴전시간을 검토하여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최종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DLF(Dispatch Load Flow) 분석을 통
하여 신뢰도 검토를 수행한다.

나. 유럽지역 휴전계획 검토 및 조정 프로세스 조사
(1) National Gr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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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SO는 당해연도 및 향후 6년간 전력계통에 계획된 휴전계획들에 대한
개별적 연간 휴전계획(Outage Plan)을 수립 및 관리하며, 최신 정보를 반영
하기 위해 연간 휴전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NGESO
는 TO의 휴전 및 기 신청된 휴전요청 시행 시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TO의 휴전과 관련된 최신 휴전계획을 해당 TO에 제공한다. 휴전일
정 검토 시, 발전기 휴전일정 및 타 휴전일정과의 중복을 지양함으로서 최적
화된 휴전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TO는 NGESO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및 향후 6년간 전력계통에 계획된 휴
전에 대한 개별적 휴전요청서(outage proposal)를 수립 및 관리해야하며,
NGESO에 최종 휴전요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휴전요청서를 업
데이트해야한다. 각 TO는 28주차 이전에 차기 회계연도의 최종 휴전요청서
및 향후 2년차의 주요 휴전요청서(key outage proposal)를 NGESO에 제출
한다. 표 2.2.3은 TO가 제출해야하는 휴전요청서의 내용을 보여준다.

표 2.2.3 NGC TO 휴전요청서 요소
No.

내용

1

휴전 시작/종료일 및 시작/종료시간

2

휴전으로 인한 TO의 송전계통에 발생 가능한 기술적 제한 요소

3

휴전정보 제공 및 각 휴전 간의 상호관계 존재 시, 해당사항 기재

4

휴전의 우선순위

5

각 휴전에 대한 TO의 변경(대체)가능한 휴전 일정

6

긴급 복구시간(Emergency Return to Servi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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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휴전요청서를 NGESO에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지만, 향후 2년
차의 주요 휴전요청서는 해당 휴전이 차기연도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수정가
능하다. TO가 신규 휴전 요청 및 기존 신청한 휴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
우, TOGA 데이터베이스에 3가지 방식(소규모/중규모/대규모 휴전)으로 휴전
신청 및 변경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아래 표 2.2.4는 휴전 신규 신청 및
변경 시 TOG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표 2.2.4 TOGA 데이터베이스 휴전 요청 신청 및 변경 방식
휴전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내용
Ÿ

NGESO의 TOGA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입력

Ÿ

해당되는 기본 휴전 양식을 TOGA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 후 정보 입력

Ÿ

NGESO와 합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전요청 목록 작성 및
NGESO의 TOG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Ÿ

NGESO와 합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전요청 목록 작성
NGESO에 전자파일 송부

소규모 휴전 요청 시, TO가 TOGA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휴전 양식을 통
해 입력한 데이터를 NGESO는 TOGA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규
모 및 대규모 휴전 요청은 공통적으로 TO에게 NGESO 및 TO와 합의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휴전요청 목록 작성이 요구되어지며, 중규모 휴전의 경우
NGESO의 TOGA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한 휴전요청 목록을 업로드하면 된다.
대규모 휴전의 경우 휴전요청 목록을 NGESO에 전자파일로 송부해야하며,
NGESO는 TO로부터 받은 파일을 TOG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 업로
드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NGESO는 TO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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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청에 대한 결과를 전자파일로 TO에 송부해야한다.
NGESO는 계통해석 프로그램(DigSilent PowerFactory)을 활용하여 휴전
시 계통 검토 작업을 수행하며, TOGA 데이터베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휴전관련 데이터를 PowerFactory 모델에 적용하고 휴전 검토용 Study
Case를 생성한다. 휴전 시 계통 안정성 평가를 위한 상정고장, 고장전류계
산, 과도안정도 및 송전제약 검토 등의 계통 해석 작업은 PowerFactory
Script를 통해 자동화되어있지만, 계통 안정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는 Study
Case는 보다 세밀한 검토 및 해석이 수행되어야하므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8은 National Grid의 휴전계획 수립절차를 나타내며, 그림 2.2.8
(a)는 향후 3~6년(Year 3~6)간의 휴전계획 수립 절차, 그림 2.2.8 (b)는 당
해연도(Year 0) 휴전계획 수립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2.2.8 (a) National Grid 향후 Year 3~6 휴전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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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b) National Grid 당해년도(Year 0) 휴전계획 수립절차

NGESO는 34주차 이전에 향후 회계연도별 휴전계획을 각 TO에 발행해야
하며, 49주차 이전에 TO 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정보 및 피드백을 향후 2
년간의 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재발행한다. NGESO는 휴전계획을 재발행한 시
점 이후에 접수된 휴전변경 요청을 기록하는 등록부(register)를 5년간 관리
해야한다. NGESO는 각 TO에게 해당 등록부에 대한 접속을 허용해야하며,
등록부에 포함되는 정보는 표 2.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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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휴전 변경요청 기반 NGESO의 등록부(register)
No.

내용

1

변경된 휴전작업 개요

2

휴전 변경사유

3

휴전 변경을 요청한 사업자

4
5

(휴전 변경 승인 시)
NGESO의 승인 사유 및 휴전계획 변경 내용
NGESO에 신고한 휴전 변경으로 발생하는 TO의 순비용

그림 2.2.9는 National Grid의 휴전계획 검토 및 조정을 위한 휴전업무 프
로세스를 나타내며, TO가 임시휴전 일정을 NGESO에 제안하고 휴전요청서
를 업데이트하면 NGESO는 TOGA 휴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업데
이트한다. NGESO는 8주내에 휴전요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TO에
공식 회신을 제공해야한다. 만일 NGESO가 휴전요청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TO에 휴전요청 거절 사실을 통보하고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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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National Grid 휴전업무 프로세스

STCP(System Operator Transmission Owner Code Procedure) 11-1
Outage Planning에는 휴전계획 절차가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있으며,
TO 및 NGESO간 협력을 통한 휴전요청계획 수립 및 각 TO의 휴전요청 기
반 NGESO의 전력계통 휴전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NGESO와
TO간 효율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2) IESO[8]
TO는 휴전계획 사전승인(Advance Approval)을 요청가능하며, IESO는 요

청된

사전승인에

대한

검토

및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사전승인은

Quarterly, Weekly, 3-Day, 1-Day 총 4개로 구분되며, 각 사전승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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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격은 제 1장 2절의 표 2.1.5에 작성하였다. 각 사전승인의 세부적인 일
정은 크게 Study Period 및 Coverage Period로 구분되며, 해당 용어에 대
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Study Period
- IESO가 관련 사전승인 절차에 대해 제출된 계획 운영 중단 요청을 평가하
는 기간
- IESO는 Study Period의 종료시점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해당 평가 결과
통보

② Coverage Period
-

Study

Period

내에

사전승인을

받는

휴전계획에

대한

시행기간

(implementation period)

다음 그림 2.2.10~그림 2.2.12는 각각 Quarterly, Weekly, 3-Day, 1-Day
의 사전승인 절차를 나타내며, 각 사전승인 절차별 상세내용은 아래 기재하
였다.

그림 2.2.10 IESO Quarterly 사전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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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IESO Weekly 사전승인 절차

그림 2.2.12 IESO 3-Day 및 1-Day 사전승인 절차

① Quarterly 사전승인 절차
- IESO는 Study Period 종료시점에 사전승인 여부 또는 휴전요청 'At
Risk' 상태를 판단하여 해당 결과를 시장 참여자에게 공표
- 'At Risk'를 통보받은 시장 참여자는 Study Period 종료시점에 휴전요청
의 재제출 여부를 결정 가능

② Weekly 사전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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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SO는 Study Period 종료시점에 사전승인 또는 휴전요청 승인 및 거절
상태를 판단하여 해당 결과를 시장 참여자에게 공표
ex) 휴전 시작일(월요일) → 휴전시작 최소 17일전까지 휴전신청 제출
휴전 시작일(금요일) → 휴전시작 최소 21일전까지 휴전신청 제출

③ 3-Day 및 1-Day 사전승인 절차
- IESO는 3-Day 및 1-Day 사전승인 절차 모두 공통적으로 Study Period
종료시점에 사전승인 또는 휴전요청 승인 및 거절 상태를 판단하여 해당 결
과를 시장 참여자에게 공표

TO는 휴전계획 사전승인 요청 시, IESO 웹 양식 또는 IOMS에 IESO
Outage Request Form을 제출해야한다. 표 2.2.6은 TO가 제출해야하는
IESO Outage Request Form 항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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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IESO Outage Request Form 항목
No.

내용

1

휴전 시작/종료일 및 시작/종료시간

2

휴전시행 목적

3

MW 및 Mvar 영향

4

리콜 시간

5

시장참여자 정보

6

SPOC(Single Point of Contact)

7

Recurrence, Constraint Code

그림 2.2.13은 IESO의 휴전계획 사전승인에 따른 휴전계획 수립절차를 보
여준다. Quarterly, Weekly, 3-Day, 1-Day의 사전승인에 따라 IESO는 요
청된 휴전계획을 검토 및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2.13 IESO 휴전계획 사전승인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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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O의 휴전요청 수립절차는 크게 휴전 사전승인 요청, 요청된 휴전검토,
사전승인 또는 거절(또는 취소)된 휴전의 대안 권고, 최종 승인으로 수행되
며, 다음 그림 2.2.14는 IESO의 휴전계획 검토 및 조정을 위한 휴전업무 프
로세스를 나타낸다.

그림 2.2.14 IESO 휴전업무 프로세스

IESO는 사전승인 또는 대안 권고 시, 휴전계획 'At Risk' 및 신뢰성 평가를
통해 휴전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휴전검토
및 사전승인 또는 대안 권고 후 최종적으로 휴전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시행
하는 과정을 통해 휴전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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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 증가, 환경제약을 고려한 휴전프로세스 재정립
파리협정 및 각 나라의 환경정책에 따라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기준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제환
경 변화에 따른 휴전체계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며, 계통 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휴전제약 심화 및 전력계통 규모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에 시행되는 휴
전의 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향후 관제환경변화에 따른 미
래 송전망 안정에 부합하는 휴전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전력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휴전검토 체계 변화 및 휴전프
로세스 변화를 분석하였다.

(1) National Grid
영국의 전력기관 National Grid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접속을 수용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확충 및
기존 송전계통의 연계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TO 및 SO 간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휴전 일정을 수년전부터 합의하고 휴전시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최적의 휴전 일정 및 작업의 세부적인 사항(계획)을 조율한다.
대규모 설비 확충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휴전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송전제
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휴전을 중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
토가 수행된다.
영국의 연간 휴전시행기간(outage season)은 4월 초~10월 말까지로 정의되
지만 NGESO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NGET는 휴전 작
업을 수행하는데 NGESO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옵션을 NAP에 제시하
며,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전 요청 건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서비스 및 옵션의 적극적인 검토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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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NGET가 휴전 일정의 변경 및 과도한 제약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Ÿ

인력 충원을 통한 휴전기간 단축

Ÿ

가능한 경우 선로 송전용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열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
링 필요)

Ÿ

고장 시 송전선로의 연속 운전 용량 증가

Ÿ

전력망 재구성(network reconfiguration)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의 특성에 의해 전력조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휴전 시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약비용을 최
소화하기 위한 휴전검토의 세분화 및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확률
론적 전력계통 분석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의 대부분은 배전 계통(distribution network)에 접속되어있기 때문에 휴전
계획 및 검토 시, 배전계통사업자들과의 협력이 중요시 여겨진다. 그림
2.2.22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휴전검토체계 변화 및 NGET 및
NGESO, TO의 고려사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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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관제환경 변화에 따른 휴전검토체계 고려사항
(2) NREL
미국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에 따라 휴전 설비 증가 및 환경제약에 따른 관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EDS(Regional Energy Deployment System Model)를 제
안하였다. NREL은 ReEDS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Base case를 생성하여 휴전계획 계통 검토에 반영하였다. Base case는 재
생에너지 및 부하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4
개의 시간대로 구분한 16개의 Base case를 생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동계
피크 시간대의 Base case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Base case를 생성하여 휴
전계획 계통 검토 시나리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
림 2.2.23은 17개의 시간대로 구분한 재생에너지 및 부하 Base case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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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재생에너지 및 부하 특성 시간대별 Base case(17개)

3. 국내계통 규모에 부합하는 휴전검토 인력 및 운영방안 검
토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 규모 확대에 따라 송변전설비 휴전건수가 매년 증
가하고 계통구조 복잡화에 따른 휴전제약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휴전
승인 관련 계통검토 인력은 해외 전력회사 대비 절반 수준이며, 향후 관제환
경변화에 따른 신뢰도 위험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국내
계통 규모에 부합하는 휴전검토 인력 및 휴전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본 절에서는 National Grid(Network Access Planning)의 휴
전검토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북미 및 유럽지역 전력기관의 휴전시스템
분석 및 운영방안 분석을 통해 국내계통 규모에 부합하는 휴전검토 인력 분
석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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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 전력기관 휴전검토 인력 현황 조사

본 연구를 통해 국내계통 규모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휴전검토 체계를 재정
립하기 위해서는 휴전검토 인력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National Grid의 휴전검토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휴전업무 범위 및 규
모를 분석하였다. NGESO는 전력계통운영(Operate the System) 부서를 통
해 실시간/당일/D-1,2,3/주간/월간/연간 등 여러 기간별 계통운영방안들을
수립하며, 전력계통운영 부서의 총 인력은 약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중앙전력관제센터(Electricity National Control Centre)와 긴밀하게 협력하
고 있다. NGESO는 Network Access Planning 부서를 통해 지역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휴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체계
적인 휴전업무 수행을 위한 육상 및 해상 송전사업자(Onshore/Offshore
Transmission Owner), 발전사업자, 배전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2017년도 기준으로 Network Access Planning 부서의 총 인력은 약 70명
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림 2.2.24는 Network Access Planning 부
서의 조직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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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Network Access Planning 부서의 조직도
Network

Access

Planning

부서는

세부적으로

스코틀랜드(Scotland),

South England 및 North England 각 지역을 담당하는 3개의 Regional
Access Team, 단기/중기/장기 휴전계획을 수립하는 3개의 National Team,
휴전관리시스템인

TOGA내의

데이터베이스

및

휴전정보를

관리하는

Customer Network Data Team, 휴전검토 및 계통해석 시뮬레이션 모델을
지원하는 Study Development Team, 마지막으로 휴전시행을 지원하는 2개
의 Placement Team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2.2.25는 Network Access
Planning의 각 부서별 휴전 담당 업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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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Network Access Planning 부서별 수행 업무

나. 해외 전력기관 휴전시스템 분석 및 운영방안 검토

전력계통 규모 확대에 따라 송·변전설비 휴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계통구조 복잡화에 따른
휴전 제약이 심화되고 있으며 휴전승인관련 계통검토 현 인력은 해외 전력회사 대비 절반수준
이다. 이로 인해 휴전계획 검토 및 시행에 있어 해외기관의 webOMS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휴전계획 검토 및 시행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본 절에서는 해외기관의 webOMS를 소개하려
한다.

(1) PJM : eDART
PJM은 webOMS인 eDART를 통하여 휴전 신청 및 변경사항 제출 등의 휴
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DART의 활용의 장점은 신재생 발전기를 포함한
다수의 설비에 대하여 휴전 신청이 가능하며 Filtering 기능을 포함한 다양
한 편의 기능을 통하여 휴전업무 효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eDART 제작
후 PJM의 실제 서류 작업량 및 소요 시간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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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eDART 로그인 화면[17]

Ÿ

PJM 회원은 eDART를 통해 휴전날짜 및 휴전정보 제출

Ÿ

eDART 등록 시 회사 또는 개인 사용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등록

Ÿ

휴전정보에 따른 필터링 기능 제공

eDART에서 제공하는 휴전업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발전휴전과 송전휴전을 개별적
으로 신청하며 D-Curve등 사전검토에 용이한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PJM은 휴전뿐 아니라
계통 복구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항상 최신화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

Ÿ

Generator Outage

Ÿ

Transmission Outage

Ÿ

D-Curve Reports

Ÿ

Black Start

발전설비 및 송전설비에 대한 휴전 신청 과정은 유사하며 아래 그림은 송전설비 휴전신청
시 화면이다. eDART를 통한 송전 휴전요청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통해 제출된다. eDART
는 설비 유형 및 전압 Level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양한 휴전이유에 관하여 기재할 수 있도
록 Cause항목을 제공한다. 특징으로는 휴전 설비에 대하여 휴전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데
각 휴전 지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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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eDART 송전 휴전 신청

eDART는 Bulk Upload를 통한 다수의 휴전 요청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하며 단순
휴전요청 외에도 Report, D-Curve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위
에 말했듯이 PJM은 Black Start에 관하여 주의하고 있으며 TO는 Black Start 계획 및 설
비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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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eDART 주요기능

구분

내용

Generator Outage

Ÿ

발전기에 대한 휴전 요청 시 사용

Transmission Outage

Ÿ

송전설비 휴전 요청 시 사용

Report

Ÿ

각 Data의 수정 현황 및 상태 확인

D-Curve

Ÿ

무효전력 공급능력 Curve 정보

Black Start

Ÿ

Black Start 관련 정보

Filtering

Ÿ

다양한 검색 옵션 제공으로 편의성 증가

Bulk Upload

Ÿ

다수의 휴전 요청 일괄 신청 시 사용

Go Survey

Ÿ

eDART 회원과의 통신 및 설문조사 시 사용

Export

Ÿ

EMS-PSS/E 휴전 Mapping 정보

TO와 GO는 휴전 요청 시 실시간으로 자료송부 및 승인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SO는 휴
전 요청 및 관련 자료 수집 시 eDART를 통해 일괄로 확인 가능하다.
TO와 GO는 Generator Outage Ticket 기능을 사용하여 발전 휴전을 신청하며 발전기 타
입, 작업 설명, 시작날짜 및 종료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기 타입 선택 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휴전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휴전의 경우 작업
설명란에 긴급휴전 신청 이유 등 휴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휴전 신청 완료 후에
는 PJM의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다수의 휴전을 신청할 경우 일괄 신청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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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eDART 발전 휴전 신청

아래와 같이 Filtering 기능 이용 시 다양한 조건에 부합한 휴전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며 이롤 통해 TO 및 GO는 휴전 신청을 하기 전에 충돌
유무 등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2.29 PJM Filtering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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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SO & SPP : CROW
IESO와 SPP는 CROW를 통하여 휴전업무를 처리하며 CROW는 웹 사이트
및 클라이언트를 통해 휴전요청을 할 수 있다. 휴전요청 중 모든 수정 사항
은 새로 업데이트 되며 이를 통하여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IESO의 경우 CROW 로그인시 IESO의 웹 사이트 등과 자
동 로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CROW의 휴전 정보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고 있
다.
Ÿ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

Ÿ

휴전계획 상태

Ÿ

요청을 승인한 담당자 및 승인 날짜

Ÿ

기타정보

CROW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통하여 휴전 요청을 진행하며 휴전 날짜 및
휴전 이유, 휴전 설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Detail, Study, Attachment 탭을
활용하여 휴전요청의 상세 이유, 상세 날짜, 설비 목록 등에 대한 세부 사항
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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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0 CROW 휴전 신청[17]

TO 및 GO는 Study 탭을 활용하여 SO에게 휴전요청 검토시 요청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Feedback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청한 휴전내용이 다
른 휴전요청들과 충돌할 경우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되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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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CROW Study Tap[17]

또한 Filtering 옵션을 활용하여 휴전요청 Data 요약을 선택하여 보거나 특
정 요구 사항에 맞게 날짜별, 전압 Level별, 특정 설비별 등 다양한 필터링
이 설정가능하다.
(3) ERCOT : MIS
ERCOT은 MIS를 활용하여 휴전업무를 처리하며 휴전 신청은 최소 3일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RCOT의 경우 휴전종료 날짜까지 정상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SO는 부득이하게 휴전 기간을 강제로 확장 할 수 있
다. MIS는 사용자 등록시 TSP와 QSE로 나뉘어 등록하게 되며 TSP는 송전
에 대한 휴전계획만 제출가능하며 QSE는 작동중인 설비 및 송전에 대한 휴
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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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MIS 지원 휴전 종류
구분

Transmission

Resource

Planned

O

O

Maintenance

O

O

Opportunity

O

O

Simple

O

X

Forced

O

X

MIS는 Custom Filter를 활용하여 날짜, 휴전종류, 설비유형별 등 15가지 유
형에 대하여 Filtering이 가능하다. TSP는 모든 휴전에 대한 정보가 열람가
능하며 QSE는 본인이 담당하는 휴전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그림 2.2.32 MIS TO & SO Filtering 옵션[18]

MIS의 휴전요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발전기 종류
• 시작날짜 및 종료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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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 종류 Ex) 계획휴전, 긴급휴전 등
• 휴전계획에 대한 부가 설명

그림 2.2.33 MIS 휴전 신청[18]

(4) 해외전력사별 webOMS 기능비교
해외 전력사들은 webOMS를 활용하여 휴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
webOMS별 공통된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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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해외 webOMS 주요기능
구분

내용

web

Ÿ

SO, TO, GO 등 web 로그인

발전휴전

Ÿ

발전 설비에 대한 휴전 신청/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휴전신청 가능

Ÿ

송전 설비에 대한 휴전 신청

Ÿ

휴전 신청 시 설비 유형, 변전소 등 해당 휴전 관련

송전휴전

설비 기재

Report 기능

Filtering 옵션

Equipment Groups

편의 기능

첨부

Ÿ

신청되어 있는 휴전 요청 확인/다양한 Data의 수정 현황 및 내역 확
인

Ÿ

다양한 Data 검색시 사용자의 설정 조건에 따라 Sorting

Ÿ

Report 기능과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각종 내역 확인

Ÿ

본인 소유의 설비 목록 등록 후 관리

Ÿ

중복 휴전계획 체크 기능, EMS-PSS/E Mapping 정보

Ÿ

계통 복구 관련 정보 공유

Ÿ

다양한 결과물 및 신청서 첨부

각 전력사의 webOMS는 발전/송전 휴전에 대해 지원하며 Report 및
Filtering 기능을 통하여 Data 검색 및 확인, 수정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한 첨부 기능을 통하여 사전검토 자료 등을 SO에게 송부하여 SO의 휴전업
무를 지원한다.

4. ISO와 TO간 휴전체계 및 역할/범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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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규모 확대에 따라 송·변전 설비 휴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계통구
조 복잡화에 따른 휴전 제약이 심화되고 있으며 휴전승인관련 계통검토 현
인력은 해외 전력회사 대비 절반수준이다. 또한 원전OH 장기화, 미세먼지
감축 등 조류변화에 따른 신규제약 발생, 기존 송전제약 심화 등 현 휴전체
제로는 관제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국내
휴전체계의 재확립을 위해 해외 전력사들의 SO와 TO간의 역할 및 범위를
소개한다.

(1) PJM
PJM은 국내 전력환경과 가장 유사한 해외 전력사로 TO와 SO의 휴전업무
역할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TO는 그들 설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계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설비는 휴전승인 대상으로 휴전 시
PJM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SO는 향후 13개월간의 일정을 관리하고,
OASIS를 통해 휴전 내용을 게시한다. 모든 휴전 요청은 eDART를 통해 이
루어지며 장기 및 주요 휴전은 1년 전 요청하며 최소 월 1회 갱신한다.

그림 2.2.34 PJM TO & SO 휴전 업무

PJM은 휴전요청 기간 준수 기준에 따라 On Time과 Late, Past Deadline으
로 구분하며 접수 상태에 따른 휴전요청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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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On Time : 향후 1개월 이내 시행할 휴전을 전월 1일까지 요청한 경우

Ÿ

Late : 향후 1개월 이내 시행할 휴전을 전월 2일∼휴전시작일 3일전
08:00
사이에 요청한 경우

Ÿ

Past Deadline : 휴전 시작일 3일전 08:00 이후에 요청한 경우

각 접수상태별 휴전 요청은 On Time의 경우 계통 신뢰도에 문제가 없으면
휴전 요청을 승인하며 Late의 경우 제약운영을 수반하는 계통혼잡을 발생시
킬 경우 휴전요청을 거절한다. Past Deadline은 긴급 휴전일 경우에 한해서
휴전요청을 승인한다.

그림 2.2.35 PJM 휴전 요청 건수[19]
아래 그림은 휴전기간별 SO의 휴전 승인 후 TO의 휴전 계획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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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휴전 승인 후 TO의 계획 변
경 및 취소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변경과 취소로
인해 휴전 업무에 차질을 겪고 휴전 검토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계통 신뢰
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 Penalty
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림 2.2.36 PJM 휴전 계획 변경 및 취소 현황[19]
① TO
TO는 SO에게 송전/발전 관련 휴전을 제출하며 휴전 시작 날짜 이전에 모든
휴전에 대하여 eDART에서 휴전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휴전에 대해 보고해야하며 보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된다.
Ÿ

사전검토 실시

Ÿ

휴전설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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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련 사업자 협의

휴전업무 체계에서 TO의 주된 역할 및 범위는 휴전 요청 및 사전검토, SO
지원 및 문세 사항 보고로 구분되며 각 역할별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다.
TO는 휴전 요청 전 사전 검토를 통해 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휴전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가능한 설비의 예상 휴전 시간 30분 전에
PJM Dispatcher로부터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BES(Bulkc Electric
System) 시설과 관련된 모든 설비의 고장을 즉시 PJM측에 통보해야하며
TO는 예정에 없던 설비의 휴전이 발생하여 다른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 PJM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송전 시설의 강제 휴전이 필요
한 경우 PJM 또는 BA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 2.2.14 PJM TO 휴전 업무
구분

내용
Ÿ

휴전 요청 시 아래의 절차를 거친 후 휴전 요청
- 사전 검토 실시
- 휴전 설비 결정
- 관련 사업자 협의

휴전 요청 및

Ÿ

휴전 시작 날짜 이전에 모든 휴전에 대해 eDART에서 휴전 요청 제출

사전 검토

Ÿ

계통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휴전을 보고해야 함

Ÿ

보고 가능한 설비의 예상 휴전 시간 30분 전에 PJM Dispatcher로 부터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함
- PJM 승인 후 30분 이내에 관련 휴전 요청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
우 PJM Dispatcher 에게 휴전 지연을 통지해야 함

Ÿ
SO지원 및 문제
사항 보고

BES(Bulk Electric System) 시설과 관련된 모든 설비의 고장을
즉시 PJM측에 통보

Ÿ

TO는 예정에 없던 설비의 중단이 발생하여 다른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PJM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Ÿ

송전 시설의 강제 휴전을 PJM 또는 BA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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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더불어 TO는 SO의 휴전업무 지원과 문제 사항 보고에 대한 책
임을 가진다. 휴전업무 지원은 SO의 필요에 따라 휴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각 설비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설비 고장시 즉각 SO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SO의 요청에 따라 휴전 연기 및 필요에 따라 재조정을 해야 한
다.

② SO
SO는 휴전계획을 수립, 조정 및 계통 안정도를 검토하여 휴전으로 인한 계
통 신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휴전요청 검토 시 SO는 다음과 같
은 활동을 수행한다.
Ÿ

긴급 휴전의 경우 TO와 협업하여 휴전검토

Ÿ

계통 신뢰성 검토 후 승인

Ÿ

TO의 휴전요청으로 인하여 계통 혼잡 야기시 TO에게 휴전 연기 요청

Ÿ

대체 방안이 없을 경우 TO에게 휴전일정 재조정 요청

SO는 휴전 시작 2일전 14시까지 GO 및 TO가 신청한 휴전 요청 상태를
eDART를 통해 통보해야하며 5일을 초과하는 모든 휴전에 대해 휴전 시작
6개월 전 매달 첫 요청부터 분석해야 한다. 만약 5일 이하의 휴전일 경우
휴전 시작 날짜 이전 달 1일부터 휴전 요청 검토 후 해당 달의 15일 까지
검토 결과를 TO에게 통보해야 한다. 휴전 검토 시 앞서 말했듯 요청 시기에
따라 정시 제출과 지연 제출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휴전 요청의 경우 계통
신뢰성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한다. 긴급 휴전의 경우에 긴급 절차
가 필요할 경우 TO와 협업하여 휴전 검토 후 승인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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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PJM SO 휴전 업무
구분

내용

Ÿ

모든 휴전 요청 검토 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
- 긴급 휴전의 경우 긴급 절차가 필요할 경우 TO와 협업하여 휴전 검토
- 정시에 제출된 휴전의 경우 계통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승인
- 지연 제출된 휴전의 경우 신뢰성 문제가 없을 경우 계통 검토 후 승
- 휴전 요청이 계통 혼잡을 야기할 경우 TO에게 휴전 연기 요청 가능

휴전계획
수립

- 계통 혼잡 야기 시 대체 방안이 없을 경우, TO에 일정 재조정 요청 가능
Ÿ

SO는 휴전 시작 2일전 14시까지 휴전 요청 상태를 eDART를 통해 통보

Ÿ

SO는 5일을 초과하는 모든 휴전에 대해 휴전 시작 6개월 전 매달 첫 요청
부터 분석해야 함

Ÿ

5일 이하의 휴전의 경우 휴전 시작 날짜 이전 달 1일부터 휴전 요청 검토 후 해
당 달 15일 까지 검토 결과를 TO에게 통보

Ÿ

SO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휴전 요청을 고려
- 강제 휴전 or 긴급 휴전
- 계통의 안정도 및 신뢰성 저하 여부
- 과도한 비용 소요 시 휴전 요청 거부 가능

Ÿ
휴전계획
조정 및

검토
Ÿ

계통안정도
검토

요청된 휴전이 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PJM은 보완책 및 보강안
어떠한 경우에도 PJM Dispatcher는 휴전으로 인해 계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통
조건 조정 및 설비의 휴전 상태 조치 가능

Ÿ

계통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O와 협업

Ÿ

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송전 및 발전 설비 소유자 간 조정을 시행

Ÿ

SO는 다른 휴전과의 간섭 및 계통 운영상의 영향 판단 후 권고 조치
또는 취소 결정

Ÿ

SO는 동일한 시간대의 서로 다른 휴전 요청이 올 시 먼저 제출된 요청을
우선시 함

SO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휴전요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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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강제 휴전 or 긴급 휴전

Ÿ

계통 안정도 및 신뢰성 저하 여부

Ÿ

해당 휴전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 소요시 거부 가능

PJM은 webOMS를 활용한 휴전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휴전 업무
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TO는 사전 계통 검토 후 해당 자료
를 첨부하여 휴전을 요청하고 SO는 제출된 휴전 자료를 검토 후 승인을 결
정한다. TO의 사전 검토가 문제가 있을 경우 SO는 해당 휴전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림 2.2.37 PJM 휴전 수립 체계

SO는 휴전으로 인하여 계통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할 책임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득이 하게 TO가 Peak Period Season중 휴전 요청 시 계통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휴전 요청을 불인정 하고 만약 TO가 휴전을
강행 시 이에 대한 Penalty를 부과 할 수 있다. Penalty에 대한 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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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그림과 같으며 TO는 강행한 휴전의 기간만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TO는 Peak Period Season중 휴전을 강행할 시 짧은 기간 동안
휴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림 2.2.38 PJM Peak Period Maintenance Penalty[19]
요청된 휴전이 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PJM은 보완책 및
보강안을 검토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PJM Dispatcher는 휴전으로 인해 계통
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통 조건 조정 및 해당 설비에 대한 휴전 상태 조치
가 가능하다. 또한 계통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O와 협업하며 송전
및 발전 설비 소유자 간 조정을 시행한다. 다른 휴전과의 간섭 및 충돌, 계
통 운영상의 영향 판단 후 권고 조치 또는 취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만
약 동일한 시간대의 서로 다른 휴전 요청이 들어올 시 먼저 제출된 휴전 요
청을 우선시해야 한다.

(2) NGESO
NGESO는 국내와 유사한 휴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휴전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NGESO의 TO와 SO의 휴전업
무 역할 및 범위를 소개하려 한다. NGESO와 TO는 영국 전력망에 대한 장
기/중기/단기 휴전계획을 수립하며 아래와 같이 SO와 TO간 휴전계획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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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후 기관간 휴전계획 수립, 변경 및 Interface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39 NGESO TO & ESO 휴전 업무
TO는 휴전에 관련된 제안과 변경 요청 등 관련 정보를 NGESO에게 제공
및 지원 하고 NGESO는 휴전 계획에 관련된 실무관련 정보를 TO에게 제공
한다.
① TO
TO는 휴전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 및 범위를 가지며 휴전 요청시 사전
검토 자료를 포함한 휴전 데이터를 SO에게 송부한다.
Ÿ

SO 지원 및 정보 제공

Ÿ

휴전 구성 및 모니터링

Ÿ

휴전 이행

SO 지원 및 정보 제공시 아래와 같은 세부 사항을 가지며 SO의 휴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휴전 요청 수정 시 모든 수정사항에 대하여 SO에게
통보해야 한다. 휴전 정보 제공시 고려 사항으로는 기 결정된 기관의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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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관 또는 SO가 TO에 제공된 정보가 있으며 휴전 제안 및 이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개정사항과 추가 정보를 즉시 SO에게 통보해야 한
다. NGESO는 해상 전력망 정보(소유권/운용 변경 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
또한 제공하며 SO와 협의하여 현재 및 향후 6년간 회계 연도에 대해 송전
설비에서 발생 예정인 휴전에 대한 별도의 휴전 제안서를 작성 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각 휴전 제안서의 최종안이 SO에 제출될 때 까지 각 제
안서의 최신 버전을 SO에게 제공해야 하며 SO의 요청에 따라 다른 휴전 계
획과의 조정과 촉진을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TO는 28주 이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휴전 제안서 최종안과 2년 동안
의 주요 휴전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유전요청의 유효성(승인/거절/
보완/개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최종 휴전 제안서 제출 후 다음 회계 연
도에 대한 휴전 제안서에 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되며 변경
이 필요한 경우 TO는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SO에 요청한다.
휴전 이행에 있어서 각 TO는 휴전 계획에 포함된 휴전의 예정 기간 동안
송전 설비와 관련하여 SO와 공동으로 준비하며 담당 송전 설비에 휴전이 발
생하거나 발생 중인 TO는 운용 능력 한계의 변경의 범위와 기간을 SO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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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6 NGESO TO 휴전 업무
구분

내용

Ÿ

SO에게 휴전 요청/변경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및 지원

Ÿ

SO 휴전 정보 제공 시 고려 사항
-

기 결정된 기관의 휴전 정보

-

기관 또는 SO가 TO에 제공된 정보

-

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OC1 및 휴전 중 DNO 지원
내용 등), TO간 협의내용

Ÿ
SO지원 및 정보
제공

SO에게 휴전 제안/휴전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개정사항/ 추
가 정보 즉시 통보

Ÿ

SO에게 설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변경 사항 통보

Ÿ

SO에게 해상 전력망 정보(소유권/운용 변경 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 제
공

Ÿ

SO와 협의하여 현재 및 향후 6년간 회계 연도에 대해 송전 설비에서 발
생 예정인 휴전에 대한 별도의 휴전 제안서 작성 및 유지

Ÿ

각 휴전 제안서의 최종안이 SO에 제출될 때까지 각 제안서의 최신 버전
을 SO에게 제공

Ÿ

SO의 요청에 따라 다른 휴전 계획과 조정과 촉진을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수행함

Ÿ

신규 휴전 계획은 기 휴전 계획과 독립적으로 구성

Ÿ

휴전 제안 현황 및 유효성(승인/거절/보완/개정) 모니터링

Ÿ

TO는 최종 휴전 제안서 제출 후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휴전

휴전 구성 및
모니터링

제안서에 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제출 불가
Ÿ

위의 경우, 휴전 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TO는 변경 이유에 대한 설
명과 함께 SO에 요청

Ÿ

각 TO는 28주 이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휴전 제안서 최종안과 2년
동안의 주요 휴전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Ÿ
휴전 이행

각 TO는 휴전 계획에 포함된 휴전의 예정 기간 동안 송전 설비와 관련
하여 SO와 공동으로 준비

Ÿ

담당 송전 설비에 휴전이 발생하거나 발생 중인 TO는 운용 능력 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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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O
ESO는 TO의 휴전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거절/보완/개정을 통보하며 휴전으
로 인하여 계통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ESO는 휴
전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 및 범위를 가지고 있다.
Ÿ

휴전계획 수립

Ÿ

휴전 DB 관리 및 갱신

Ÿ

휴전 정보 제공

휴전계획 수립 시 SO는 휴전에 대한 최종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TO와 GO
의 요청을 바탕으로 34주차에 휴전 계획 초안을 발행한다. 휴전 계획 수립
시 TO의 휴전 변경 요청을 고려하여 (필요시) 휴전 계획 초안 검토 및 수정
을 진행한다. 최종 휴전 계획은 49주차 종료 전 발행하며 SO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Ÿ

최종 휴전 계획 변경사항 모니터링

Ÿ

휴전 우선순위 결정 및 모든 휴전 변경 요청 평가

Ÿ

모든 휴전 및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휴전 DB 기록

SO는 NETS(보안 및 공급 표준 품질)에 따라 휴전계획 수립 및 확정된 휴
전에 대해 휴전 DB를 유지한다. 해상 TO의 신규 가입 시 SO는 신규 TO를
NGESO 휴전 DB내 신규 TO의 정보를 추가하며 해상 전력망에 관한 정보
(소유권, 운용 변경사항 등) 변경 시 휴전 DB를 갱신하여 최신화한다. SO는
휴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TO와 협의를 통해 휴전계획을 조정하며
모든 정보를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휴전 정보 제공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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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NGESO SO 휴전 업무
구분

내용

Ÿ

SO 휴전 최종 결정

Ÿ

34주차에 휴전 계획 초안 발행

Ÿ

TO의 휴전 변경 요청을 고려하여, (필요시) 휴전 계획 초안 검토 및 수정

Ÿ

최종 휴전 계획을 발행(49주차 종료 전 발행)하며, SO는 다음을 수행

휴전계획 수립

- 최종 휴전 계획의 변경사항 모니터링
- 우선순위 결정 및 요청의 영향도 파악을 위해 제안된 모든 휴전
변경 요청 평가
- SO 휴전 DB에 모든 서비스 변경 및 휴전을 개별적 기록
(지속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Ÿ

NETS(보안 및 공급 표준 품질)에 따라 휴전계획 수립/확정된
휴전에 대해 휴전 DB 유지

휴전DB 관리/갱신

Ÿ

해상 TO로 승인 받은 경우, SO는 신규 TO를 NGESO 휴전 DB 내 정보 추가

Ÿ

해상 전력망에 관한 정보(소유권, 운용 변경사항 등) 변경 시 휴전 DB 갱
신

Ÿ

TO 휴전 제안 및 변경 요청에 필요한 실무적인 정보 제공
- (휴전시 송전망 영향 정보 등) 계통 영향 가능 휴전 정보 사전
통보

Ÿ

육상-해상 전력망 연계된 휴전에 대해, SO는 해상 TO, 육상 TO 및 DNO간
역할 조정 수행

Ÿ
휴전 정보 제공

TO와 휴전 계획에 포함된 운영/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확정

Ÿ

TO에게 심각한 송전망 사고시 영향 등에 대해 정보 제공 및 휴전 DB 접근
권한 제공

Ÿ

휴전으로 인한 영향이 2개 이상의 TO에게 연관될 경우 해당 정보를 각 TO
에게 제공 및 휴전 DB 접근 가능 권한 제공
- ERTS 주요 내용 : 악천 후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복구 등을 통해 정
- 218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검토

NGESO의 휴전계획 변경관리는 TO에 의한 변경 요청과 SO에 의한 변경 요
청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며 SO 및 TO는 휴전계획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후 수립된 휴전계획 변경 필요시 상대 기관에 해당 사항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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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0 NGESO TO&ESO 휴전 변경 절차[13]

(3) ERCOT
ERCOT은 다른 해외 전력사와 같이 TO는 계통 설비에 대하여 휴전 요청을
하며 SO는 요청된 휴전을 검토 및 승인하여 계통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휴전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휴전

Data는

webOMS인

MIS(Marke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관리 및 유지하며 아래와 같이 접수 상태에 따
라 휴전요청 조치를 달리 한다.
• 휴전 시작 D-46일 이전 : D-30일전 발표
• 휴전 시작 D-9∼45일 : D-4일전 발표
• 휴전 시작 D-4∼8일 : D-3일전 자정 발표
• 휴전 시작 D-3일 : D-1일전 자정 발표

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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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는 향후 12 개월 동안의 휴전계획을 ERCOT에 제출하고 매월 갱신해야
하며 제출은 ERCOT의 webOMS인 MIS를 통해 제출 한다. 휴전업무에서 다
음과 같은 역할 및 범위를 가지며 휴전 요청시 사전검토 자료를 포함한 휴전
데이터를 SO에게 송부한다.

② SO
SO는 TO가 제출한 휴전 계획의 승인과 수요 예측 및 예비력과 관련된 가용
자원의 적정성 평가 후 휴전 요청일 기준으로 8일 이내에 시행하는 휴전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를 판단하고 TO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와 더불어 사
업자의 휴전 요청 갱신사항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 하여 Data의 최신화를 유
지하고 승인된 모든 휴전 계획을 발표한다. SO는 휴전 계획에 대해 최소 연
2회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SO는 휴전 계획 승인 시 신뢰도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 승인 처리하고 특
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휴전을 취소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
에 대하여 SO는 TO의 휴전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Ÿ

계통 신뢰도 및 안전도 유지를 보장하지 못 할 경우

Ÿ

요청된 휴전에 대하여 사업자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Ÿ

승인절차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SO는 사업자의 휴전 요청 승인 거부 시 문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수정(안)을
제공하며 해당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Ÿ

요청 거부를 결정한 주요 사유

Ÿ

대책안 또는 일정 수정 제안(가능 시)

복수의 휴전 요청으로 인하여 신뢰도 및 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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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요청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휴전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정 조정에 실패
할 경우 요청의 우선순위 및 계통 영향을 고려하여 휴전 일정을 결정한다.

(4) 기타 해외 전력사

① ISO-NE
아래 그림은 ISO-NE의 휴전 취소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사유들을 보면 기
상, 계통 신뢰성,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휴전이 취소되고 있으
며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전 취소와 SO의 계통 검토 중 계통 신뢰성 저
하 야기로 인한 취소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상. 경제적 영향
등과는 달리 이러한 문제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해소 가능한 사유로 인력통
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림 2.2.41 ISO-NE 휴전 취소 사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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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ISO-NE 휴전 요청 건수[20]
② MISO
아래 그림은 MISO의 휴전신청 유형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긴급 휴전 및
계획되지 않은 휴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ISO-NE와 마찬가지로
높은 휴전 건수 해결을 위해 인력보충이 필요하다.

그림 2.2.43 MISO 휴전 요청 건수[18]

(5) 해외 휴전업무 체계 문제점 및 국내 휴전체계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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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력사들의 휴전업무 체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TO 및 GO의 휴전 요청
및 사전검토와 SO의 휴전 조정 및 수립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해외 휴전체
계에도 과도한 휴전 수정 및 취소,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래
표는 해외 휴전체계의 구성과 문제점 및 이를 보완할 제안사항을 정리한 표
이다.

표 2.2.18 해외 휴전체계 요약
구분

TO & GO

SO

PJM

NGESO

Ÿ

휴전 요청 및 사전검토

Ÿ

휴전 요청 및 모니터링

Ÿ

SO지원 및 문제사항 보고

Ÿ

SO지원 및 정보 제공

Ÿ

휴전이행

Ÿ

휴전 이행

Ÿ

휴전계획 승인

Ÿ

휴전계획 승인

Ÿ

휴전계획 수립

Ÿ

휴전계획 수립

Ÿ

휴전계획 조정 및 계통 안정도 검토

Ÿ

휴전DB 관리 및 갱신

표 2.2.19 해외 휴전체계 문제점
구분

해외 휴전체계 문제점

내용

Ÿ

과도한 휴전 수정으로 인해 휴전 업무 차질

Ÿ

Penalty 적음으로 인해 휴전 요청 기간 위반건수 과다

Ÿ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계통 검토 및 승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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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0 해외 휴전체계 문제점을 통한 국내 휴전체계 개선방안
구분

내용

Ÿ

web 기반 휴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TO-SO 휴전 제안/승인 업무
효율성 상승

제안 사항

Ÿ

TO/GO와 SO의 동일DB 기반 사전검토 시행으로 휴전 검토
신뢰도 향상

Ÿ

인력충원을 통하여 원활한 휴전 업무 체계 지원

해외 전력사들의 휴전업무 문제점의 경우 위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과도한
휴전 수정 및 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SO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계통 검토 및 승인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벤치마킹 한다면 국내 휴전 체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25 -

- 226 -

Ⅱ. 전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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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균형 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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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현황
나. 재생에너지 수급균형 책무 및 수급불균형 정산에 대한 법규 및 규칙 현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각각 “전력 수급균형에 관한 지침[16]”과 “pro
forma OATT [17]”에서 수급균형과 수급불균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각 국
가 혹은 각 전력시장의 정산체계에서 수급불균형 정산의 형태는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수급불균형 정산(imbalance settlement)이라는 정산항목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전력시장의 경우, 실시간시장(real-time market)의 전력량 정산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특정 상황(수급불균형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계통에 연계되어
있으나 시장참여자는 아닌 경우 등)의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만 독립적인 정산항목이 존재한
다. 각 시장에서의 자세한 규정은 다음의 각 항에서 다루고자 한다.
1) VRE의 도매시장 참여 관련 제도 현황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율이 작을 때에는 계통 운영자가 수급불균형을 직접 제어하는 것과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회수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여겨졌
었으나, 점차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계통운영자가 수급불균형을 직접 제
어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수급불균형 책임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VRE에 대한 수급
불균형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표 3-1]과 같이 미국과 몇몇 유럽국가들 정도만 자체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VRE의 불확실
성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급불균형에 대한 재무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0].
[표 3-1] 국가별 VRE 발전에 대한 수급불균형 책임 여부

국가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아일랜드

책임 여부
O
X
부분적 책임41)

41) 부분적 책임이 명시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참고 문헌에서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일정 크기의 수급불균형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든지, 수급불균형 정산가격 적용 시에
정산에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적용해준다든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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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전력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정산
1) 영국
영국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절차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영국은 쌍무계약
기반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쌍무계약 기반의 시장은 앞서 설명한 자가급전 모델 기반의 시
장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통의 물리적 제약은 고려되지 않고, 각 자원끼리의 인도/인수
계약만 이뤄진다. 따라서, 계통 운영자가 계통 운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운전
상태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통운영자인

National

Grid는

Balancing

Mechanism을 통해서 실시간 계통운영을 수행한다.

[그림 3-1] 영국 전력시장 및 Balancing Mechanism 의 운영 절차

가) 수급균형 비용
수급균형 자원에는 의무주파수 반응 자원 [21]과 시장기반 주파수 반응 자원 [22]이 존재
한다. 의무주파수반응 자원은 Primary rserve, Secondary reserve, High frequency
response 가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분류에 해당되는 자원들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다
음의 [표 3-2]과 같다.
[표 3-2] 의무 주파수 반응별 요구사항
Primary response

사고 후 10초 내에 20초 이상 지속

Secondary response

사고 후 30초 내에 30분 이상 지속

High frequency response

사고 후 10초 내에 무기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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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반 주파수 반응에는 Short-Term Operating Reserve 자원과 Fast reserve자원이
포함된다. Short-Term Operating Reserve 는 증발가능한 발전원이나 삭감가능한 수요를
여분으로 확보는 자원으로, 아침이나 이른 저녁시간대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Fast
reserve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급전지시

이후

2분

이내에

공급

가능한

유효전력,

25MW/minute 이상의 증감발 속도,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전력량, 최소 25
MW 단위의 공급 등이 있다 [23]. Fast reserve는 [그림 3-2]와 같이 Balancing
Mechanism (BM) unit과 non-BM unit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24].

[그림 3-2] Fast reserve에 참여하는 BM unir과 non-BM unit

이때, BM unit은 공급가능용량과 가격을 제출하며, 제출된 입찰을 기준으로 계통운영자인
National Grid는 계통을 운영한다. 계통 운영 시에 수행하는 수급균형은 System Balancing
고, Energy Balancing으로 구분된다. System Balancing은 수급불균형 해소가 아닌, 계통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수급균형 자원으로 시스템 수급균형에는 너무 작아서 예외처리 되
는 자원들, SO에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원간 거래, 계통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
용되는 자원, 15분보다 작은 기간에 대해서 사용한 자원 등이 포함된다.
Energy Balancing 자원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급균형 자원이다.
National Grid는 수급불균형의 전체 양을 파악한 후에, 에너지 수급균형 자원을 사용한다.
Energy Balancing으로 낙찰되는 한계발전기의 가격이 수급균형 에너지의 정산가격이 된다.
나) 수급불균형 정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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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ing Settlement Code (BSC) party는 수급불균형 정산을 받은 주체들이다. BSC
party는 시장에서 또는 쌍무계약에서 계획된 30분 단위의 인도/인수량을 National Grid에
제출한다. 이때 계획된 인도/인수량(+ BM에 참가할 경우, BM에서 낙찰되는 양까지 포함)
대비 최종 인도량과의 차이에 대해서 수급불균형 정산을 한다. 수급불균형 가격은 BSC
party가 long인지, short인지에 따라서 다른 이름의 가격을 적용한다. System Buy
Price(SBP)는 BSC party가 short 인 상황(발전을 계획량 대비 적게하거나, 수요량이 구매
량 대비 많을 때)일 때 추가적인 전력량을 계통으로부터 사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이다.
반대로, System Sell Price(SSP)는 BSC party가 long인 상황(발전을 계획량 대비 많이하
거나, 수요량이 구매량 대비 적을 때)일 때 여분의 전력을 계통에 판매하기 위해서 지불하
는 가격이다. 과거에는 SBP와 SSP가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Energy Balancing에
사용된 자원들의 가격들 중 한계가격을 SBP와 SSP 로 사용한다.
영국 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정산과 수급불균형에 대한 식은 앞서 정의한 식 (1, 2)와 같으
며, 수급불균형 가격은 다음의 식 (3-1)과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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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수급불균형 가격


     

용어

(3-1)

기호

수급불균형 가격




실시간시장 가격



설명 [단위]
발전기

g에

수급불균형

가격

[KRW/MWh]

Balancing
 

적용되는

Mechanism

의

결과로

결정된

Energy Balancing의 한계가격.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실시간시장 한계가격 [KRW/MWh])

수급불균형 정산을 포함하여, 쌍무계약, 일간시장, Balancing Mechanism, 수급불균형 각각
에 대해서 각 단계에서 정산받는 전력량과 적용되는 가격은 다음의 [그림 3-3] 과 같다.

[그림 3-3]. 영국의 전력시장에서 각 계약 및 시장에서 낙찰된 전력량 구간별 정산
전력량 및 정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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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유럽
북유럽에서의 전력시장은 [그림 3-4] 전일시장(Day-ahead market, Elspot), 일간시장
(Intra-day market, Elbas), 실시간시장(Regulating power market)으로 구성되어있다. 전
일시장과 일간시장은 Nord Pool인 시장운영자가 운영하고, 실시간시장은 각국의 계통운영
자들이 운영한다. 전일시장은 이틀전 낮 12시 ~ 하루 전 낮 12시까지 입찰하며, 입찰 후
수 시간 내 낙찰/유찰결과가 통보된다. 일간시장은 하루 전 14시부터 인도 1시간 전(예를들
면, 오후 5시에 대한 전력거래는 오후 4시까지 입찰/낙찰 가능)까지 한다. 실시간시장은 인
도 45분 전까지 입찰을 받는다. 실시간시장에서 수급균형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 항에
서는 북유럽 3국 중 하나인 핀란드의 Fingrid의 실시간시장 운영에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3-4] 북유럽의 선도시장, 전일시장, 일간시장, 실시간(Regulating) 시장

가) 수급균형 비용 [26]
Fingrid에서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정의하는

예비력은

[그림

3-5]와

Frequency Containment Reserve (FCR), Frequency Restoration Reserve

같이
(FRR),

Replacement Reserve (RR)이 있다. FCR은 주파수 유지 예비력으로서 주파수 변동을 막는
데 사용하는 1차 예비력이다. FRR은 주파수 회복 예비력으로서 FCR이후 변동이 멈춘 주파
수를 원래의 주파수 대역으로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예비력이다. FRR은 다시 제어 알고리
즘에 의해서 급전량이 결정되는 2차(automated) 예비력과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급전량을
결정하는 3차(manual) 예비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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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Fingrid 에서의 예비력 분류
다음의 [표 3-3]는 Fingrid가 확보하는 예비력 종류, 확보 의무량, 확보 방법, 그리고 각
확보방법마다 확보가능한 최대용량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예비력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 mFRR 자원
은 Fingrid가 급전 지시를 내리는 3차 예비력으로서 최소 bid 크기 10MW, 15분 안에 10
MW 단위의 발전/소비를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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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Fingrid가 확보하는 예비력 종류와 확보방법에 따른 용량

예비력 종류

FCR-N
(1차 예비력,

확보 의무량

about 140
MW

평시)



FCR-D

–

220

Yearly market

72.6 MW
124 MW

Other Nordic countries

-

Vyborg DC link

90 MW

Estonia, Estlink 1&2

35 MW

Yearly market

435 MW

Hourly market

595 MW

Other Nordic countries

-

Hourly market

-

Sweden

-

Balancing energy and
balancing capacity markets

-

Fingrid’s reserve power plants

935 MW

Leasing reserve power plants

299 MW

(1차 예비력,

aFRR
(2차 예비력)

mFRR
(3차 예비력)

70 MW
(특정 아침,
저녁시간)

880

–

최대 용량

Hourly market

265 MW

비상시)

확보 가능한

확보 방법

1100

MW

mFRR 확보량 중 일부를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서 확보하며, 이 시장을 Regulating power
market이라고 부른다. Regulating power market은 인도시점 45분 전까지만 입찰을 받으
며, 입찰 정보에는 조정 가능 용량, 가격, 위치 등이 포함된다. 실시간 계통 수급 상황에 따
라 두 가지 상황 존재 하나는 계통이 long(공급 > 수요)인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계통이
short(공급 < 수요)인 상태이다. 계통이 long인 상태는 Down-regulation이 필요한 상황이
고,

발전량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계통이

short인

상태는

Up-regulation이 필요한 상황이며, 발전량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수요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많아서 전력 공급이 더 필요할 경우 수급균형 전력량을 낙
찰하는 상황은 [그림 3-6]과 같다. 발전기들의 입찰을 가격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Up-regulation 에 필요한 용량에 맞는 마지막 bidding의 가격에서 Up-regulation 가격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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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계통이 short 일 때, 증발하는 수급균형 자원의 낙찰

반대로, 실제 수요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적어 감발이 필요할 경우의 상황은 [그림 3-7]과
같다. 발전기들의 입찰을 가격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용량에 맞는 마지막 bidding의 가격에서

Down-regulation 에 필요한

Down-regulation 가격이 형성된다.

[그림 3-7] 계통이 long 일 때, 감발하는 수급균형 자원의 낙찰
나) 수급불균형 정산 [27]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Fingrid가 발전기 측에 적용하는 수급불균형 정산(Imbalance
Settlement)은 2장 2절에서의 option4인 two-price settlement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
Fingrid가 적용하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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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Fingrid의 발전측 수급불균형 정산
계통이 Up-regulation

계통이 Down-regulation

상태(short)

상태(long, 공급> 수요)

Up-regulation 가격 적용

전일시장가격 적용

(불균형 유발)

(불균형해소)

전일시장가격 적용

Down-regulation 가격 적용

(불균형해소)

(불균형 유발)

수급불균형상태

공급자의 공급미달(short)

공급자의 초과공급(long)

[표 3-4]에서 특정 발전기가 수급불균형을 발생시켰을 때, 해당 발전기의 수급불균형이 계
통전체의 수급불균형 방향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적용된다. 두 수급불균형
사이의 방향이 같은 경우, 해당 발전기의 수급불균형은

Regulating power market에서 결

정된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 반면에, 두 수급불균형 사이의 방향이 다른 경우, 해당 발전
기의 수급불균형은 전일시장 가격으로 정산 받는다. 이를 예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제 1 - Up-regulation 가격 적용 받는 경우

계통: short, 공급자: short
전일시장 가격: 8 만원/MWh
전일시장 발전 낙찰량: 100 MWh
Up-regulation 가격: 9만원 /MWh
실제 발전량 : 80 MWh
전일시장정산 + 수급불균형 정산
= 8 만원/MWh X 100 MWh + 9만원 /MWh X (80 - 100) MWh = ( 800 – 180 )만원= 620만원
(수령)

위의 예제 1에서는 계통과 공급자 모두 short의 수급불균형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이 경우
전일시장에서 낙찰된 양은 전일시장 가격으로,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는 수up-regulation 가
격으로 정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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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 불균형 해소 경우

계통: short, 공급자: long
전일시장 가격: 8 만원/MWh
전일시장 발전 낙찰량: 60 MWh
Up-regulation 가격: 9만원 /MWh
실제 발전량: 80 MWh
전일시장정산 + 수급불균형 정산
= 8 만원/MWh X 60 MWh + 8만원 /MWh X (80 - 60) MWh = ( 480 + 160 )만원= 640만원
(수령)

위의 예제 2에서는 계통은 short, 발전기는 long의 수급불균형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이 경
우 전일시장에서 낙찰된 양과 수급불균형 모두 전일시장 가격으로 정산받는다. 위의 예제 2
에서는 two-price settlement로 인해서 수급불균형 정산을 160 만원 정산받았지만, 만약에
single-price

settlement로

정산을

받았다면,

180만원을

정산받았을

것이다.

이는

two-price settlement의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식을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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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two-price settlement 에서의 수급불균형 가격
if (     

and

  

∊ 

 

 ) or (      and

  

∊ 



     

(3-2)



     

(3-3)

 

 )

else

용어

기호


모선 집합

  


수급불균형 가격


 

실시간시장 가격


 

전일시장 가격


 

수급불균형

설명 [단위]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크기 [MW]
발전기 g가 속한 가격지역에 속한 모선의 집합
발전기 g, 시간 t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가격
[KRW/MWh]
발전기 g, 시간 t에 적용되는 실시간시장 한계가
격 [KRW/MWh]
발전기 g, 시간 t에 적용되는 전일시장 한계가격
[KRW/MWh]

또한 Nordpool에 속하는 발전기가 정산을 받는 총량은 다음의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Nord Pool 및 Fingrid의 전력시장에서 낙찰된 전력량의 구간별 정산 전력량
및 정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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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전력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정산
1) 일반
앞서 2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FERC Order 890 [17]에서 정의한 pro forma OATT에
는 수급불균형 정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pro forma OATT에서는 특정 발전기가 수급
불균형을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급균형 자원의 한
계 가격에 패널티 요소를 추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 수식을 나와있
지 않기 때문에 수급균형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
과 같이 수급불균형 정산 가격을 정식화 하였다.
pro-forma OATT에서 일반발전기의 수급불균형 가격 - 일반발전기

if

    

or

      ⋅


     

else if  ≤       or
if     and

  

∊

 

  ⋅ ≤       ⋅




      ⋅  

else if

  ≥  and

(3-4)

  

∊ 

 

(3-5)




      ⋅  

(3-6)

else


     

else if  ≤     or
if     and

 ⋅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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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lse if

  ≥  and

  

∊

 





      ⋅  

(3-8)

else


     

용어
수급불균형
실시간시장 낙찰량

기호


  

 


수급불균형 가격


 

실시간시장 가격


 

(3-9)

설명 [단위]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크기 [MW]
실시간시장에 제출하여 낙찰된 발전기 g, 시
간 t의 발전출력 [MW]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시간 t의 수급불균형 가
격 [KRW/MWh]
실시간시장 한계가격 [KRW/MWh]

또한, 풍력발전기와 같은간헐성 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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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rma OATT에서 일반발전기의 수급불균형 가격 - VRE

if

    

or

      ⋅


     

(3-10)

else
if     and

  

∊ 

 




      ⋅  

else if

  ≥  and

(3-11)

    

∊ 

 



      ⋅  

(3-12)

else


     

용어

기호


  

수급불균형

 


실시간시장 낙찰량

수급불균형 가격


 

실시간시장 가격



 

(3-13)

설명 [단위]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크기 [MW]
실시간시장에 제출하여 낙찰된 발전기 g, 시
간 t의 발전출력 [MW]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시간 t의 수급불균형 가
격 [KRW/MWh]
실시간시장 한계가격 [KRW/MWh]

2) PJM Interconnection [28]
PJM의 에너지 시장은

전일시장(Day-ahead

Market)과

실시간시장(Realtime Market,

Balancing Market)으로 구성되며, 시간에 따른 절차는 다음의 [그림 3-9] 와 같다. 앞서
설명된 영국이나 북유럽에서 시장운영자와 계통운영자가 분리된 주체였던 것과 다르게, 미

- 245 -

국의 ISO인 PJM은 전력시장 운영자와 계통운영자가 같다. 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로, 계통운영자가 전일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일시장에서 자원들이 낙찰될 때 물리
적으로 실현 가능한 입찰들이 낙찰된다. 두 번째로, 전일시장 대비 실시간시장에서 새로운
자원이 낙찰될 때,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림 3-9] PJm의 전일시장, 실시간시장 및 급전 절차

PJM 에서는 지역한계가격(Locational Marginal Price, LMP)을 사용한다. LMP는 계통에너
지 한계가격 (System Energy Price, SEP), 혼잡가격 (Congestion Component, CLMP),
한계손실 가격 (Marginal Loss Component, MLMP)의 합으로 계산되며, PJM계통 내의 모
든 모선에 대해서 계산된다. SEP는 모든 부하와 발전원이 한 모선에 연계되어 있을 때, 즉
손실과 선로혼잡을 무시했을 때의 에너지 한계가격이다. SEP는 PJM의 모든 모선에서 같은
값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한국의 SMP와 비슷한 특징이다. CLMP는 송전제약에
의해 발생한 송전혼잡에 대한 비용이며, 송전제약이 걸리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MLMP는 송전손실에 대한 비용 송전손실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 수급균형 비용
PJM의 실시간 계통운영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 이때, 실시간시장에서 결정되는
지역한계가격은 곧 수급균형의 한계가격을 의미한다.
나) 수급불균형 정산 [29]
PJM에서의 전력량 정산은 [그림 3-10]과 같이 전일시장 전력량 정산과 실시간시장 전력량
정산으로 구성된다. 전일시장 전력량 정산은 전일시장에서 낙찰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정산
이다. 실시간 전력량 정산은 전일시장에서 낙찰된 양과 실제 계량된 양 사이의 전력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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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산하며, 이때 실시간 전력량 정산에는 실시간시장 낙찰량과 수급불균형에 대한 정산
이 포함된다.

[그림 3-10] PJM에서의 전력량 정산

실시간 정산에서 실시간시장에서의 낙챨량과 수급불균형 정산 모두 실시간 가격으로 정산된
다. 따라서, PJM에서의 수급불균형 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JM 에서의 수급불균형 가격


     

용어

(3-12)

기호

수급불균형 가격




실시간시장 가격


 

설명 [단위]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가격

[KRW/MWh]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실시간시장

한계가격

[KRW/MWh]

3) 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 (NYISO) [30]
NYISO 에서도 전일시장, 실시간시장이 존재하며, 이 부분은 PJM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려고 한다.
가) 수급균형 비용
NYISO에서도 실시간 계통운영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 이때, 실시간시장에서 결정
되는 지역한계가격은 곧 수급균형의 한계가격을 의미한다.
나) 수급불균형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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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ISO에서도 수급불균형 정산이라는 별도의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실시간 정산에 포함되
어있는 정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시간 정산에서 식 (2-2)과 같이 실제 계량값 대비 실시
간시장 낙찰량을 수급불균형이라 정의하면, NYISO에서의 수급불균형은 다음과 같다.
NYISO 에서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수급불균형 정산
if 
  ≥ 


   min    
  


     

(3-13)

(3-14)

if   

       


(3-15)



     

용어
수급불균형

기호


  

계량된 전력

 

실시간시장 낙찰량

 


수급불균형 가격




실시간시장 가격



 

수급불균형 상한




(3-16)

설명 [단위]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크기 [MW]
계량기를 통해서 측정된 발전기 g의 시간 t의
실제 발전량 출력 [MW]
실시간시장에 제출하여 낙찰된 발전기 g, 시
간 t의 발전출력 [MW]
발전기

g에

적용되는

수급불균형

가격

[KRW/MWh]
실시간시장 한계가격 [KRW/MWh]
초과 발전 허용용량을 의미하며, 일반발전기 출력



의

상한

3%,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풍력발전기는

3300MW [MW]

PJM과 비교했을 특징은 수급불균형의 상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 실시간


시장의 가격(
  )은 양의 값을 같는다. 이때, 수급불균형 양은 수급불균형 상한(  )을 초
과할 수 없다. 이때, 수급불균형 상한을 초과하는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
는다. 수급불균형 상한은 발전기마다 다른 값을 가지며, 일반 발전기의 수급불균형 상한은
각 일반발전기 설비용량의 3%, 풍력발전기는 3300MW로 결정된다. NYISO에서의 전일정
산, 실시간정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Appendix 4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4) Midcontinent Independent System Operator (MISO) [31]
MISO의 전일시장에서는 에너지와 예비력이 1시간 단위로 거래되며, 거래단위는 MWh이다.
시장에서 낙찰된 에너지와 운영 예비력은 각각 Ex-Post Day-Ahead LMP와 Ex-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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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Ahead MCP로 정산한다. 정산주기는 Asset Owner(AO; 발전기 등을 소유한 사업자)
별 하루 단위로 이루어진다.
가) 수급균형 비용
MISO에서도 실시간 계통운영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 이때, 실시간시장에서 결정
되는 지역한계가격은 곧 수급균형의 한계가격을 의미한다.
나) 수급불균형 정산
MISO에서는 초과전력량(Excessive Energy)이라는 수급불균형 양에 대해 정산항목이 존재
한다. 다만, 초과전력량을 계산할 때는 실시간 급전지점을 기준으로 일정 크기의 불감대가
존재하고, 불감대가 넘는 양에 대해서만 초과전력량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기존의 MISO의
수급불균형 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ISO 에서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수급불균형 정산
시간 t일 때의 불감대 계산

   min max   
 ⋅  

(3-17)

불감대를 적용하여 불감대 초과 전력량과 초과하지 않은 전력량 계산

      min    
  
  

  

(3-18)

 max           






(3-19)

불감대 초과 전력량과 초과하지 않은 전력량 각각에 적용되는 가격 계산
  
 

 
 

  

 



(3-20)


 

(3-21)

불감대 초과 전력량과 초과하지 않은 전력량 각각에 대한 수급불균형 정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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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용어
불감대 최대값

기호




불감대 최소값




불감대

 

계량된 전력

 

실시간시장 낙찰량

 


비초과-수급불균형

   





실시간시장 가격

 

초과-수급불균형

  

변동비
단위시간


 




설명 [단위]
불감대 최대값 [MW], 30 MW
불감대 최소값 [MW], 6MW
발전기 g의 시간 t 일 때 적용되는 불감대 크
기 [MW]
계량기를 통해서 측정된 발전기 g의 시간 t의
실제 발전량 출력 [MW]
실시간시장에 제출하여 낙찰된 발전기 g, 시
간 t의 발전출력 [MW]
발전기 g, 시간 t에 불감대를 초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MW]
실시간시장 한계가격 [KRW/MWh]
발전기 g, 시간 t에 불감대를 초과하는 수급불
균형 [MW]
발전기

g,

시간

t에

변동비의

한계가격

[KRW/MWh]
수급불균형 정산의 단위 시간[h]

불감대(   )는 30MW의 크기를 가진 불감대 최대값과 6MW의 크기를 가진 불감대 최소값
사이의 값을 가지며, 실시간시장에서 급전지시된 양의 12%가 두 사이의 값일 경우 이 값으
로 설정된다. 불감대 계산 시에 각 발전기에 지시된 ramp rate도 고려가 되며, 자세한 식은
Appendix 5에 포함되어 있다.
수급불균형은 불감대를 초과하는 초과-수급불균형(    )과 불감대를 넘지 않는 비초과-수
급불균형(    )으로 구분되며, 식 (3–18, 19)와 같이 계산된다. 비초과-수급불균형은 실시
간시장 가격으로 정산되고, 초과-수급불균형은 발전기가 제출한 변동비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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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발전계획 관련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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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2절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1. 해외 현황
미국 전력시장의 시장가격 결정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송전혼잡과 송전손실을 고
려하여 산정되는 LMP 기반이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하루 전과 실시간 시장 모두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미연방 에너지 신뢰도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ion Commision, FERC)는 속응성 자원(Fast Start Resource)이 가격을 결
정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Fast Start Pricing의 도입을 ISO/RTO에 권
고하였다. 미국 MISO 시장의 경우, 2015년 3월 속응성 자원의 측면 보조금(Side
Payment) 지급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된 ELMP Phase 1을 시행하였고,
2017년 5월 속응성 자원의 정의를 확대한 ELMP Phase 2를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Fast Start Pricing은 일반적으로 자기 변동비가 시장가격보다 높음에도 불구
하고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속응성 자원이 시장가격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으로, ELMP는 Convex Hul Pricing을 1시간 단위로 근사화하여 이를 가능케 하였
다.
복합화력 발전기의 최적화 문제 내의 모델링 방법은 현재 한국 전력시장에서 채택
한 집합모델(Aggregate Model)을 포함하여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집합모델은 복합화력 발전기를 일반 발전기와 동일하게 모델링하는 방식
으로 현재 KPX와 미국 PJM, NYISO에서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Pseudo 모
델로서 복합화력 발전기를 1대의 가스터빈과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스팀터빈 1대
로 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미국 ISO-NE에서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유닛별 모
델(Component-based Model)은 복합화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개별 가스터빈과 스
팀터빈을 각각 모델링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 계통
해석과 상정사고 분석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시장참여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호가
(Ofer) 형식과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은 강한 결합성으로 인해 모델링이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 모델(Configuration-based Model, CFBM)은 복합화력
발전기를 조합별로 구분하여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미국 ERCOT, SPP, CAISO와
MISO에서 채택하고 있다. 호가(Ofer) 형식이 어렵고 모델링이 까다로운 유닛별 모
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소운전시간 및 최소정지시간 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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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상태 모델링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가. 해외 전력시장 예비력 가격결정 메커니즘
해외 전력시장의 예비력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적
으로 조사하였다.
① 에너지 및 예비력 가격결정계획의 동시최적화 여부
② 예비력 상품의 시장별 정의
③ 예비력의 가격결정 방식
④ 예비력 희소가치의 가격 반영
대부분의 해외 선진시장에서는 예비력과 에너지를 동시 최적화를 통해 실시간 예비
력 수요 변동을 반영하여 시스템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1> 동시 최적화 수행 목적

각 전력시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예비력 종류, 거래시장, 가격결정방식을 시장에서
필요한 자원과 가용한 자원을 기반으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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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장별 주요 예비력 상품 종류
선진시장의 예비력 확보 조건은 ‘계층적 구조(Hierarchy structure)’를 띄며 이에따
라 가격 계층구조 또한 형성되고 있다. 응답속도가 빠른, 다시 말해서 품질이 높은
예비력이 응답속도가 느린 예비력을 대체 가능하도록 확보하고 있다.
예비력 가치를 책정하는 방식에는 시장별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예비력 제약요
건을 충족시키는 한계비용(잠재가격), 공급지장비용, 호가(Ofer) 등이 주요 방식으
로 사용된다.

<그림 1-3> 예비력 가격결정 주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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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시장(MISO, PJM, CAISO)에서는 예비력 충족을 위한 시스템 한계비용
(잠재가격)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여러 방식이 있
으며, 대표적으로는 ‘예비력 조건 한계제약을 완화하는 경우 비용 변동분’을 잠재가
격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에너지 시장과 동시최적화 하는 경우, 산술 과정에
‘예비력 제공으로 인해 다른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또한 예비력 가격산
출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에너지 시장과 순차최적화 하는 경우, 산출 과정에 기회비
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에 따라 기회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보상하기도 한
다.
모든 RTO(Regional Transmision Organization) 및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는 예비력 공급부족 시의 희소가치를 예비력 수요곡선을 통해 정의하며,
예비력 상품 및 예비력 구역별로 정의하고 있다. 예비력 수요곡선은 공급이 충분할
시, 예비력 공급곡선이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이 부족할 시, 예비력 수요곡선이 가격
을 결정하도록 작용한다.

<그림 1-4> 미국․호주 예비력 시장 주요사항
1) MISO
MISO는 미국 중서부 15개 주와 캐나다 매니토바 주를 관할하는 연방 에너지규제
위원회FERC) 의 규제를 받는 전력계통운영기구이다. MISO의 하루 전/실시간 에너
지 시장은 2005년 개설되었으며, 예비력 시장은 2009년에 개시하였다. 201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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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Extended LMP, Emergency Pricing, Ramp Capabilty Product(증감발예비
력 상품) 도입 등 속응성 자원 및 응답 속도가 빠른 자원의 적정 가치가 가격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 개선을 진행해 왔다.
2009년 예비력 시장 개설 전에는 지역별 관할지역의 전력수급을 개별적으로 조정
하는 Balancing Authority(BA)가 지역별 예비력 요구량 충족을 수행하였으나, 시장
개설 후, 예비력 요구량 지역 간 통합과 에너지 시장과의 동시최적화로 MISO 계통
의 예비력 요구량이 낮아지게 되었다.
MISO 시장에는 에너지, 조정예비력, 순동예비력, 대체예비력, 증감발예비력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LMP) 및 예비력 가격(Market Clearing Price,
MCP)을 하루 전 시장에서는 1시간 단위, 실시간 시장에서는 5분 단위로 산출하고
있다.

<그림 1-5> MISO 시장 에너지 및 예비력 상품

개별발전기는 동시에 에너지와 예비력 제공(1개 혹은 다수의 예비력 상품)에 대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는 모든 수요/공급 입찰을 동시 최적화하여 급전
및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증감발예비력 상품은 간헐성 자원의 출력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
년 도입하였으며, 실시간 시장에서 증감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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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응동시간을 가진 자원을 사전 확보하며, 이 때 증감발예비력 자원 중 한계자
원의 비용이 가격이 된다.
<표 1-2> MISO 발전자원 및 상품별 참여 자원

발전자원
수요반응자
원 유형1
수요반응자
원 유형2
외부
비동기자원
전력저장장
치

증감발예비

에너지

조정예비력

순동예비력

대체예비력

√

√

√

√

√

√

√

√

√

√

√

√

√
√

√

력 상품
√

√
√

√

시장참여자는 발전자원, 수요반응자원 유형1, 수요반응자원 유형2, 외부 비동기자
원, 전력저장장치로 구분되며 이 중 발전자원, 수요자원 유형2(유연 수요자원) 및
외부 비동기자원 은 모든 예비력상품에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하루 전 시장 가격결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안전도
제약발전계획(SCUC)에서 계통 비용을 최소화하는 설비별 기동·정지계획을 확보하
고 다음 단계인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에서 시간대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
기별 발전량 및 Ex-ante LMP/MCP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제약경제급전 가
격결정(SCED-Pricing)에서 실제 시장가격(Ex-post LMP/MCP)을 최종가격으로 산
출한다.
대부분의 자원이 하루전시장에서 투입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시장에서는 가격결정
계획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SCED에서 5분 단위 발전량 및 Ex-ante LMP/MCP
산출하며, SCED-Pricing에서 5분 단위 Ex-post LMP/MCP을 최종가격으로 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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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ISO 예비력 Shortage Pricing
MISO는 각 예비력에 대해 계통전체요구량과 Reserve Zone 요구량을 두고 있다.
요구량 대비 예비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 예비력 수요곡선으로 정의한 희소가치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여 단기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MISO 시장의 예비
력 가격(MCP)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① MCP는 예비력 요구량 한계제약의 Shadow Price (잠재가격)로 산정된다. 즉,
한계 입찰가와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이 예비력
가격에 반영된다.
② 하루 전 시장에서 청산된 예비력 자원은 실시간 예비력의 가용 능력에 대한 보
상이므로, 실시간 시장에서 급전되지 않아도 MCP 보상이 이루어진다.
③ 예비력 계층적 구조에 따라, 응답 속도가 빠른 ‘가치 있는 예비력’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2) PJM
PJM 은 미국 동부 13개 주와 컬럼비아특별주를 관할하는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전력계통운영기구이다. PJM은 197년 비용기반 에너지 시장 도입 후
199년 입찰기반 에너지 시장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200년대 초 주파수조정시
장과 운전예비력시장 개설하고, 208년 하루 전 예비력시장을 개설하여 현재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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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예비력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림 1-7> PJM 시장의 계획 예비력 및 운영 예비력
PJM은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는 계획 예비력(Scheduling Reserve) 만 하루 전
시장에서 거래하고, 그 외 모든 1차 예비력(Primary Reserve) 및 2차 예비력
(Secondary Reserve)을 실시간 시장에서 거래한다. 1차 운영예비력은 동기/비동기
예비력으로 구분하고, 동기예비력은 다시 1단계/2단계 로 구분하여 1단계 예비력이
부족하면 2단계 예비력을 더 확보하는 구조이다. 동기예비력의 확보량은 지역 내
최대 단위 발전기 용량의 150% 에 190 MW를 더하여 정하며, 1차 예비력
(Primary Reserve) 확보량은 RFC 기준에 의한 양과 지역 내 최대 단위 발전기 용
량의 150% 중 큰 값을 적용한다.
PJM은 전체 관할지역을 포함하는 1개의 Reserve Zone으로 정의하고 운영하되, 송
전제약이 있는 동남부 계통을 Mid-Atlantic Dominion(MAD) sub-zone으로 지정하
여 별도로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다.
예비력 계층성으로 인한 예비력 대체는 지역별과 상품별로 이루어진다. 즉, 동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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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력 자원은 비동기예비력에 대체사용 가능하며, MAD예비력구역 제공 자원은 PJM
전체지역의 예비력요구량에 사용 가능하다.
PJM의 하루 전 계획예비력(Day-Ahead Scheduling Reserve, DASR)은 수요예측
오차에 대비한 예비력 확보량이며, DASR 입찰가와 에너지 미제공 기회비용을 더한
값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운영예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 예비력 가격결정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보조서
비스 최적화 프로그램(Ancilary Services Optimizer, ASO)는 에너지, 예비력 그리
고 주파수조정 발전력을 함께 최적화한다. 예비력 요구량을 확보하고, 비유연자원을
할당(commit)한다.
중간 안전도제약경제급전(IT-SCED)은 예비력 부족 해석을 수행하고, 추가 비유연
자원

확보를

위한

중간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간

안전도제약경제급전

(RT-SCED)에서 5분 단위 가격을 산출한다.
동기 예비력 가격은 한계입찰가 및 한계발전기의 기회비용으로 산출된다. 예비력
공급 부족 시에는 예비력수요곡선의 희소가격을 반영한다. 비동기 예비력 가격은
한계발전기가 비동기발전기인 경우의 기회비용과 한계발전기가 동기발전기인 경우
한계입찰가와 기회비용 합으로 산출된다. 예비력 공급 부족 시에는 예비력수요곡선
의 희소가격을 반영한다.
3) CAISO
CAISO는 캘리포니아 주 및 네바다 주 일부를 관할하며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전력계통운영기구이다. CAISO는 하루 전 시장 및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에서 에너지, 조정예비력과 운영예비력이 모두 거래된다. 에너지가격은 LMP로
예비력가격은 ASMP(Ancilary Services Marginal Prices)로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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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AISO 시장의 예비력 상품
CAISO 예비력 상품은 조정예비력 (Regulation up and Regulation down), 운영예
비력(순동예비력과 비순동예비력)으로 나뉘며 예비력 요구사항은 서부전력협회
(WECC)와 북미전력안정성회사(NERC) 기준에 따르고 있다.
CAISO 예비력 가격 결정방식 역시 앞선 MISO, PJM 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력을
충족시키는 한계조건들에 대한 잠재가격을 모두 더하여 ASMP를 산출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예비력수요곡선에 따라 희소가치를 반영한다. CAISO 예비력 수요 곡
선은 조정/동기/비동기 예비력 각각에 대해 정의되어 있고, 예비력 공급 부족 시 해
당 희소가격이 ASMP 가격에 반영된다.
4) ERCOT
ERCOT은 다른 계통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계통으로, 텍사스 주 산하 텍사스 공익
사업위원회(PUCT)의 규제를 받는 전력계통운영기구이다. ERCOT 은 쌍무계약시장
(Bilateral Market), 하루 전 에너지시장, 하루 전 보조서비스시장, 실시간 에너지시
장을 운영하며 에너지 및 보조서비스 80% 이상이 쌍무계약을 통해 확보되어, 수급
균형이 필요한 양만 ERCOT이 하루전시장/실시간 시장을 통해 확보한다.
ERCOT은

실시간에

가용한

운영예비력의

가치를

부가금(Operating

Reserve

Demand Curve Ader)을 별도로 산정하여 정하고 있다. ERCOT은 공급지장비용
(VoLL, $9,00USD/MWh)과 공급지장확률(VoLP)을 기초로 산정한 ORDC를 사용하
여 운영예비력 부가금(Operating Reserve Demand Curve Ader)을 산출하고 있다.
동기예비력과 비동기예비력의 운영예비력 부가금은 실시간 가용자원을 기반으로 최
소 예비력 확보량에 미달될 확률을 기반으로 산정 중이다.
5) 호주
호주 전력 산업은 크게 National Electricity Market(NEM), Wholesale Electricity
Market(WEM), Northern Teritory Market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NEM은 호주 동부 및 동남지역을 관할하고 호주 전체 전력소비의 85%를 공급하며
AEMO를 통해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NEM 전력시장의 현물가격은 수요를 충족하
는 한계발전기 가격으로 결정된다. 5분 급전 단위로 가격을 산정한 뒤 30분 단위로
평균하여 현물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NEM 전력시장은 주 경계를 바탕으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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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기준으로 5개의 모선가격이 산출되며 지역 내, 지역 간 송전 제약이 가격에
반영된다.

<그림 1-9> 호주 NEM 주파수제어서비스 시장 밴드 입찰
NEM에서는 주파수제어서비스 8종을 8개의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시장 운영 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상예비력은 RERT 메커니즘 하에서 계약을 통
해 확보한다.
주파수제어서비스에 대한 입찰은 10개의 밴드로 이루어지며 입찰가격은 단조증가
형태이다. ‘운전조건별 최대 주파수제어서비스제공용량’으로 공급용량을 산정하며,
각 서비스별 한계발전기의 입찰가로 FCAS 가격이 청산된다.
WEM은 서호주 지역을 포함하는 5GW 규모의 전력계통으로, NEM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WEM은 밸런싱 시장과 주파수추종보조서비스 시장을 2012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에너지시장과 순차 최척화로 청산하고 있다.
밸런싱 시장(Balancing Market)은 모든 에너지 제공 발전기들이 실시간 운영 시간
에 가까워질수록 급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계획발전에 포함된 발전기와
미포함된 발전기가 모두 참여한다.
부하추종보조서비스(Load Folowing Ancilary Services Market, LFAS) 시장은 별
도의 시장으로 LFAS 요구량에 해당하는 공급을 청산하고 한계입찰가로 가격을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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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호주 WEM 밸런싱 시장 메커니즘
WEM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사전에 밸런싱 급전 순위과 밸런싱 예상 가격을 보고
입찰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실시간 밸런싱 공급에 대한 시장참여자간 경쟁을 유도
한다. WEM 시장운영기관 IMO는 밸런싱 급전 순위(Balancing Merit Order,
BMO), 풍력발전전망과 시스템수요전망을 반영해서 밸런싱 시장 예상 가격을 산정
한다. 시장참여자들은 예상시장가격을 기반으로 입찰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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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입찰 건들에 대해 송전 손실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후 밸런싱 급전순위를 작
성하며 급전한다. 운영 시간 후 실제 급전 실적을 반영하여 Ex-Post Balancing
Price (사후 밸런싱 가격)을 산출한다.
WEM 부하 추종 보조서비스(LFAS) 시장은 밸런싱 시장과 별도의 시장으로,
72MW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상방 부하 추종 (LFAS Upwards), 하방 부하 추종
(LFAS Downwards) 각각에 대해 한계발전기 호가 기반으로 시장 청산을 한다.
WEM는 2019년 The Energy Transformation Taskforce를 출범하여 신재생확대
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최적화도
주요 과제로 채택되어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6) 독일
독일 전력계통은 Amprion, TeneT, 50Hertz, TransnetBW 네 곳의 계통운영기관
이 지역별로 관할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 협력체(GCC)를 구성하여 송전계통운영
자(Transmision System Operator, TSO)별 제어구역 내 임밸런스를 TSO간 상계
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201년 이후 GCC를 확장하여 IGCC를 구성, 독일과
인접 국가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임밸런스 상계를 하고 있다. GCC가 확장되어
2001출범한 IGCC는 매해 확장되어 현재 20개 회원 TSO가 임밸런스 상계에 참여
하고 있으며 2016년에 유럽송전계통운영자네트워크(ENTSO-E)로부터 차세대 플랫
폼으로 채택되었다.
독일의 TSO는 주파수 조정 및 운영예비력 확보를 위해 주파수 억제 예비력
(Frequency Containment Reserve, FCR), 자동 주파수회복 예비력(Frequency
Restoration Reserve with automatic activation, aFRR), 수동 주파수회복 예비력
(Frequency Restoration Reserve with manual activation, mFRR)의 세 가지 밸
런싱 자원을 정의하고 있다. TSO는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밸런싱을 수행하되,
수급균형오차를 TSO간 상계하고 최종 임밸런스만 예비력을 사용하여 충족한다.
독일 인트라넷 (Regeleistung.net)을 통해 밸런싱 자원 입찰을 진행하며, 독일 TSO
네 곳과, IGCC 회원 TSO들이 참여하여 자원을 구매한다. 시장 청산에는 reBAP라
고 하는 단일 가격이 독일 전역에 적용되며, 이는 독일 내 사용된 밸런싱 자원 비
용과, 독일 외 IGCC 회원 TSO가 제공한 밸런싱자원에 대한 가중평균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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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SO Extended-LMP (ELMP)
SCED에서 산출되는 모선별 부하가격(LMP)은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발전기의 증분비용만으로 결정된 한계비용이다. 따라서 한계 발전기들은 무부
하비용과 기동비용을 시장가격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시장가격보다 비싸지만 계통 운영자의 지시로 인해 급전되는 일부 발전기들
은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용을 시장가격으로 회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대다수 전력
시장에서는 발전기 측에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일괄 지불금(Make-Whole Payment,
이하 MWP)을 지불하여 손실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MWP를 비롯한 보조 정산금(Side Payment)은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잠재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계통 진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보조 정산
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 시장가격들이 연구되었고, 207년 Paul Gribik가 제
안한 Convex Hul Pricing도 그 중 한 가지 방법에 속한다.
따라서 일부 미국 전력시장은 보조 정산금 지급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발전기에 대하
여 시장가격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다. Block-loaded 자원은 대표적인 속응성 자원
(Fast Start Resource) 중 하나로, 최대 출력과 최소 출력이 같은 특성을 지니므로
시장가격 결정이 불가능하여 보조 정산금 지급의 주요 대상이 되는 발전기 그룹이
다.
미국 MISO는 보조 정산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Convex Hul Pricing의 시장 도입
을 연구하였으나, Convex Hul Pricing을 계산하기 위해선 다기간 발전기 기동정지
계획 문제의 라그랑지안 완화(Lagrangian Relaxation) 문제의 해를 요구하므로 계
산적으로 복잡하였기에 Convex Hul Pricing을 1시간 단위로 근사화한 Extended
LMP(이하 ELMP)를 개발하였다. MISO 외의 NYISO, ISO-NE 등에서도 FERC의
권고에 따라 Block-loaded 자원이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Fast Start
Pricing을 개발, 적용 중에 있다.
MISO의 ELMP는 Block-loaded 자원뿐만 아니라 Fast Start 발전기 전체에 대하
여 적용 중에 있다. 이는 Block-loaded 자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될 시, 일반
FastStart 발전기 또한 Block-loaded 특성, 즉 최소 출력과 최대 출력이 동일하게
입찰하여 계통 전체의 유연성(Flexibilty)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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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P 주요 골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 결정에서 제외되어 자기 변동비조차
MWP로 회수해야하는 Fast Start 발전기가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장가격에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용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MWP 지급을 줄이는 것
에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1. ELMP 대상 발전기(Qualified Generators)인 Fast Start 발전기의 운전 이진변
수는 0에서 1 사이로 완화된다. 이를 Partial Commitment라고 하며 일반 상황에서
는 SCUC에서 운전이 결정된 Fast Start 발전기에 한해서 적용되며, 오프라인 모드
의 Fast Start 발전기는 긴급 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2. ELMP 대상 발전기의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용을 목적함수에 반영하여 ELMP 대
상 발전기가 한계 발전기가 되었을 시,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용의 일부가 시장가격
에 포함되어 결정되게 한다. 단, 기동비용은 최소운전시간으로 나눈 할당기동비용을
대상 발전기의 최소운전시간 동안에만 배분한다.
다. 복합화력 발전기 모델링
전력산업에서의 환경 규제, 유연성, 에너지 정책과 같은 요인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됨에 따라 LNG 연료를 사용하는 복합화력 발전기(Combined-cycle power
plant)에 대한 관심과 발전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복합화력 발전기는 보
통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한 대 이상의 가스터빈(Gas Turbine, GT)과 배열회
수 증기발생기(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에서 생성된 증기로 구동
되는 한 대 이상의 증기터빈(Steam Turbine, ST)으로 구성된다. 복합 사이클
(combined-cycle)이란 가스터빈 발전기의 브레이튼(Brayton) 사이클과 증기터빈
발전기의 랭킨(Rankine) 사이클을 결합한다는 의미이며 원자력, 석탄 발전소 등의
기존 화력발전소가 단일 랭킨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복합 사이클과 구분된
다.
복합화력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한 대 이상의 가스터빈 발전기로 구성되며, 이 발전
기는 HRSG로 배기 된다. HRSG가 생산한 증기는 증기터빈 발전기를 구동하는데
사용된다. 즉, 브레이튼 사이클의 폐열을 이용하여 랭킨 사이클에 재사용하기 때문
에 두 사이클을 결합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2대의
CT2), 2대의 HRSG, 1대의 ST, 1개의 보일러를 가진 복합화력 발전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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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1 조합 복합화력 발전기 모델
전체 복합화력 발전기의 운전은 발전기가 갖고 있는 GT와 ST의 전체 조합 중 하
나의 모드에서 운전 가능하다. 즉, 터빈을 기동하거나 정지함으로써 상태 전환
(state transition)하여 하나의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의 운전을 수행할 수 있다. 복
합화력 발전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료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기동 능
력 및 출력 변화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및 짧은 건설 기간 등
의 장점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원이 주를 이루는 미래에도 발전 비중이 유지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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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나라별 전원 믹스 및 발전량 예측
그 중 IEA는 World Energy Outlok 2019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
하여 전원 믹스와 발전량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35년경 태양광
발전은 석탄과 가스를 능가하는 최대 발전원이 되며 재생 에너지는 2040년까지 추
가되는 전체 발전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때 가스연소(gas-fired) 발전기의
용량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발전량 또한 석탄 화력의 발전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가스연소 발전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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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터빈과 전체 복합화력 발전기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
장점을 그대로 단기 운영최적화 문제 상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
적이 북미 ISO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첫 번째는 복합화력 발전기의 출력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슈이며, 2)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
내에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계산 효율을 갖는지에 대한 이슈이다. 즉, 수학
적으로 정교한 복합화력 발전기 모델링일수록 정확하게 복합사이클 운전을 표현해
낼 수 있겠으나, 이는 계산 부하를 증가시켜 주어진 시간 내에 수렴기준을 충족하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미 ISO/RTO는 계산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하여 복합화력 발전기 모델의 정확성을 다소 희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미 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Task force 중 하나씩은 복합화력발
전기의 모델링 방법의 고도화와 시장규칙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
며, ISO/RTO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합화력 발전기의 모델링 방법은 ISO/RTO 또는 연구자들에 따라 명칭은 상이 하
지만 요약하면 4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① 집합 모델(Aggregated
model, AGG), ② Pseudo 모델, ③ 조합별 모델(Configuration-based model,
CFBM), ④ 개별터빈모델(Component-based model, CPBM)로 구분된다.
① 집합 모델 : GT와 ST 사이의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한 대의 일반 화력발전기로
모델링
② Pseudo 모델 : 전체 복합화력 발전기를 ST를 GT의 대수 또는 비율로 나누어
GT와 ST를 연결한 여러 대의 발전기로 모델링
③ 조합별 모델 : 복합화력 발전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조합(또는 모드)을 각각의
발전기로 모델링
④ 개별터빈 모델 : 복합화력 발전기의 각 터빈을 발전기로 모델링하는 방법
아래 3대의 GT와 1대의 ST로 이루어진 3:1 복합화력 발전기의 예를 살펴보자.
이 복합화력 발전기는 집합모델에서는 1대의 화력발전기로 모델링되며, 이에 따라
하나의 비용특성과 물리적 특성이 최적화에 적용된다. 만약 아래 각 CT의 용량이
50MW씩이며, ST의 용량이 75MW라면 집합모델에서는 1대의 25MW 화력발전기
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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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델은 복합화력 발전기를 단일 사이클의 일반적인 화력발전기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합화력 발전기의 모델링 정확성
이 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확한 모델링의 단점은 물리적으로 실현불가능
(infeasible)한 급전 배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조합별로 달라지는 비용 특성, 상태
전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편 MISO에서는 집합모델의 다른 형태로 사업자가 전체 복합화력 발전기로 입찰
을 하거나 또는 가스터빈을 따로 입찰하여, 증기터빈이 없거나 운전이 불가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이를 MISO에서는 분리 모델
(separate model)이라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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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Pseudo 모델 예
하지만 Pseudo 모델에서는 총 3대의 발전기가 최적화 문제에 모델링되며 각 발전
기의 용량은 다음과 정해진다.

max

max  max    


(112)

max

max  max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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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seudo 모델에서는 3대의 75MW의 Pseudo 발전기로 최적화에 반영된다.
Pseudo 모델을 사용하는 북미 ISO-NE에서는 복합화력 발전사업자가 Pseudo 모
델로서 시장에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각 Pseudo 발전기에 대해 3-part ofer(기동
비용, 무부하비용, 증분비용)를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Pseudo 모델의 장점은 집합 모델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복합화력 모델링을 가능하
게 하면서도 계산시간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상
태전환 특성과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급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합별 모델에서는 위 복합화력 발전기를 최대 15개의 모드로 나눌 수도 있으며,
느슨하게는 7개의 모드로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1X1 모드라 하더라도
CT1, CT2, CT3를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15개, 구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7개
의 모드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발전기가 꺼진 상태도 하나의 모드로 고려
된다. 북미 SPP의 경우 복합화력 발전기의 모드 수를 3개까지 제한하기도 하는 반
면, CAISO나 ERCOT처럼 그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림 1-14> 상태 전환도 예시
위 그림은 각 모드에서 다음 시간에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전환도(State
transition diagram)의 예시이다. 총 7개의 모드를 가질 수 있으며 하나의 단위시간
당 하나의 모드를 가지는 상호 배타적 제약조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화살표는 해당
모드에서 다음 시간에 전환 가능한 모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현재 2X1 모드에
서 운전하고 있는 위와 같은 복합화력 발전기는 다음시간에 1X1 모드 또는 3X1
모드로 전환 또는 2X1모드를 유지하여 운전 가능한 반면, 1X0~3X0 및 AlOf 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상태전환 시에는 전환 비용(Transition cost)이 발생한다. 전환 비용이란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단위 비용이며, 추가되는 연료, 인건비 등
모든 추가비용을 포괄하지만 대부분은 상태전환 시 터빈의 기동비용 또는 정지비용
을 의미한다. 기동비용만을 고려하는 시장이라면 1X1모드 운전에서 2X1모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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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 시 가스터빈 1대를 기동하는 비용이 전환비용으로 산출되지만, 반대인
경우엔 전환비용을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 위 그림의 화살표 중 빨간 색 화살표는
전환 비용을 수반하는 상태 전환을 나타낸다.
조합별 모델은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관계를 각각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한다는 점과 조합 간의 전환특성이 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선 모
델에 비해 복합화력 발전기의 모델링 정확성을 향상시킨 모델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 모델의 단점으로는 먼저 터빈의 운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의
보고서로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운전 모드의 최소 운전시
간과 최소 정지시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조합별 모델에서는 조
합이 바뀌는 것은 다른 발전기가 켜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때마다 새로운 최소
운전/정지시간이 적용된다. 즉, 터빈의 운전 지속시간 또는 정지 지속시간을 고려하
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유연한 복합화력 발전기의 운전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MISO나 학계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단점
은 이 모델에서는 한 대의 복합화력 발전기가 15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상태 전환 등의 각종 제약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이진변수가 증가하기 때문
에 계산 시간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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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개별터빈 모델 예시
개별터빈 모델은 유효한 조합과 물리적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각 하위 장치(각 ST, GT, 덕트 버너3) 등)의 운전제약 조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복합화력 모델링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위 그림과 같은 2X1 복
합화력 발전기는 2대의 CT와 1대의 덕트 버너, 배열회수 증기발생기로 그대로 최
적화 모형에 반영되며, 각각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조합별 모델을 넘어서는 상당한 계산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CT는 연료비용 함수는 물론 폐열 발생에 대한 함수가 필요하며, ST는 증기를 전기
로 변환시키는 함수, 배열회수 증기발생기의 열 입력-출력 함수 등 추가적인 함수,
데이터가 다수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개별터빈 모델을 적용하는 전력시장은 없으
며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표 1-3> 미국 전력시장 복합화력 발전기 모델링 현황

집합
pseudo
조합별
참여 형태
모드 등록
전환 비용

ISO-NE
O
O
X
선택

NYISO
O
O
X
선택

PJM
O
시범
시범+R&D

MISO
O
시범
시범+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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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SO
X
X
O
의무
무제한
O

SPP
X
O
O
선택
3
O

ERCOT
X
O
O
선택
무제한
X

위 표는 현재 북미 전력시장에서 복합화력 발전기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
한 것이다. ISO-NE와 NYISO는 집합 모델과 Pseudo 모델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복합화력 사업자가 선택하는 사항이다. 일례로 ISO-NE의 경우 2017년 기준
48대의 복합화력 발전기 중 18대의 발전기만 조합 변경이 가능한 복합화력 발전기
4)였으며, 다시 이 중에서 7대의 발전기만 Pseudo 모델을 선택하였고 나머지는 모
두 집합모델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CAISO, SPP 및 ERCOT은 조합별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CAISO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시장에서는 Pseudo 모델과 함께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SPP의 경우 등록가능
한 조합의 수가 3개로 제한되며, ERCOT에서는 상태 전환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PJM과 MISO는 모두 복합화력 발전기 모델링의 고도화를 위한 Task force를 진행
하고 있으며, Stakeholder와의 피드백 과정 및 규칙 개정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아래 그림과 같이 인터넷 상에 공개하고 있다. MISO는 조합별 모델을 준비하고 있
으며, PJM은 Pseudo 모델과 조합별 모델을 두고 Stakeholder와의 꾸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다 최근 들어 조합별 모델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6> 미국 MISO 복합화력 모델링 Task Force

<그림 1-17> 미국 PJM 복합화력 모델링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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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해외 시스템 운영 현황

본 장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전통적인 ISO들과 태양광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계량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SO는 미국의 NYISO, PJM, ISO_NE, CAISO와 호주의
AEMO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IESO의 경우를 연구했다. 특히 미국 ISO들도 계량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국 ISO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 외 유럽(EU)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의 계량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태양광발전자
원의 계량서비스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의 계량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태양광발전
자원 계량서비스가 독일, 호주,일본의 태양광발전자원계량서비스와 비교하여 시간과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일, 호주, 일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미국 ISO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다른 주요
국가와 유럽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양광발전자원에 대한 계량서비스개선

방

향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본보기로 삼는 독일, 호주, 일본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장의 결론으로 계량서비스관련 해외사례들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제1절 미국 ISO 현황과 개선과제

제1장 미국 NYISO 현황
뉴욕의

NYISO에서

2018년11월

발표된

“계량서비스제공자

디자인

업데이트”(Meter

Service Entity Design Updates)42)에 따르면, 계량서비스제공자(Meter Service Entity)는
NYISO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전송소유자(Transmission Owner:TO)와 배전시스템플랫폼
(Distribution System Platform:DSP)은 해당지역규제(Local Regulatory)를 준수해야한다.
NYISO 전기시장참여자는 계량서비스관련 비용을 충당한다. 계량데이터정확성과 제출필수요
건을 준수하지 못할 시에 NYISO는 계량서비스제공자(MSE)나 중개업자(Aggregator)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재정적인 벌칙을 부과한다. 그리고 계량서비스제공자(MSE)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량데이터를 제출할 때에는 계량서비스제공이 유예될 수 있다. 위조된 계량데
이터가 NYISO에 제출된다면, 중개업자는 다른 계량서비스제공자를 활용해야되며, 해당
MSE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자신의 MSE로서 위조된 계량데이
터를 제출한다면, 해당 중개업자는 재정적 제제와 계량서비스 자격이 박탈되며 FERC와 시
장감시부서(Market Monitoring Unit:MMU)에 보고될 수 있다. 계량서비스제공자일람표
42) Michael Ferrari. “Meter Service Entity Design Updates”(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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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 Meter Template)에 검증되는 항목이 배열되어 있다.43) NYISO에서 2020년6월 발표
된 “정산계량필수요건 지침”(Revenue Metering Requirements Manual)44)에 따르면, 계량
기는 디지털 MWH 계량기이며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d:RMS)장비, ANSI
C12.20를 충족해야하며, 정산용계량기는 부하프로파일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원격전
송이 가능, 손실값을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환기(transformer)는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
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승인 필요하며, ANSI C57.13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원격전송데이터는 NYISO가 규정한 통신을 통해서 NYISO의 정산용데이터교환(Settlement
Data Exchange:SDX) 응용프로그램에 자동 탑재되어야 한다. 시장참여자 각자가 계량기,
전선 연결, 통신장비 및 모든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며, 계량관
련담당자(MSE) 또는 지정대리인이 NYS PSC규정을 준수하는 계량관련 장비의 용량측정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발전계량기는

발전소

점증변압기(Generator

Step-Up

Transformer:GSU)의 높은 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산용계량관련장비의 용량측정간격/
시험범위증가/최대오류/총괄시험/시험장비/관리등은 표준및기술국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의 에너지 측량규정에 기초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계량
담당자는 모든 계량장비의 시험과 용량측정자료를 관리하고 NYISO는 이러한 자료를 검사
할 권리를 가진다.

계량시스템의 검증 및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되면 NYISO는 용량
측정시험을 참관하고 검증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비용은 용량측정결과의
허용오차의 정도에 따라 검증을 요구한 측에 청구된다. 또한 NYISO는 계량담당자에 의한
주기적인 용량측정시험과 검증을 참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MWH 계량데이터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통신수단으로 전달된다. NYISO는 NIST에 기초한
장비에 의한 에너지계량, 뉴욕주통제권에 의한 연결망, 승인된 계량서비스기관(MSE)를 포
함한 계량담당자로 부터만 정산용계량데이터를 받는다. NYISO회원관계담당부서와 계약을
통해서 특정 발전사의 MSE가 된다. 모든 계량기소유자는 자신들의 계량기는 자격을 갖춘
MSE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매년 NYISO에 입증해야 한다.

43) https://www.nyiso.com/mtf?meetingDate=2020-06-12
44)
https://www.nyiso.com/documents/20142/2923231/M-25-rev_mtr_req_mnl.pdf/05ad559c-cba4-e785-3414-57f2d6b5040
2?t=15695088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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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전기시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정산용계량기로부터 얻은 계량된 데이터의 용량측정, 관리,
작동,

보고에

책임있는

MSE나

TO같은

회원사를

의미하는

계량담당자(Metering

Authority:MA)는 즉각적인 그리고 시간당 계량된 데이터는 NYISO와 TO에 제공한다. 계량
담당자(MA)는 계량데이터를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NYISO의 정산데이터교환응용
프로그램(SDX)를 통해서 NYISO에 탑재한다. 계량담당자(MA)는 매일 NYISO SDX 데이터
를

검토하여

자신의

계량데이터와

NYISO의

실적추적시스템(Performance

Tracking

System:PTS)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일치하는 않을 시, 이를 NYISO에 알리면 NYISO
가 PTS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NYISO는 발전소, 연결선, 고객부하데이터(NYISO에 의해 통제됨)에 대한 송장과 관련된 마
감 날짜와 상태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한다. NYISO는 계량데이터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NYISO가 NYISO나 시장참여자에 의해 보고된 모든 비정상계량데이터의 분석, 보고 및 해
결에 책임을 진다. 이런 작업에 NYISO의 정산, 회계 & 신용정책 워킹그룹(Billing,
Accounting & Credit Policy Working Group:BACWG)이 참여한다.

계량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량당담자(MA)가 백업(back-up)계량기를 통해서
나 다른 모든 최상의 정보를 통해서 손실된 데이터를 보충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관련장비
(원격통신, 계량, 통신장비)관련 사항은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NYS PSC)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NYISO는 시장참여자가 계량기 또는 계량데이터를 조작이라든지 요청된 계량데이터를 정시
에

제출하지

않거나

요구된

의무수행에

태만하면,

시장감시부서(Market

Monitoring

Unit:MMU)를 통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NYISO에는 시장감시와 조사요청서
관련 사이트45)를 운영하고 있다.

제2장 미국 PJM 현황
PJM은 「Manual 01. Section 5」)46)에서 계량기 및 계량데이터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다. PJM 계량 요구 사항의 목적은 모든 전기 계량 시스템을 보증하는 것이다. 계량
기는 PJM에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된
다. 계량시스템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급 및 수신되는 에너지 양을 정확히 기록해야
45) 시장감시: https://www.nyiso.com/market-monitoring
조사요청서: https://www.nyiso.com/nyiso-mmu-investigation-request-form
46) https://www.pjm.com/-/media/documents/manuals/m01.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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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각 PJM 회원은 계량 시스템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계량데이터에 대한 최
소 요구 사항(MW, MVAR, kV, AMP 값)과 PJM에 정보를 전달할 때 HZ 및 MWH 값을
제공해야 한다. PJM은 2개의 주요 계량시스템을 이용한다. 첫째,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즉석 데이터)은 PJM이 급전과 수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맞추고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둘째는, 정산용(누적 데이터)는 PJM이 시장 참여자 사이의 거래를 해결하
기 위해 사용한다. 정산용(수익용 등급)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간극(interval) 데이터"를 제
공하며 종종 두 당사자 간의 상호 연결 (POI) 지점에서 에너지를 측정한다. PJM은 실제 시
장 또는 예상 시장을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아래의 표 2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PJM 조사 요청은 다음과 같은 입증 가능한 조건에서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표 53> PJM 조사 요청 조건

Ÿ

입증 가능 조건
실시간 데이터와 상태 추정치 결과 사이의 큰 불일치

Ÿ

전기적으로 가까운 실시간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큰 불일치

Ÿ

전기적으로 열 한계에서 작동하는 장비로 인한 신뢰성 문제 영역

Ÿ

원격 측정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상 비용과 관련된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Ÿ

관측을 위한 중요 측정

PJM과 장비 소유자는 특정 사항을 고려한 부정확성 완화 계획서(Mitigation plan)를 작성한
다. 지역 및 장비 소유자가 감당할 비용도 적시된다. 부정확성 완화 계획서에는 다음이 포
함될 수 있다.

<표 54> 부정확성 완화 계획서에 포함 가능한 내용
부정확성 완화 계획서 내용
Ÿ

추정치(State Estimator)에 가중치 낮추는 방법

Ÿ

모델링 확인

Ÿ

해당 지역의 추가 원격 측정을 PJM에 온라인으로 제공

Ÿ

기존 장비 테스트 또는 측정

Ÿ

장비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PJM은 제안된 완화 계획서가 신뢰성, 시장 효율성 및 시장 공정성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합
리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하는지를 검토한다. 완화 계획서에 따른 작업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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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리적인 마감일은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PJM은 수요자원47)을 PJM 시장에 통합시키는데, 이는 부하반응의 중요성과 그리드 신뢰성
에 기반한 부하반응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출력제약서비스제공자(Curtailment Service
Provider:CSP)48)는 수요자원으로 하여금 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PJM 시장에 참여하는
PJM의 특별회원이다. PJM 긴급상황 수하반응(PJM Emergency Load Response)제도에 따
르면, 긴급상황하에서 수요자원이 부하를 줄이면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는다. PJM경제적
인부하반응(PJM Economic Load Response)은 수요자원으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면서 그
댓가를 지불받거나 PJM의 신호에 따라 부하를 줄이거나 감소시켜 PJM의 예비전력으로 작
용할 수 있게 한다.

수요자원은 전기사용을 기록하는 인터발 계량기(시간당. 분당, 실시간)를 장착해야 한다.
PJM에 의해 직접적으로 계량되지 않은 부하감소는 부하 발생 60일 이내에 CSP에 의해
PJM에 전달되어야한다. 모든 부하감소데이터는 PJM시장감시 부서의 감사를 받는다.

발전소 계량기49) 설치 절차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에 대한 계량계획(metering plan)을 위해
PJM 고객관리자(Client Manager)가 할당되고 고객 담당자와 발전소 소유자사이에 아래의
사항을 논의한다: 시험 및 상업운영날짜를 포함한 프로젝트 일정 / 실시간 그리고 정산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선택 사항들 / 발전소의 사업계획-새로운 참여자는 개별적인 사업계획
을 바탕으로 필수적인 PJM Tools 계정에 지원해야함 / PJM 계량관련 필수 요건들. PJM에
연결되는 모든 발전소들은 계량장비 및 모든 보이스 및 데이터전송을 녹음하고 전송할 수
있는 관련 장비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실시간 원격측정(real-time telemetry)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

47) Manual 11. Section 10: Demand Resources-수요자원(Demand Resources) 측면
https://www.pjm.com/-/media/documents/manuals/m11.ashx
48) 한국어 표현은 출력제약서비스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수요감축서비스이다. 전기가 소비되는 시간
대를 조정하여 전기생산조정하고 그리드의 부하를 줄이려는 방식인 수요감축도 에너지 시장 운영
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수요자원’(Demand Resources)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독일의 Next
Kraftwerke도 가격이 낮은 시점에 수요를 유도하는 수요 부분을 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9) 본 연구과 관련하여 PJM 담당부서로부터 추천받은 발전소시설에 설치하는 계량기관련 매뉴얼사이
트이다.
https://www.pjm.com/-/media/documents/manuals/m14d.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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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PJM의 실시간 원격측정 기준
기준

실시간 원격측정 필수 요건

PJM시장에 용량자원으로 참여하는 발전소
(최대시설산출) 10MW이상
(최대시설산출) 1MW이상 + 50kv이상에서
작동하는 bus와 연결된 발전소
(최대시설산출) 3MW이상 태양광발전소
(하나의 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곳에
분산된) 최대시설출력이 10MW이하인 발전
소들
부하를 감축할 때 PJM의 수요자원으로 참
여하고 그리고 전력을 투입하기 위한 PJM
이 승인한 그리드연결 권리를 지닌 발전소

실제(real) 그리고 반응(reactive) 전력
실제(real) 그리고 반응(reactive) 전력
실제(real) 그리고 반응(reactive) 전력
실제(real) 그리고 반응(reactive) 전력
시간당MWh의 정산용데이터(정산용 계량기 또는
누적 데이터)의 10% 이내의 정확성을 지닌
BES(Bulk Electric System) 투입지점에서 실제
그리고 반응 데이터
그리드연결지점에서 이

도표에서 명시한

발전소기준에 기초한 실제 그리고 반응 데
이터 그리고 발전소들을 위한 실제 그리고
반응 전력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발전소들은 실시간 원격측정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특정 위
치나 연결망 보안 운용 또는 시장의 요구에 기초하여 PJM은 실시간 원격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산용 정보는 아주 작은 발전소에도 필요한데, 이 정보는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또는 고객
이 직접 계량기를 읽고 PJM의 계량데이터 기입 사이트인 Power Meter50)를 통해서 PJM
에게 제공될 수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PJM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실시간 그리고 정
산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발전소는 PJM에 연결된 지역 전력회사를 통하거나 PJM과의 직
접 연결도 가능하다. 실시간 정보는 데이터당 2-10초 비율로 수집되고 정산용 정보는 PJM
의 에너지관리응용프로그램(PJM’s Energy Management Applications)에 의한 추정치 산
출, 보안 분석을 위해 요구된다.

개별발전소를 위한 계량관련 사항들을 보면, 발전소유주는 PJM에게 데이터전송을 주고받기
위해 지역 전력 회사나 또는 전송시설소유자와 협상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비용절감과 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미 증명된 데이터전송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PJM
Tools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방식은 PJMnet 통신시스템-Inter-Control Center
Communication Protocol(ICCP), DNP(Distributed Network Protocol)-이 있고 Jetstream
50)
https://www.pjm.com/-/media/etools/power-meter/5-minute-settlements-power-meter-business-ru
les.ashx?l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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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작은

발전소들은

Jetstream을

통해

PJM의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EMS)과 연결된다.

발전소는 원격측정데이터를 PJM의 관리 통제 및 데이터습득(Supervisory Control and
Date Acquisition:SCADA)51) 또는 ICCP(PJM 통신 시스템)를 통해서 PJM의 에너지관리시
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EMS)에 제공해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과 계량기를
PJM 실행관습과 일치해야 하며 PJM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모든 데이
터는 자동으로 PJM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PJM의 EMS는 PJM 지역 내에서 실시간 모니터
링, 보안 분석 및 발전 통제를 수행52)하고 실시간 EMS는 모니터링, 분석 및 실시간 조정을
담당하며 모니터링, 발전통제, 보안분석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PJM회원사는 PJM 실시간
EMS에 원격측정데이터를 전송하고 PJM EMS로 부터 데이터와 통제신호를 받을 수 있다.

PJM Power Meter 응용프로그램은 다음의 기능이 가능하다

<표 56> PJM Power Meter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Power Meter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사용자가 일간 계량데이터 제출, 부하데이터 제출과 월간
1. 읽고 쓰기 기능 가능

수정데이터를 탑재하거나 수정하고 계량계정정보를 볼 수
있음
일간 계량데이터 제출과 월간 수정, 부하데이터 제출과 계

2. 읽기만 가능

량계정정보를 볼 수만 있음

자료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로 탑재 가능하며, 월간 수정에서 지난달
자료수정입력창은

이번

달

1일에

열리고

셋째

날

닫힌다.

월간

수정

자료는

CSV(Concurrent Versions System)나 XML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러한 PJM
계량 데이터 통신 방식은 다음 [그림 19]와 같다.

51) https://www.pjm.com/~/media/documents/manuals/m14d.ashx.
52) https://www.pjm.com/-/media/documents/manuals/m03a.ashx, 특히 Section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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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PJM 계량 데이터 통신 방식

제3장 미국 ISO-NE 현황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지역의 ISO-NE의 계량데이터원격전송 및 정산 계량관련사항은
「ISO-NE 운영절차 18장」(“Operating Procedure-18)53)에 명시되어 있다. 발전소는 부
정확한 계량데이터 완화 계획서(Mitigation Plan)를 수립해서 ISO-NE에 제출하고 ISO-NE
가 이 요청을 인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 수정 계획서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ISO-NE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서 정한 모든 발전소 자원과 부하자원은 계량기를 설
치해야하고 시간당 시장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54) 계량기는 ANSI C-12, C39.1, C39.5,
C37.90, C57.13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량데이터기록기가 계량기에 설치되어야 한다.
기록된 데이터는 현장 또는 원격 점검을 위해 복구되어야 한다. 다기능 계량기는 최소 60일
간의 간격 데이터와 내부 시계가 장착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원격검사를 위해 복구되어
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전송을 위해서는 원격통신 장비가 장착되어야 한다. 전력회

53)
https://www.iso-ne.com/static-assets/documents/rules_proceds/operating/isone/op18/op18_rto_
final.pdf
54)
https://www.iso-ne.com/static-assets/documents/rules_proceds/operating/isone/op14/op14_rto_
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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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소유한 통신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개별발전소와 전송소유자는 계량기와 계량데이터 원격전송장비에 대한 시험, 용량점검 및
검증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SO-NE는 주기적으로 「ISO-NE 운영절차 18
장」에서 정해놓은 규정준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계량기, 기록장치와 원격전송기준에 대
한 검사(audit survey)를 수행할 수 있다.

ISO-NE는 「ISO-NE 운영절차」에 정해놓은 기술적인 필수요건들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불시의 검사와 테스트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고 현장검사도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될 수 있다. 이 규정 위반 시 시장참여를 할 수 없
다. 시장참여에 대한 판단을 ISO가 한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재받을 행위로서
「ISO-NE 정산규정」(ISO Tariff) 3번 섹션 조항에 의거한 처우를 받는다.55)

제4장 미국 CAISO 현황
캘리포니아의

CAISO의

에너지데이터획득전문가(Energy

Data

Acquisition

Specialist:EDAS)부서는 정산용 계량과 직접적인 원격통신에 대한 기술적 필수요건과 표준
을 설정한다.56) 정산계량을 위해서는 공인된 CAISO 계량기를 CAISO가 검사하고 인증하고
CAISO가 계량데이터를 처리한다. EDAS는 정산용계량데이터(Settlement Quality Meter
Data:SQMD) 관련 운영계획을 세운다. CAISO는 에너지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CAISO에는 계량 관련 총괄사이트57)
◦ 계량시설 검증(Certification of Metering Facilities)58)
◦ CAISO 승인 검사관 지원서 및 갱신 절차59)
◦ 계량데이터획득 및 처리 절차60) 확인용 사이트

계량기설치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계량기의 관리/교체/재프로그램화/통신변경과 실시간
장비의 교체/접속점 목록에 맞게 재구성/통신변경 또는 백업 IP 주소 추가 등의 현장작업을
55) https://www.iso-ne.com/static-assets/documents/2017/01/mr1_sec_14.pdf
56) Denis Korneyenko and Priyanka Namburi, EDAS(Energy Data Acquisition Specialist).
“Metering and Telemetry”(Mar., 2020).
57) http://www.caiso.com/participate/Pages/MeteringTelemetry/Default.aspx CAISO BPM Metering
Section 6.2.//CAISO Tariff Section 10.
58) http://www.caiso.com/Documents/5710.pdf
59) http://www.caiso.com/Documents/5720.pdf
60) http://www.caiso.com/Documents/57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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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현장작업일정잡기61)를

시행한다.

계량기

및

장소검증지(Meter

and

Site

Verification Sheet:MSVS)와 계량기관리 서류가 계량기 검증 5일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계
량기 봉인은 계량기 관련 서류에 근거해서 허가된다. 계량기 서류는 서명을 받기 위해
DocuSign62)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계량기 서류는 5일이내에 DocuSign에서 서명이 되어야
한다.

장치

ID당

한

개의

자원연결관리시스템RIMS(Resource

Interconnection

Management System:RIMS)이 연결된다.

현장작업일정을 잡고 「계량 관련 서류 사전 요청 → 작업가능 날짜 → 승인」의 과정을 거
치게 되고 장치 ID를 RIMS에 연결하게 된다. 원격전송관련 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CAISO는 계량서비스와 관련하여 두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CAISO가 직접
계량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방식은 계획코디네이터(Scheduling Coordinator:SC)를 활용하
는 방식이다. CAISO가 계량한 기관(CAISO Metered Entity:CAISOME, ISOME)은 CAISO
가 확인한 정산용계량기로부터 CAISO가 바로 정산용게량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계획
코디네이터(Scheduling Coordinator:SC)가 계량한 기관(Scheduling Coordinator Metered
Entity:SCME)은 자신의 계획코디네이터가 정산용계량데이터를 처리하고 CAISO에 제출하
게 하는 기관이다. CAISO의 계획코디네이터(SC)는 CAISO가 인가하고 인가된 SC를 통해서
CAISO 시장에 참여가능하다. SC는 정산과정을 처리하고 바로 입찰하거나 스스로 자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SC인가 필수요건및 인가절차는 필수적인 훈련 및 시험과정을 거치고 필수적인 재정보증서
제출 등을 포함하는 CAISO의 규정63)에 따른다. SC는 자체적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발전소
의 계량기를 자체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하고 정산용 계량데이터(Settlement Quality Meter
Data:SQMD) 관련 운영계획서를 CAISO에 제출한다.64)

해당지역 규제 당국의 필수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SC는 2년마다 자신이 대
표하는 발전소(SC가 계량하는 기관)의 계량기 관련 시설과 SC에게 제공되는 계량데이터를
검사하고

시험한다.

검사담당자는

계량데이터수집

과정과

검증평가편집(Validation,

Estimating and Editing:VEE)과정과 CAISO의 데이터 제출과는 무관한(독립적인) 제3자이
61) http://www.caiso.com/fieldworksupport/Pages/default.aspx
62) DocuSign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로서 조직이 전자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클라우드의 일부로 DocuSign은 다른 장치에서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을 제공한다.
63) http://www.caiso.com/Documents/SCCertificationOverview.pdf
64) Elaine Siegel. “SC Self Audit Attestation & SQMD Plan Affirmation”(Au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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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SC는 계량데이터수집, VEE, 실제적인 SQMD 제출 등 계량데이터 과정이 완벽
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게 담당지역 규제당국의 필수요건을 준수했음을 검사보고서에 포
함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서명/검사시간/검사관 이름 및 소속회사/검사결과에 따른 교정행위
를 담은 검사보고서를 CAISO에 제출하면 CAISO가 SC자체검사입증서를 전자서명절차로
제공한다. 제때 진행되지 않은 SC자체검사입증은 「CAISO 정산규정(CAISO Tariff)」65)
에 명시된 행동규정(Rules of Conduct)66)에 따라 제재(벌금)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에 진행된 에너지데이터획득전문가팀(EDAS)에 의한 계량관련 개선점67) 보고서에
따르면, EDAS는 계획코디네이터(SC)의 역할을 여러 기관에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계획조정자 계량 기관(SCME)의 역할을 발전소나 품질관리기관, 계량된 하부시스템/전
력 배전회사/연결점계량기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SCME는 계량기를
등록하고 계량데이터를 검증하고 평가하고 편집(Validation, Estimation and Editing)하여
나온 정산용계량데이터(SQMD)를 CAISO에 제출한다. 이 경우 CAISO의 인력 및 시간 소요
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는 CAISO가 승인한 계량기와 계량 검증서비스
(Metering Inspection)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2017년 제안된 계량관련 개선점관련보고서68)에 따르면, CAISO의 현재 계량관련 서비스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CAISO가 계량한 기관(ISO Metered Entity:ISOME)인 경
우, CAISO로 부터 인가받은 검사관에 의하여 검증된 CAISO가 승인한 계량기로부터
CAISO 직원이 원정산계량데이터(Revenue Quality Meter Data:RQMD)를 수집하여 원정산
계량데이터는 VEE절차를 거쳐 정산용계량데이터(SQMD)로 전환되어 시장참여자를 대리하
는 계획코디네이터(SC)를 대신하여 정산부서에 보내진다.

다른

경우는

계획코디네이터가

계량한

기관(Scheduling

Coordinator

Metered

Entity:SCME)인 경우에는 계획코디네이터(SC)가 담당 지역 규제당국의 검증 필수요건에
따라 검증받은 계량기로부터 원정산계량데이터를 습득하여 VEE 절차를 거친 SQMD를
CAISO의 지불 일정에 따라 SC의 고객들을 대신하여 CAISO 정산부서에 보내진다.

65) http://www.caiso.com/rules/Pages/Regulatory/Default.aspx
66) CAISO가 시장참여자들의 예상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명시적인 행동규정 위반에 수반하는 결과와
제재를 미리 규정한다.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시에 CAISO가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다. CAISO는 제
재 사항을 문서로 당사자 및 SC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직접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에 항소가능하다.
67) EDAS. “Metering and Telemetry”(Feb., 2019). p.14.
68) Mike Russell, Senior Advisor Metering. “Metering Rules Enhancements”(Feb., 2017).

- 289 -

고객들은 자신들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ISOME와 SCME 중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SCME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나 정산용계량데이터제출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SCME를 선택의 장점은 ISOME를 선택한 경우의
필수요건인 CAISO 승인된 계량기, 프로그램 표준, CAISO 승인된 검사관에 의한 검증과 관
련된 경비 절감 및 데이터 수집 및 처리와 관련된 통신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C
는 계량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산계량데이터(SQMD) 계획
서를 제출한다. CAISO는 SQMD 계획서의 검토와 승인을 통하여 계량 및 정산 관련 문제에
대한 예측과 예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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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계량데이터(SQMD)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표 57> 정산계량데이터(SQMD)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정산계량데이터(SQMD) 계획서 내용
Ÿ

모든 연관 계량장치의 타입

Ÿ

프로그래밍 및 배열

Ÿ

계획코디네이터(SC)나 대리인이 계량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효 판정을 내리고 통합하
고 관련 계량데이터를 제출하는 방법

Ÿ

전문기술계량장비의 요소와 관계를 설명하는 전문 기술자의 승인 스탬프를 받은 단
선 다이어그램(Single-line diagram)

Ÿ

계량장비로부터 SQMD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이나 알고리듬

Ÿ

자원 ID에 따른 개별 SCME를 통합하는 과정

Ÿ

계량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 일정

Ÿ

CAISO 정산 필수 요건에 따른 계량데이터 검사 일정

SQMD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Settlement Quality Meter Data (SQMD) Plan–
Submission & Approval Process (External)」에서 확인할 수 있다.69)

CAISO가 계량한 기관(ISOME)의 필수요건으로는 CAISO가 검증하고 승인한 계량기 /
CAISO 승인한 검사관 / 계량기 프로그램 & 데이터 수집 관련 특정지침들이다. 이점들로서
는 CAISO가 고객을 대신해서 계량데이터를 VEE해서 정산부서에 전달하여 양질의 데이터
보고되며 계량코디네이터(SC)가 준수해야하는 행동 규정(Rules of Conduct) 준수가 면제된
다.

제1장 CAISO 정산 방식
「CAISO 정산규정」(CAISO Tariff)70)의 Section 10에 따르면 CAISO가 계량한 기관
(ISOME)(발전소)의 경우와 계획코디네이터(SC)가 계량한 기관(SCME)의 경우로 설명되고
있다.

제1장 CAISO가 계량한 기관(ISOME)(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비용으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CAISO 인가받은 검사관이 계량시설을 검
69) http://www.caiso.com/Documents/5750.pdf
70) http://www.caiso.com/Documents/ConformedTariff-asof-Jan1-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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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거나 또는 CAISO가 직접하는 검사 요청도 가능하다. CAISO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CAISO는 준수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행하고, 기준미달이 발생하면 CAISO
는 준수확인서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후 다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
다. CAISO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만 계량시설의 변경이 가능하고 CAISO는 재검증을 요
구할 수 있다. 계량시설은 CAISO 또는 CAISO 공인 검사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CAISO 공인 검사관명단은 CAISO는 웹사이트에 공인 검사관 지원 절차와 함께 발표된다.

CAISO가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는

계량데이터는

정산계량데이터취득처리시스템

(Revenue Meter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RMDAPS)에 등록되고 계량데
이터는 CAISO에 의해 승인되어 처리 즉, 원정산용계량데이터(Revenue Quality Meter
Data:RQMD)는 CAISO의 VEE(검증, 평가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실제 정산용계량데이터
(Settlement Quality Meter Data:SQMD)가 된다. 계량데이터는 5분 간격으로 저장된다. 낮
은 전압관련 계량인 경우 CAISO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고 문서로 변환기나 전선손실보전요
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CAISO는 CAISO가 계량하는 발전소의 모든 통신시설 및 장
비변환기들 포함한 계량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사, 시험 및 인증필수요건에 대한 점검을 직
접 또는 공인검사관을 통해서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계획코디네이터(SC)가 계량한 기관(SCME)(발전소포함)
개별 자원이 SC와 계량관련 서비스 협약을 맺으면, SC는 계량데이터(CAISO가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나

소유권은

발전소가

가짐)를

수집해서

실제정산용계량데이터(SQMD)를

CAISO에 제공한다. 수요반응제공자의 SC에게는 정확한 소비량이 실제정산용계량데이터
(SQMD)가 되고 배전된 에너지자원 중개업자의 SC에게는 정확한 소비 또는 생산량이 실제
정산용계량데이터(SQMD)가

된다.

SC는

해당지역규제당국(Local

Regulatory

Authprity:LRA)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배전관련 손실계상을 적용할 수 있다. SC는 LRA로부
터 승인된 부하프로파일에 필요한 권한을 획득해야한다. CAISO에 제출하는 계량데이터의
무결점성을 유지하기 위해 SC는 SQMD 계획서를 제출하고 CAISO는 SC가 시장에 입찰하
기 전에 SQMD 계획서를 승인해야 한다. CAISO는 SQMD 계획서를 검사할 권리를 보유하
고 CAISO의 검사결과에 따라 SC는 SQMD 계획서를 수정해야 하거나 또는 벌칙을 받는다.

SC는 계량기가 해당지역규제위원회(LRA)에서 규정한 계량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또는
CAISO가 정한 기준값 인정 기준에 충족하는 지를 자체적으로 승인한다. 적어도 매2년 계량
시설과 계량데이터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SC가 직접하거나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수행한다. CAISO는 CAISO나 CAISO인가를 받은 검사관이 SC에 의한 계량시설과 계량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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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검사와 시험할 권리를 보유 한다. SC는 SC관할 기관인 해당지역규제위원회나, SQMD
계획서 또는 CA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시설이 인가되었다는 문서로 된 확인서를
CAISO의 요청을 받은 5일 이내에 CAISO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지역규제당국(Local Regulatory Authority:LRA)의 보안 및 유효화절차 승인을 받기위
해서 SC는 해당지역규제당국으로부터 보안, 검증, 편집, 평가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CAISO는 SC로부터 실제정산계량데이터(SQMD)에 대한 VEE(검증, 확인, 편집)을 수행하지
않는다.

SC는

전력공급회사(Utility

Distribution

Company:UDC)와

TO(Transmission

Owner:TO)로부터 계량데이터의 검증, 보안 그리고 계량시설의 검증과 시험과 관련된 동의
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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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SO 정산규정」(CAISO Tariff)71)에 따른 CAISO가 계량한 기관(ISOME)와 계획코디
네이터(Scheduling Coordinator:SC)가 계량한 기관(SCME)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58> ISOME 업무분장표
구분

업무 내용

- 새자원실행(NRI)시간표에 따른 모든 계량관련서류 유효화
- 계량기배치정보를 내부계량수집시스템에 등재
EDAS

- 계량통신설치
- 동조화관련 테스팅지원:각 계량기와 직접통신이 불가한 경우, ISO
인가검사관으로부터 수기형식(Hand Held Format)의 정보요청가능함
- 상업운영(COD)에 필요한 준수인증서 발급및 계량데이터유효화 수행

- 새자원실행(NRI)시간표에 따른 계량관련서류제공
- 인가받은 계량시설내에 계량기를 설치/프로그램하는 외부현장직원
ISOME

은 게량기를 검증하는 ISO인가검사관과는 다른 사람임을 보증
- ISO와 계량통신이 작동보증
- 문제해결과 테스팅을 위한 ISO 현장지원팀 안전보장
- CAISO의 정산 및 사업실행매뉴얼 준수 보증

- MSVS를 작성해서 검토를 위해 ISOME에 제출
- 계량시설의 테스팅과 검증수행
ISO인가검사관

- read-write 암호를 사용한 계량기 프로그램화 보증
- 가능하면, 수기형식서류(HHF)를 작동테스팅2일내에 EDAS에게 이메
일로 전송

CAISO는 인가받은 검사관의 명단을 발표72)한다.

71) http://www.caiso.com/Documents/ConformedTariff-asof-Jan1-2019.pdf
72) http://www.caiso.com/Documents/ISOAuthorizedInspect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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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획코디네이터(Scheduling Coordinator) 업무
구분

업무 내용
- SC가 SCME를 위해 시장에 입찰하기 전에 SQMD계획서 승인
- SC나 SCME가 SQMD 계획서를 준수여부를 검사할 권리보유
- SQMD계획서 검사후에 수정요구할 수 있음
- SQMD계획서에 대한 수정요구를 거부할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SCME를 ISOME로 전환시킬 수 있

CAISO

음
- SC나 SCME에 의한 SQMD 체계의 접근권리에 대한 전권을 지님
- 지역규제당국의 필수요건을 따르는 SC나 SCME의 계량설비나 계량데이터절차를 CAISO나 CAISO
의 인가받은 검사관이 검사 및 테스트가능함
- SC로부터 받은 정산용게량데이터에 대한 VEE는 실행하지 않음

- SC가 대표하는 SCME의 계량데이터수집
- SC가 대표하는 발전자원, 수용반응제공자, 중개업자등에 대한 CAISO 요건에 맞게 정산용계량
데이터(SQMD)를 CAISO의 인가받은 계량데이터교환형식에 맞추어 CAISO에 제공
- 5분, 15분, 60분 간격으로 계량데이터(kWh, MWh)제공
- 지역규제당국(LRA)의 승인이후에 손실요소를 계량데이터에 적용가능함
- 지역규제당국으로부터 부하프로파일(Laod Profile)인가를 획득해야함
- 계량데이터전송
- 정산기간에 CAISO에 실정산계량데이터를 제출
- 교역개시후3일내에는 CAISO에 의한 추정치에 기초해서 정산이 됨
SC

- 지역규제당국 또는 CAISO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익용계량기설치보증
- SQMD 계획서 제출
- SCME의 계량기는 지역규제당국 또는 CAISO가 정한 승인기준을 준수함을 보증
- 매2년마다 SCME의 계량설비/계량데이터를 검증하고 테스트함
- 필요시 SOMD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역규제당국에 의한 SCME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이를 즉각

CAISO에 문서로 보고하고

SQMD 계획서에 이를 포함
- 지역규제당국에 의한 기준이 없는 배전자원중개업자의 계량설비는 CAISO 사업실행매뉴얼
(CAISO Business Practice Manual) 또는 SQMD 계획서에 설정된 디폴트 승인 기준에 따르고 있
음을 자체 검증
- CAISO의 문서로된 요청이 있으면 5일이내에 SCME의 계량설비는 지역규제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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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계획코디네이터(Scheduling Coordinator) 업무(계속)

- 기준 또는 SCME의 SQMD계획서 또는 CAISO 사업실행매뉴얼을 준수확인서를 문서로 제출
- SC는 지역규제당국으로부터 안전 및 VEE 과정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

SC

- SC는 SCME가 사용할 전기배전회사(Utility Distribution Company:UDC)나 전송시스템운영자
(Transmission Owner:TO)로부터 필요한 동의 획득

- 연례적으로 자체 평가수행해서 SQMD 계획서를 준수했음을 문서로 CAISO에 보고
- 계량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나 SC에 의한 명시적 허가 이후에 제3자 사용가능

SCME

- 지역규제당국이나 전기배전회사는 SCME에 정산용계량기정보를 요청하면 SC는 이 정보를 CAISO
가 정한 형식으로 5일 이내에 CAISO에 보고

「CAISO 정산규정」에 따른 계량데이터획득 및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별의 업무는 다
음과 같다.73)
<표 61> CAISO 참여 기관별 업무
구분

업무 내용
- ISOME의 계량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CAISO

- SCME가 제출한 계량데이터를 감독
- 정산용계량데이터시스템 (SQMDS)에 SQMD를 등록

SC

SCME

- SCME인 발전소 또는 부하서비스제공자(Load Serving Entity)를 대표하고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의 SCME를 대신해서 계량데이터를 CAISO에 제출
-「CAISO 정산규정」의 10장에 규정된 제출기준에 따라
SQMD를 SQMDS에 제출
-「CAISO 정산규정」에 따른 계량설비의 준수확인서를 유지

ISOME

- 계량데이터수집을 위해 계량기와 ISO간 통신 보장
- 정산계량데이터(Revenue Quality Meter Data:RQMD) 활용도 유지

CAISO는 인가받은 검사관이 되기위한 지원 및 갱신과 관련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74) 이
절차를 통과한 인가받은 검사관에게 CAISO는 신분증과 계량기 봉인지, 검증스탬프발급과
관련된 안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73) http://www.caiso.com/Documents/5740.pdf
74) http://www.caiso.com/Documents/5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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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검사관 지원 및 갱신 절차
구분

업무 내용

계량관리자

- 계량검사관계약서(Meter Inspector Agreement) 서명
- 지원서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지원자를 접촉

EDAS

- CAISO 인가검사관 시험운영(출제, 결과통보)
- 검사관에게 검증스탬프와 계량기봉인지 발급
- 지원서 제출

지원자

- 시험통과(1년에 최대 2번까지 시험응시가능)
- 계량검사관계약서서명
- 추가봉인지를 수급위해 ISO연락

검사관

- 신분증 갱신(만료30일전에 EDAS에 통지)
- 검사관 사임시 검증스탬프, 계량기봉인지, 신분증을 EDAS에

보안팀

반납

- 신분증 발급

가. CAISO 계량서비스 업무
CAISO로부터 인가받은 검사관75)의 계량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취급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한다.

<표 63> CAISO 계량서비스 업무를 위한 서류
기술관련서류
Ÿ

단선(하나 연결선) 도표

Ÿ

3선도표

Ÿ

설계 설명

Ÿ

판넬 도안

Ÿ

전선 도표

Ÿ

커뮤니케이션망

Ÿ

확인서

Ÿ

현장검증데이터 자료

Ÿ

관리서류

계량위임업무관련서류

Ÿ

프로그램 디자인 및 배열

Ÿ

설치 및 시험

Ÿ

전력 및 데이터 통신 현장 연결선 확인

Ÿ

설치완성서류

Ÿ

검증(inspection)

Ÿ

확인, 재확인, 봉인설치

75) https://trimarkassoc.com/wp-content/uploads/Trimark-CAISO-Revenue-Meter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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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은

3년마다

갱신이

요구되는

원격지능형게이트웨이(Remote

Intelligent

Gateway:RIG)를 점검하고 제3자 기술업체, RIG를 통해서 실시간 생산 데이터와 발전소 상
태를 CAISO에 보고하게 된다. 다음 [그림 20]은 CAISO의 계량기와 RIG이다.

[그림 100] CAISO 계량기와 RIG

나. 신규 발전소 등록 절차76)
CAISO 신규 발전소 등록 절차(New Resource Implementation:NRI)77)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진행된다.
① 자원그리드관리시스템(Resource Interconnection management System:RIMS)에 등록
② 등록번호 발급
③ RIMS에 발전소 상세 계획도 제출
④ 발전소 상세 계획도 비준되면 프로젝트 NRI 코드 생성(NRI 코드가 모든 서류에 사용됨)
⑤ 서류 제출 일정이 자동으로 부여
⑥ NRI 코드는 사용자접근관리자(User Access Administrator:UAA)의 승인
⑦ RIMS 사용자는 FNM(Full Network Model)의 진행과정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 파일을
탑재하고 상세계획도 편집이 가능함
⑧ RIMS UI를 통해서 발전소계획에 접근하여 필수서류를 탑재
⑨ 발전소 운영시기 조정

CAISO의 신규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76) NRI에 대한 한글 표현은 본 연구에서 임의로 부여한 것임
77) http://www.caiso.com/participate/Pages/NewResourceImplementation/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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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CAISO NRI 운영 과정

위 과정에 따른 상세 서류 제출 절차는 그리드동조(sync) 시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표 64> CAISO 신규 발전소 상업운영 절차
Bucket No.

기간(Sync)

1

84일전

Ÿ
Ÿ

단일/3선 도면, 통신 블록 도표,
원격정보게이트(Remote Intelligent Gateway:RIG)

2

84일전

Ÿ

계량기 배열(configuration) 작업시트

3

30일전

Ÿ

24/7 연락 서류 / 기본 확증 증명서 당국(Basic Assurance Certification
Authority)에 제출할 실행진술 확인서(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4

10일전

Ÿ

1-3이 완료되면, 지점 대 지점시험을 위한 현장 일정

Ÿ

계량기 및 현장검증 시트(Meter and Site Verification Sheet:MSVS) 접수
지점(Point of Receipt:POR) 계산
에너지데이터획득전문가(Energy Date Acquisition Specialist:EDAS)가 상
업운영날짜(Commercial Operation Date:COD)를 확인 → CAISO가 계량기를
등록

5

5 이후

6

1일전

-

-

제출 서류 및 일정

Ÿ

Ÿ

준수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COC) 발행됨
계량기는 유효한 실제로 기록된 데이터를 가져야 하며 원격전송을 위하여
72시간 통신 점검을 실시
시험운영

Ÿ

상업 운영

Ÿ
Ÿ

개별 ID 장치마다 별도의 NRI가 발급되며 계량기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장치 I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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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며

계량기배열도와

계량기

및

장소검증지(Meter

and

Site

Verification

Sheet:MSVS)가 요구된다. 연례계량기시험같은 계량기관리에는 일의 형태에 따라 계량기관
리표 또는 MSVS가 요구된다. MSVS와 계량기관리표는 계량검증이후 5일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계량기관련 서류의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진행되며 계량기봉인은 계량서류에 근거하여
허가된다.

제5장 미국 ISO 현황 요약 및 개선과제
분산전원(Distributed Energy Sources:DER)의 급증에 따른 계량기 설치 및 검증 및 관리
유지

및

계량데이터

제출과

관련된

데이터관리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미국

뉴욕

ISO(NYISO)는 2017년12월에 발표한 “NYISO계량데이터연구”(NYISO Meter Data Study)
를 진행했고 그 연구결과를 2018년9월에 정리 발표했다78).

현재

NYISO

계량에는

Commission:PSC)가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승인을 하는 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MDSP)와 실제적인 계량서비스

제공를 제공하는 계량서비스제공자(MSP)로 MDSP와 MSP는 제3자로 참여한다. 이러한 방
식은

미국내

다른

CAISO,

PJM,

MISO,

ISO-NE의

경우도

동일하다.

전송소유자

(Transmission Owners:TO)는 PSC에 의하여 MSP와 MDSP 권한을 부여받는다.

2017년 “계량데이터연구”(Meter Data Study)에서 계량서비스관련 NYISO 제안된 방식에
따르면, 계량서비스제공자(Metering Service Entities:MSE)는 NYISO에 매년 자체감사/준
수확인서(self-audit/compliance certificate)를 제출해야한다. MSE는 NYISO가 제시하는
자격요건필수요건을 제출하고 NYISO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NYISO는 MSE의 계량서비스
(계량기 검증 및 사용승인, 계량검증, 계량기시험설비 및 시험결과를 검사)와 계량데이터서
비스(검증, 평가 및 편집:Validation, Estimation, Editing:VEE)와 데이터중개 및 기준설정
을 위한 시스템계산 검사)에 따른 규범준수를 검증하고 검사한다. NYISO는 MSE가 수정한
계량데이터와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이런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NYISO는 MSE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보강을 해야할 것이다.

미국 ISO들의 계량기검증관련 ISO의 통제방식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 다음 [그림 22]와 같
다.
78) Michael Ferrari. “DER Meter Service Constructs for NYISO Market Participation”(Sep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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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미국 ISO들의 계량기검증관련 ISO의 통제방식

CAISO는 명령과 통제 시스템 활용하고 PJM은 출력제약서비스제공자(CSP)에 최종책임을
부여하여 문제발생시에 CSP는 시장으로부터 배제된다. ISO-NE는 PJM방식과 유사하여 문
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장참여가 유예된다.

계량데이터 감시방식을 보면, PJM은 기존의 배전회사와 함께 정산데이터 점검한다. 장점으
로는 배전회사의 지식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PJM 행정 소요는 감소하지만 단점으로는 배
전회사의 자료점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신뢰도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SO-NE의
자동화된 계량데이터관리의 장점은 효율적으로 계량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
점으로는 이를 위한 IT기반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CAISO가 취하는 방식인
행정절차에 따른 방식은 행정부담이 많으나 시장참여자들에게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꼼꼼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점검할 방
식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NYISO 발표자료의 기초자료인 2017년 12월에 발표된 “NYISO Meter Date
Study Final Report”79)는 미국의 ISO들중, PJM, ISO-NE, CAISO의 계량기검증관련 내용
을 비교연구하여 NYISO의 계량기 검증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각 ISO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PJM은 계량 필수요건을 정해주고, 계량서비스제공자들의 자체 검증 및 입증을 허용하지
만 이를 검사할 권한을 지닌다. 위의 [그림 24에서 나타나듯이, PJM은 ‘신뢰 그러나 무작
위 검사’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 ISO중에 계량서비스제공자들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PJM은 NYISO처럼 기존의 전력회사 뿐만 아니라, 출력제약서비스제공자
(Curtailment Service Provider:CSP)를 포함한 제3자가 계량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CSP는 계량기 데이터를 제출하고 계량기 데이터 정확도를 보장하는 시장
79) Paul M. Sotkiewicz. “NYISO Meter Date Study Final Report”(De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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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이다. PJM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미에너지표준위원회(North American
Energy Standards Board:NAESB)가 규정하는 검증, 평가 및 편집(VEE) 표준 준수를 요구
한다. PJM은 계량에 대한 제3자의 승인 또는 사전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PJM 계량
표준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CSP에 책임을 부여하며, 초기 등록시 기술 사양, 테스트를 포
함한 설치 시간 및 계량기 설치자 이름등 계량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PJM은 계량 및 관련
계량 데이터를 감사할 권한을 보유한다. CSP 또는 계량기 공급 업체 또는 계량 데이터 공
급 업체가 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량서비스제공자 또는 계량 데이터서비스업체가
될 수 없다. PJM은 기존의 배전회사(Distribution Utilities)가 정산을 위한 데이터 점검을
허용하며, 배전회사와 함께 비정상 데이터를 정리한다. 정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10%이
상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시 또는 정산관련 특이사항 발생시에 PJM은 배전회사와 함께
CSP를 조사할 수 있다. PJM은 기존의 배전회사와 함께 정산데이터와 계량데이터불일치를
점검할 수 있어서 데이터감시의 업무가 분산되고 PJM 인력의 업무부담이 낮다. PJM 계량
체제를 보면, PJM은 CSP와 CSP의 용역업체에게만 계량관련 필수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
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한 PJM의 사전 승인 절차는 없다. 그러나 CSP가 PJM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량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곧 PJM시장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에 CSP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 ISO-NE는 처음에는 계량필수요건을 정해주고 매년 독립기관에 의한 검사에 의존하였으
나 점차적으로 PJM과 유사하게 계량서비스제공자들의 자체 검증 및 입증을 허용하는 방식
으로 나아가지만, 계량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강력한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위의 [그
림 24를 보면 ISO-NE의 계량기관련 통제권은 PJM과 CAISO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ISO-NE도 다른 ISO처럼 제3자에 의한 계량관련서비스제공을 허용한다 CAISO의 계획조정
자(SC)와 유사한 수요지정기관(Demand Designated Entity:DDE)이 있다. DDE는 5-분정산
데이터를 ISO-NE에 보내고 ISO-NE의 급전지침을 발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ISO-NE는 주도적인 DDE가 계량 또는 계량데이터서비스 역할을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 ISO-NE는 ANSI 계량표준을 따르고 5분 간격으로 계량하고 데이터를
시장에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 ISO-NE는 현재는 계량 및 검증(M&V) 검사를 통해서 데이
터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계량기와 계량서비스를 연례적으로 검사
할 것을 요구한다. 제3자 검사는 ISO-NE에 의한 자체 검사를 보충한다. ISO-NE 연례 계
량 및 검증(M&V) 확인과 관련하여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변경 사유는 급전을 위해서는 연
례검사보다는 실시간 계량 및 검증을 통한 실시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ISO-NE는 실시간 정확한 데이터전송이 가능하고 비정상 데이터는 즉각적으로
ISO-NE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할 예정이다. 계량데이터점검은 시장참여자들의 책

- 302 -

임이다. ISO-NE는 주기적으로 계량과 데이터전송체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측
정 검증(M&V)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시장참여자나 ISO-NE에 의하여 문제가 있는
계량 데이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거나 발견되는 장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개사
업으로부터 배제되고 급전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다. ISO-NE는 계량 및 계량
데이터관련 독립적인 검사절차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시간으로 수요반응을 시장에 통합하기
위해 실시간 계량 및 검증(M&V)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량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시장참여 기회가 유예된다는 것이 강력한 동기로 작동할 수 있다.
ISO-NE는 실시간 계량데이터확보를 위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나갈 계획이다. 급전시 시장
참여유예 특히 전력부족시에 시장참여유예가능성이 계량이나 계량데이터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ISO-NE에는 계량과 계량데이터표준제시 및 감시체제와 관련된 규정과 인
센티브가 존재한다.

◦ CAISO는 발전회원사들(ISO Metered Entities:ISOME)을 위한 자체 계량서비스관련 훈련
과정과

확인/검증과정을

운영하지만

일부회원사(Scheduling

Coordinator

Metered

Entities:SCME)에게 자체 검증을 허용한다. 위의 [그림 24에서 나타나듯이, 조사대상 ISO
중에서는 계량기검증에 관련하여 가장 강력하게 ‘명령과 통제’의 권한을 행사한다. “NYISO
Meter Date Study Final Report”는 NYISO에게 ISO-NE와 CAISO 중간 쯤의 계량서비스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AISO도 기존의 전력회사와 제3자가 계량검사, 검증, 확
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지만, CAISO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계
량서비스업체는 CAISO에 지원서를 제출해야하고 CAISO가 출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한
다.80) CAISO는 PJM처럼 계량기가 ANSI C12 또는 C57.13 표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계량데이터 검증 평가 및 편집(VEE)과정은 캘리포니아 공공 서비스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따르거나 CAIS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ISO와는 달리 CAISO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VEE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CAISO에는 다른
ISO에는 없는 CAISO 시장에서 입찰이나 가격제시를 하고 CAISO에 계량데이터를 직접 제
공할 책임이 있는 계획코디네이터(Scheduling Coordinator:SC)가 있다. CAISO는 계획코디
네이터(SC)에게 정확한 계량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SC
의 시장참여를 유예하며 FER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벌칙과 제재를 SC에게 가할 수 있다.
SC는 계량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방식 및 시험하고 검사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계량데이터품
질정산(Settlement Quality Meter Data:SQMD) 계획서를 CAISO에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SC는 매년 자신의 SQMD 계획을 시행했음을 입증해야한다. CAISO는 다른 ISO보다 계량과
계량데이터관리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계량확인, 검증, 검사 및 검사관과 관련

80)

www.caiso.com/Documents/5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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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등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신뢰할 만한 시장참여자라는 평판을 받는 것이 SC나
다른 계량관련업체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 NYISO는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 NYPSC)가
정의한 계량서비스제공자(MSP) 및 계량서비스제공자(MDSP)와 관련된 항목을 참조하여 해
당 규칙을 채택하고 통합했다. 뉴욕주는 뉴욕 주 전력회사 외에도 제 3자가 소매 서비스에
대한 경쟁적인 계량 규칙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MSP 및
MDSP의 역할과 의무를 정의하는 규칙은 「뉴욕주 규칙 및 규정과 경쟁에서 전기 계량 제
공을 위한 뉴욕 관행 및 절차」(New York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the Provision
of Electric Metering in a Competitive Environment)81)에 명시되어 있다. NYPSC는
MSP 및 MDSP를 승인하고 현재 승인된 MSP 및 MDSP 목록은 NYPSC 웹사이트에서 확
인이 가능하다.82)

“NYISO Meter Data Study: Final Report”는 NYISO에 계량기 및 계량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계량데이터 계량 및 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M&V) 및 모니터링(Monitoring)
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의 배전전력회사(Distribution Utilities)의 계량기 활용하는
것이며, 장기 대책으로는 자동화된 모니터링 기기와 프로토콜 개발하는 것으로 초기에 IT
구축을 위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시간/경비/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

◦ 계량하기나 계량 서비스 표준을 강제하는 행정절차방식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시
장참여거부나 벌금 등의 인센티브가 표준준수를 강제하는 행정절차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제3자에 의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행정절차방식은 비용을 야기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인센티브방식보다 더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된다.

◦ 제3자에 의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식인 기존의 배전회사에게 계량관련 서비스업무를 계
속해서 맡기는 것의 장점은 이들의 지식과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ISO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겠지만, 단점으로는 이들에게 시장 문지기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발전
소들이 유연성과 계량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감소시킬
수 있다.
81) https://www.coned.com/_external/cerates/documents/elecPSC10/Addenda.pdf
82) https://www.dp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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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계량 및 검증(M&V)과 감시에 기존의 전력회사와 협업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동화된 감시도구와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IT기반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ISO-NE가 추구하는 방식은 전
력회사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방식이다.

◦ 계량과 계량데이터 표준을 강제하는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인센티브를 활용하라.

PJM이

실행하고 있으며 ISO-NE가 나가려는 방식인 벌칙을 부여하거나 시장참여를 유예시키는 방
식은 계량관련 행정력을 동원하여 표준을 강제하는 NYISO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특히
ISO-NE는 계량과 계량데이터관련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참여를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활용하고 있다.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로 하는 CAISO방식은 인센티브방식보다 추가
적인 인력과 구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제6장 미국 ISO 계량서비스 현황 요약 및 개선 제안 요약
위에서 미국의 ISO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미국 ISO 계량시스템 검증 및 관리 현황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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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미국 ISO 계량시스템 검증 및 관리 현황
PJM

ISO-NE

기본방침

자율 → 무작위점검

자율검증 및 입증 →
연례점검

자율 및 감독

명령과 통제

3자 MSP
참여허용

허용(자체검증포함)

허용(자체검증포함)

허용

허용

계량 및
검증(M&V)
감시 전략

전력회사의 도움을
받는 지역전송
소유자(RTO)가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

ISO-NE가 주기적으로
자동화를 통한 점검

NYISO가 용량측정
참관 및 검증

불필요

MSP/CSP 자격 박탈

발전소가
시장으로부터 제거

제재나 재정적인
벌칙/
시장참여유예/영구자
격박탈

FERC의 승인에 의한
벌칙과 제재

규범
미준수 시
벌칙

NYISO

CAISO

§

규범준수를
감시하는
행정절차

RTO의 검사에 따름

ISO 검사와
추가적으로 독립적인
검사기관에 의한
연례 M&V 검사 →
검증시스템으로 변경
예정

FERC 및
시장감시부서에 보고

§

ISO가 제3의
기관을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일부회원사(SCME)
들은 1년에 두 번
자체 검사와
입증절차 요구

미국 ISO 계량시스템에 대한 개선 과제로 제시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66> 미국 ISO 계량시스템 개선 과제
단기/행정절차를 통한 대책
§

배전전력회사(Distribution Utilities)

§

발 초기에 IT 구축을 위한 경비와 시간

의 계량기 활용하는 것으로 전력회사의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 이후

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나, ISO

에는 효율적으로 시간/경비/인력 활용

나 발전사 역할에 한계
§

이 가능

제3자에 의한 계량 및 계량 서비스 표
준준수를 강제하는 행정절차방식은 비
용을 야기하고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

장기/인센티브제공을 통한 대책
자동화된 모니터링기기와 프로토콜 개

§

표준을

강제하는

행정절차방식보다는

시장참여거부나 벌금 등의 인센티브 제
공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제1절 호주 AEMO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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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EMO 계량 관련 개요
다음 [그림 23]은 호주전기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그림 103] 호주전기시장 작동 흐름도

호주의 AEMO(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는 2020년 6월에 확정된 「국가전기
규정 141판」(National Electricity Rules(NER), Version 141)의 7장83)에 계량기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시장 참여자(Financially Responsible Market
Participant:FRMP)는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결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야 한다. 연결점은 계량기설치 지점이고 계량기 설치 지점은 AEMO에 등록된다. 계량코디
네이터(Metering Coordinator:MC)가 연결점과 관련해서 지정된다. 계량코디네이터(MC)란
계량기 준비, 설치, 관리에 관한 책임자로서 계량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계량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옮기고 보관하고 규정에 맞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계량코디네이터가
계량서비스제공자(metering provider)를 임면할 수 있으며, 계량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계
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metering data provider)를 지명해서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시장 참
여자에 알려준다. 등록 전에 연결점과 관련해서 국가계량기식별ID(National Metering
Identifier Procedure:NMI)84)를 획득해야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AEMO는 시장참여
83) https://www.aemc.gov.au/sites/default/files/2020-06/NER%20-%20v141%20-%20Chapter%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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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는 계량코디네이터가 규정(NER)에 따라 인가된 계량기를 준비하고 설치하고 관
리하고 원격통신이 사용되는 경우, 원격통신망과 연결되는 통신인터페이스 설치 및 관리 계
량기의 변경이나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보는 (요청되면) AEMO에 제공한다. 계량데이터서
비스와 관련하여, 계량코디네이터는 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를 지명하고 원격획득이 불가능
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다.

계량서비스제공자 자격요건과 등록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절차에 따라서 AEMO에 의하여
승인받고 등록된 자로서 AEMO는 계량서비스제공자 승인을 위한 필수요건을 서비스절차목
록에 포함해야 한다. 계량서비스제공자는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절차와 규정에 정한 규칙들
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발전사업자는 계량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해서
는 안된다. 시장고객은 어떠한 연결점에서도 계량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해서는 안된다.

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 자격요건과 등록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절차에 따라서 AEMO 의
하여 승인받고 등록된 자로서 AEMO는 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 승인을 위한 필수요건을
서비스절차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는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절차와
규정에 정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발전사업자는 계량데이
터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시장고객은 어떠한 연결점에서도 계량데이터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통신네트워크관리자(Embedded Network Manager)의 자격요건과 등록은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절차에 따라서 AEMO 의하여 승인받고 등록된 자이다. AEMO는 통신네트워크관리자승
인을 위한 필수요건을 서비스절차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통신네트워크관리자는 규정에 의하
여 인가된 절차와 규정에 정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AEMO는 승인되고 등록된 통신네
트워크관리자 명단을 유지하고 출판해야 한다.

AEMO는 계량서비스제공자/계량데이터서비스제공자/임베디드네트워크매니저85)를 등록을 해
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조항들의 3등급이상 심각한 위반한 경우는 경고로 다뤄지면 그리
84)
https://www.aemo.com.au/Electricity/National-Electricity-Market-NEM/Retail-and-metering/-/media/EBA9363B984841079712B
3AAD374A859.ashx
85)
https://aemo.com.au/energy-systems/electricity/national-electricity-market-nem/market-operations/retail-and-metering/a
ccreditation-and-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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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장 심각한 단계의 위반인 ‘실질적 위반’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해지된다.

계량코디네이터와 AEMO는 설치계량기에 대한 점증,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AEMO는 7
일전에 계량코디네이터에게 검증 또는 시험일정 및, AEMO의 대리인의 이름을 통지한다.
검사 결과는 관련자들에게 통지해야하고 AEMO와 계량코디네이터는 자료를 저장하고 비용
은 계량코디네이터나 또는 시험을 요청한 당사자가 지불한다.

미준수 결과86)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코디네이터는 즉시, AEMO에게 오류와 오류 기간을
통지해야하고 AEMO와 합의된 시간 계획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AEMO
는 오류를 고려하여 계량데이터에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다. AEMO는 규정준수를 확인하
기위해 계량기설치에 대한 주기적인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AEMO가 계량코디네이
터(MC)의 합리적인 보안과 안전필수요건을 준수하고 AEMO의 검사 통지를 2일 전에 받는
다면, 계량코디네이터(MC)는 무작위 검사를 위한 계량설치점에 대한 AEMO의 무제한적 접
근을 보장해야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AEMO는 계량기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EMO는 2018년12월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표준정산(Global Settlement:GS)제도
를 실행하여 정산관련 분쟁을 해결한 것에 이어서 에너지 시장의 즉각성과 신속성을 강화하
기위해 2021년7월1일부터 5분 정산(5-Minute Settlement:5MS)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계량서비스제공자의 승인절차 변경할 예정이다. 계량변경계획은 계량기설치 및
구성/계량데이터전송/시장정산

및

전송솔루션(Market

Solutions:MSATS) 상비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포함한다.

86) 규정(NER)에 따라 민법처벌조항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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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and

Transfer

[그림 104] AEMO 작동 방식

3. AEMO 계량절차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시장참여자(Financially Responsible Market Participant:FRMP)가 계
량코디네이터(Metering Coordinator:MC)를 지정하면 MC는 AEMO가 승인하는 국가전기시
장(National Electricity Market:NEM) 규정을 준수하는 정산계량기를 설치한다. 네트웍서비
스제공자(Network Service Provider:NSP)는 시장정산 및 전송솔루선(Market Settlement
and Transfer Solutions:MSATS)에 국가 계량기 식별절차(National Metering Identifier
Procedure:NMI)에

따라

국가계량기식별ID를

생성하고

호주에너지규제위원회(Australia

Energy Regulator)의 승인을 위해 배전손실요소(Distribution Loss Factor)를 신청한다. 이
에 등록 ID를 생성 및 변경하고 등록효력 전에 발전소 전기 생산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요
구되는 정보는
도,

하나의 연결선 다이아그램(Single Line Diagram:SLD), 실제적인 상세 연결

계량기설치도면,

연결점이

연결되는

전송점(Transmission

Mode),

한계손실요소

(Marginal Loss Factor:MLF) 적용가능– MLF를 계산하기 위해 발전소 프로파일이 요구됨,
측정계기의 정확성 등급을 확인하기 위한 전압변경기(Voltage Transformer:VT)와 변류기
(Current Transformer:CT) 시험 확인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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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캐나다 온타리오 IESO 현황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IESO(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의 「시장 규정(」
Market Rules) 6장 도매시장 계량과 IESO의 「시장지침서 제3권: 계량개관」(Market
Manuals Vol.3: “Metering Overview”)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와 IESO의 책임이 각각 구
분되어 있다.

<표 67> 책임의 분리
시장 참여자 책임

IESO의 책임

계량기 설치
Measurement Canada Approved
Equipment

계량된 데이터
통
통신 시설

신

운반체

통신 시설

수집된 데이터

정산과정

개별발전소인 계량기가 설치된 시장참여자(Metered Market Participant:MMP)에게 하나의
등록된 계량기가 할당되는데, MMP가 계량기 설치책임을 진다. MMP는 IESO에게 계량기를
설치할 계량서비스제공자(Metering Service Provider:MSP)를 통지한다. MMP가 MSP가
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다. 인가된 MSP의 목록이 IESO 사이트에 공시된다.

계량기가 설치된 시장참여자(MMP)가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계량기설치에 책임지며 계량데
이터의 정확성을 책임지며 계량서비스제공자(MSP)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IESO는 계량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인 MV-90을 통하여 매일 계량데이터를
수집하여 이 계량데이터를 처리(VEE)하고 MSP에 계량문제보고서(유효기준에 미달한 데이
터)를 발행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계량데이터로
부터 나오는 정산서를 제공한다.

계량서비스제공자(MSP)는 계량기설치를 등록하고 유지관리하며 IESO가 발행하는 계량문제
보고서에 응답하고 계량관련 문제를 조사하여 편집된 계량데이터를 제공하고 필요시 수정요
소를 IESO에 제공한다.

IESO의 계량관련 서비스 연계도는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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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캐나다 IESO 계량 관련 서비스 연계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IESO는 MSP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87)를 운영하고 있다.

제1장 IESO MSP 등록을 위한 사전 점검
IESO는 「시장규정」(Market Rule)88)에 계량설치필수요건, 계량기설치, MSP, 계량설치등
록 및 계량등록부, 계량설치 테스트 및 점검하기, 계량설치 및 데이터보안, 정산절차를 위한
계량데이터처리문제, 계량설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Market Rule에 따르
면, IESO 인가 계량기로서 두 개의 계량기가 설치되면 그증 하나는 ANSI C12.20의 0.2%
정확도를 능가하거나 충족하는 수익용계량기이다. 장비변환기는 ANSI C57.13의 0.3%정확
도를 능가하거나 충족하는 전류/전압변환기여야 한다. IESO에 의한 정확성 및 보안성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흐름이 쌍방향이면 각 방향별로 별도로 등록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한다. 계량데이터를 IESO가 정한 방식으로 원격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적어도 35일
간 계량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시장규정」의 6장의
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87)
http://www.ieso.ca/en/Sector-Participants/Meter-Registration/Register-as-a-Metering-Service
-Provider
88)

http://www.ieso.ca/Sector-Participants/Market-Operations/Market-Rules-And-Manua
ls-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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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의 필수요건은

「시장규정」에 명시된

조항에

의하여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한 ISO 9001 인증서를 받거나 IESO에 의한 체계
및 절차 검사(Systems and Procedures Audit)89)를 거쳐야한다. ISO9001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IESO에 의한 체계 및 절차 검사를 거쳐야 한다. IESO는 MSP가 다음과 같
은 서류 및 절차(Systems and Procedures Audit)를 준비하는 방식을 점검한다.

◦ 서류작업준비방식: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인장을 받는 작업서(장소특정손실 및 계량오류교
정) 제공방식, 계량지점관련서류, 단선다이어그램, 계량오류교정서류처리방식, 계량점에 대
한 최신 정보제공방식을 점검한다. 또한 MSP가 계량기 설치지점, 변경, 위임결과, 계량기측
정인증서, 장비변환기, 상세한 등록기록 및 안전 및 봉인 세목, 캐나다인증계량만료일,
IESO와의 시험 결과 및 날짜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 유지하는 방식도 점검한다. MSP는 이
와 관련된 예시들과 제안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 직원자격증등록: MSP 직원들의 자격관련 서류(IESO에 의하여 인증되는 기관에 의한 계
량학교가격증(meter school certificate)및 인증받은 전기및 전자 관련 졸업장/자격증 및 각
가의 직무관련 경험 및 직무훈련 및 날짜)를 점검한다.
◦ 계량장비작동방식: 모든 계량장비가 제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상황표
집, 사건일지, 다이얼백일지, 벡터프롯다이어그램)을 점검한다. 저장 및 전송 및 설치하는
동안 품질보증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 휴대용테스트장비기록: IESO는 MSP의 휴대용테스트장비기록을 유지관리여부를 결정한
다. MSP는 장비의 시리얼넘버와 시험날짜를 보여주는 장비 일지와 국가기준에 따라 장비의
시리얼넘버와 용량측정일지 및 제조사의 최신 매뉴얼을 IESO에 제공해야 한다.
◦ IESO는 MSP가 현장에서 kW로는 5%이내, kVAR로는 1% 이내로 계량기의 정확성을 테
스트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한다. IESO는 계량설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 전화로 해결
하는 절차를 점검한다. 즉, 매뉴얼유무, 처리절차, 해결처리방식 및 날짜 기록, 명시된 기간
내에 계량설치관련 수리 및 교체일지, VEE절차 지원을 위한 계량데이터편집절차를 IESO에
제안한다.
◦ 계량데이터 복구: MSP는 IESO 계량데이터베이스에 계량데이터제공절차를 제공하고 계량
데이터복구 관련하여 사용 중인 장비나 다른 장비를 제안한다. MSP는 IESO에 제출한 계량
데이터와 원격으로 복구된 데이터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과 새로운 장비설치나 교체 및 오류
발생동안에 장비변환기, 계량기, 데이터일지를 준비나 통신장비를 준비하는 방식을 보여줘
89)
http://www.ieso.ca/en/Sector-Participants/Meter-Registration/Register-as-a-Metering-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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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또한 IESO는 MSP가 분실 또는 파괴된 기록복구 방안, 백업자료유지방안, 현장외
다른 장소에 기록을 저장하는 방안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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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럽(EU) 현황

제1장 개요
2015년에 발행된 “CMS Expert Guide to Electricity”90)에 따르면, 에너지규제담당자 협력
기구(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ACER)가 유럽전역의 규정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유럽네트워크법(Europe Network Codes)을 제정했다. ACER은 재생
에너지 확충, 공급안전 및 국경간 더 나은 연결성을 허용하는 경쟁력 강화, 인프라 현대화,
재생에너지확충, 그리드안정성과 공급 안전확보, 경쟁으로 통한 비용절감, 새기술도입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럽단일내부시장(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IME)의 설립을 위한
공개경쟁, 수직적으로 통합된 설비(Vertically Integrated Utilities:VIU)의 소유권 분산
(unbundling)이 ACER의 우선적 목표이다.91)

ACER와 더불어 전기 TSO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ENTSOE)가 국경간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표준화된 네트워크
규정을 제정했다. 2011년의 「유럽에너지우선순위보고서」(2011)에 따르면, 2014년까지 완
벽한 유럽내부에너지시장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상호연결과 국경간 무역을 개선하기 위하
여, 고립된 에너지 섬(Energy Island)을 제거하며 에너지효율성을 강화하고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및 루트의 확장 및 다양화와 구매계약에 대한 중앙집중적 협
상을 목표로 하였다. 유럽내부전기시장구축을 위해 1996, 2003,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에너지패키지지침(Energy Package Directive:EU회원국들의 실행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지
님)을

제정하여

소유권을

분산하고

기후와

에너지

패키지(Climate

and

Energy

Package:2020 Package)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68> IME(유럽역내전기시장: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지침
구분

내용

1차에너지패키지

1. 기능적 분산(별도 사업체)요구

(1996)

2. 대륙의 인프라통합을 위한 전유럽에너지네트워크 안내지침제정

90)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electricity
91) Mallika Chawla and Michael G. Pollitt. “Global Trends in Electricity Transmission System
Operation: Where does the future lie?” The Electricity Journal. Vol. 26, Issue 5(June
2013): 65-71.
https://www.eprg.group.cam.ac.uk/wp-content/uploads/2014/01/Draft-Working-Paper-MC.pdf. 소
유권분산방식(unbundling)과 중앙집중적 방식(VIU)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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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너지패키지

1. 기능적 그리고 법률적 분리요구(별도 사업체는 별도 업체 운영)

(2003)

2. 2003년 국경간 규정
1. 기능적, 법률적, 회계상 소유권분산요구, 투명한 정산, 계약정보 소

3차에너지패키지
(2009)

비자보호수단
2. 2009년 국경간 규정
3. ACER 9호 제정
- 전기 TSO 유럽 네트워크(ENTSO-E) 설립

제1차에너지패키지에 따라, 발전소건설은 승인과 경쟁적인 입찰 사이 선택이 허용, 제2차에
너지패키지는 승인받은 발전총용량이 공급 안정성을 보장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 절차를 제
한, 제3차 에너지 패키지는 2020재생에너지 탄소방출감축에 관한 승인절차기준과 큰 화력
발전소의 유독가스방출을 제한하기위한 방출한계값을 설정하었다. 제3차에너지패키지에 따
르면, 소비자는 보편서비스를 받는다.

IME지침에 따라, 국가 규제기관(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NRS)설립되었다. 제3차
에너지패키지는 시장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규정 실행과 관련하여 공적 사적 기관이나 정
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단일한 상위 담당 기관의 설립을 요구했다. 국가규제
기관(NRS)은 제3차에너지패키지나 NRS나 ACER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
과한다. TSO와 수직적 통합운영시설(Vertically Integrated Utilities:VIU)에 대한 벌금은
그 회사 수익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ACER은 NRS를 감독하고 제3차에너지패키
지 준수여부를 감시한다. 제3차에너지패키지는 지능형계량기의 사용 및 설치를 ‘강력히 권
고’하고 스마트그리드표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도매에너지시장무결성과 투명성 규정
(Regulation on Wholesale Energy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cy:REMIT)에 따라,
보고 및 등록 필수요건을 통한 시장감시,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금지 및 내부정보출판의무
를 통한 시장 오용감시기구의 작동 및 ACE와 NRS에 의한 조사 및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제2장 국가별 현황

가. 네덜란드 현황
네덜란드에서는 2013년4월1일자로 ‘소비자 및 시장담당공사’(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ACM)가 에너지규제기관으로서 계량데이터를 관리하고 계량장비를 검증하고 부실
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ACM가 요금제구축, 전기전송 및 배전, 「E-법」

준수여부

를 감독하여 미준시 벌금을 부과하고 전기시장감시도 수행한다. 1998년 네덜란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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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Electricity Act)에 따르면, 적절한 규정을 준수하는 전기계량기보유책임은 관련사업체
에 있다. 설치작업은 국가소유 고전압 TSO인 Tenne T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사와의 계약
을 통해서 수행된다. 「E-법」은 전기 발전 전송 공급 관련하여 ACM의 연결망 법
(Network Code), 측량법(Measurement Code 및 데이터교환), 시스템법(System Code),
정보법(Information Code)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규정사무실’(Office for Energy
Regulation:DTe)에 의하여 2004년 3월1일자로 효력을 지니는 수정 「전기측량코드」
(Electricity Measurement Code)에 의하면, Tenne T에 의하여 계량 관련 책임자로 허가
받은 계량회사92)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계량 책임(계량데이터기록 및 제출)은 사업담당
자에게 있다. 사업담당자는 이 책임을 계량책임자로 인정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하다. 2012년7월20일자 「E-법」(E-ACT)에 의해 필수요건 해제작업이 진행중이다. DTe
에 따르면, 5MW초과 발전용량 발전소는 생산전개량에 대한 최신정보를 고전압국가관리기
관인 Tenne T에게 통보하면 Tenne T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수급균형을 맞추기위
해, Tenne T에 15분간 증가하는 입출력을 보고한다. Tenne T는 수급균형담당자(Balance
Responsible Patry:BRP)를 임명한다. Tenne T는 계량책임자와 수급균형담당자(Balance
Responsible Party:BRP)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BRP은 배전 하루 전에 전력수급정보인
E-Programme(배전당일 15분 간격으로 전기수급량을 결정)을 TSO인 Tenne T에 전달한
다. 불균형 발생시 BRP은 불균형시장(imbalance market)에서 전기 구매가 가능하다.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Tenne T는 BPR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그리드 혼잡을 경험
해서 그리드를 확장하려는 중이다.

“CMS guide to electricity-The Netherlands”93)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기시장은 2004년7
월달부터 자유화 및 사영화가 진행되었다. 5개의 큰 회사(Essent-RWE, Nuon-Vattenfall,
Eneco, E.ON, Delta, Electabel)와 분권화된 소규모 발전소가 전기 생산하면 고압(110kv이
상)은 국가소유 TSO인 Tenne T에 의해 전송된다. E-법」에 의해 전송및 배전 망(7개의
DSO-저압) 운영(엄격한 공공의 통제필요)은 국가나 담당지역당국이 직간접으로 소유하여
사유화를 금지한다. 위의 5개 큰 회사가 소매시장에서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소유권 분
산(unbundling)은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효과적 효율적인 규제기관운영 가능하게
한다.

발전허가(generation license)는 필요하지 않으나 발전소개발업자는 환경 및 토지 관련 동
의 획득이 필요하고, 그리드 운영자는 ACM이 정한 조건과 요금을 준수하여 전기를 전송할
92) https://www.tennet.eu/electricity-market/dutch-market/mrp-register-electricity/
93) Cecilia van der Weijden. “CMS guide to electricity-The Netherlands”(Sept., 2015).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a6f2952-13fc-4c3b-b6c0-11cd72d3e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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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Tenne T는 법률이 정한 사용자연결, 전기전송, 고전압그리드관리 및 그리드
의 안전 및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CM은 Tenne T의 요금계산방법을
3-5년마다 정한다. 요금은 매년 TSO의 제안에 기초해서 ACM이 결정한다.

계량 회사는 전기 및 가스 계량기를 공급,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전력 및 가스 소비 데이
터를 수집하여 그리드 관리자에게 보고하면, ACM은 그리드 관리자와 그리드 사용자 사이
의 배열을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 코드를 작성하여 계량 회사 인증 및 연결 등록에 포함시
킨다. 계량 회사로 인증을 받으려면 ACM의 전기측정법(Electricity Measurement Code)에
따른 필수 요건94)을 충족시켜야하며, Tenne T가 평가하고 인증해서 Tenne T의 등록부에
기록한다.95) 계량 회사는 해당지역 연결망 운영자가 관리하는 연결 등록부에도 등록되는데,
등록부에는 가스 및 전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가 포함한다.
계량기판독방법 및 데이터유효화방법 및 지역그리드관리자에게 데이터 전송방법을 포함해서
계량데이터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Electricity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96)에 따르면, 전력생산관련 규정을 보면, 원칙
적으로는, 발전시설건설전에 허가절차와 공간활용계획절차 및 여러 가지 허가와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환경허가, 물허가, 자연보호관련허가, 동식물관련위임장,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촉진
하기위해

관련절차를

통합하여

절차간소화

및

최소화하는

국가조정규정(National

Coordination Regulation)이 제정되었다. 「E-법」에 따라 TSO와 DSO는 그리드연결 제공
의무가 있다. EU의 2009년에 개정된 “제3차에너지패키지‘에 따라, 네덜란드의 ACM에 의
하여 2012년 7월달에 새로운「E-법」이 제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관련한 제도로는, 보조금제도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생산촉진(Stimulation of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SDE+)제도와 2013년 체결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
너지협약(Energy Agreement for Sustainable Growth)등이 있다.

나. 독일 현황
“Electricity Regulation in Germany: Overview”97)에 따르면, 독일의 「에너지산업법」
94) https://wetten.overheid.nl/BWBR0037946/2020-01-01
95) https://www.tennet.eu/electricity-market/dutch-market/metering-responsibility/
96) Sophie Dingenen and Sharon van de Kerkhof. “Electricity Regulation in
Netherlands”(Nov., 2018).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3b6b42e-fd53-42d0-aba9-9727f602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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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nergiewirtschaftsgesetz, EnWG)은 전력 부문에서 주요 규제 체제를 설정하고 소유권
분산(Unbundling), 전기 네트워크 및 그리드 연결에 액세스, 네트워크 요금 계산 등을 규제
한다. 「에너지산업법」은 또한 고객에게 전기 공급 (특히 소위 "기본 공급")과 그리드 계획
및

건설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다.

해상

풍력

시설

개발은

「해상

풍력

법」

(Windenergie-auf-See-Gesetz, WindSeeG)에 의해 규제받는다. 재생가능에너지자원에서
나오는

전기의

Feed-in

및

보상은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기에 대한 특
별 feed-in 요금을 규정한다. 2014년 재생 가능 에너지 법 개정에 따라 feed-in 요금은 특
정 크기 미만의 신축 플랜트에 대해서만 부여한다. 육상(onshore)와 해상(offshore) 풍력,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및 특정 바이오 매스 발전소의 경우 2017년에 feed-in 요금 대신 새
로운 입찰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열병합 발전소(CHP)에는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한다.

독일의 발전(Generation)은, RWE, E.ON/Uniper, Vattenfall 및 EnBW 등 4 개의 대규모
전기 생산 회사가 담당하는데, 이들의. 2016 년 기존의 전기 생산 (재생 가능 에너지 제외)
시장 점유율은 69.2 %였습니다. 이는 Vattenfall의 갈탄 사업이 LEAG에 매각되어 2015
년 72.8 %의 시장 점유율에서 감소/ 2018 년 초, E.ON은 Uniper (E.ON의 기존 전력 생
산 자회사)의 지분을 Fortum에 매각하였다.

전송(Transmission)과 관련하여, 독일에는 현재 자신의 전송자산을 소유한 4개의 전송 시
스템 운영자(TSO)가 있다: 50Hertz GmbH (독일 동부 및 함부르크), Amprion GmbH
(North Rhine-Westphalia, Rhineland-Palatinate, Saarland 및 Hesse and Bavaria 일부),
Tenne T TSO GmbH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니더 작센, 브레멘 및 헤세 및 바이에른 지
역), Transnet BW GmbH (바덴 뷔 르템 베르크 주).

배전(Distribution)은 2017년 11월, 879개의 유통 시스템 운영자(DSO)가 등록되어 있다.

97) Ulrich Scholz and Johann Ante. “Electricity regulation in Germany: overview”(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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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독일 전기 분야 담당자
제3차에너지패키지의 2009/72/EC Directive 제7조(전기 내부 시장에 대한 일반 규칙98)에
따라, 유럽은 발전 플랜트 건설에 대한 특별 허가 절차를 요구하지만, 독일「에너지산업
법」에는 발전 플랜트 건설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의 건설은
「연방 배출 제어법」(Federal Emission Control Act) 절차에 따라 승인이 된다. 승인의
일부로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요구 사항(예:주 수(물)법, 연방 및 주 건축법, 연방 항공법, 산
업 안전 조례 및 온실 가스 배출 거래법)이 검토된다(「연방 배출제어법」 섹션 13).

「에너지산업법」(EnWG) 섹션 19, 단락 1)에 따르면, 배전망 운영자는 발전소에 그리드 연
결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기술 및 경
제 조건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그리드에 연결한다(섹션 17, 「에너지산업법」). 「재생에너
지법」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운영자는 계통 연결 우선
권을 부여한다. 「에너지산업법」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계통 연결에 관한 특정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송전 시스템 운영자는 해양 네트워크 개발 계획에 따라 해
상 풍력 발전 단지를 그리드에 연결한다.

독일전기정책은

「에너지산업법」99)에

따라,

EU의

1차

에너지패키지(First

Energy

Package:자유화, 통합)를 수용하여 1998년 개정, 독일전기시장은 1998년 공개되어 경쟁을
도입하였다. 소유권 분산(unbundling)을 도입하여 경계설정협약 무력화시키고, EU의 2차
98)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211:0055:0093:EN:PDF
99)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wg_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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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Second Enegy Package: EU법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구현)에 따라, 2005년 개정되
었다. 즉, 규제받는 제3자의 접근을 허용/연방경제기술부(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하에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설립/TSO와 DSO의 소유권분산하고, 제3
차에너지패키지에 따라 「에너지산업법」 2011년 다시 개정되어, TSO 소유권분산강화, 계
량서비스시장의 개장으로 경쟁을 강화하였다.

독일 발전소는 사유이고, 네덜란드 국유 TSO로서 독일에서 전송운영을 하는 Tenne T를
제외하고 TSO는 사유되어 있다. DSO와 공급회사는 대부분이 지방정부소유거나 또는 공사
립공동소유이다. 독일에서는 지역 전기회사가 가스, 물, 쓰레기처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관련 규제를 강제하는 기관이 없고 환경부산하에 ‘청산기구’(Clearing
House)가 설립되어 「재생에너지법」 적용과 해석에 대한 설치운영자와 시스템운영자 사이
의 분쟁을 조정한다. 이 조정이 법률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으나 법원이나 당국의 결정에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과 관련된 허가 필수요건은 없고, 계획 및 건축법/환경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TSO나 DSO는 「에너지산업법」에 따라서 주(state)의 관련 당국의 승인
이 필요하다. 소유권분산필수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TSO는 연방네트워크기구
(BNetzA)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외에는 계획 및 건축법/환경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
다.

독일의

규제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nergy: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or BMWi) 산하에 독일연방네트
워크기구(Federal Network Agency:Bundesnetzagentur:BNetzA)와 독일연방카르텔사무소
(Federal Cartel Office:Bundeskartellamt:BKartA)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법에 따르면, 제3자(기본선택인 DSO로부터 독립적인)가 계량운영자와 계량서비스제공
자로 허용이 된다. 배전시스템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DSO)는 계량장비가 규
제필수요건을 충족하면, 계량서비스제공자의 계량장비 설치를 허용해야한다.

「계량지점운영법」(Measurement Point Operations Act:MsbG)100)에 따르면, 계량기운영
이란 계량기 설치, 운영 계량장비 및 계량시스템관련 서비스를 제공 및 그리드로부터 유입
및 출납된 에너지의 계량 및 계량 값의 처리 및 계량데이터전송을 포함한다. 2018년이후로

100) http://www.gesetze-im-internet.de/messb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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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단지 현대적인 계량장치(디지탈 계량기) 또는 지능형계량장비만 설치가 허용된다.
계량지점운영법 9조에 따라, 계약체결후에 설치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시스템운영자가 계
량지점운영(operation of metering points)에 책임을 지나, 연결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3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량기용량규정에 따라 계량기운영확보가 가능하다.

계량기운영자 표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계량지점운영법」60조에 명시된 과정인,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서 타당성 검사 및 대체 값 만들기 및 표준 데이터 통신/ 에너지공급자와
네트워크운영자에게 전날의 최대 계량값을 매일 전달/ 필수정보를 해당지역 전시기관과 온
라인 포탈에 전달/시스템값 판독과 에너지소비감시와 관련된 지능형계량기의 정보제공/통신
솔루선제공/재생에너지법 또는 공동발전보호법에 따른 발전소 통합/사업절차나 데이터형식,
송장절차, 계약과 회계와 관련된 독일연방네트워크기구가 명시한 의무준수 등이다.

다. 프랑스 현황
“CMS Expert Guide to Electricity/France”101)에 따르면, 프랑스전기섹터(발전, 전송, 배
전, 공급 및 거래)는 2007년7월이래로 경쟁체제로 공개되었다. 전기와 가스는 에너지규제위
원회(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CRE:https://www.cre.fr/en)에 의한 규정에 따라 운영
된다. 프랑스 전기시장의 발전과 공급은 프랑스전기(Electricite de France:EDF)에 의해 주
도되고 있다. 프랑스발전분야는 EDF, CNR, SHEM, Endesa France(E.ON이 소유)에 의해
생산되며, 수입되는 전기는 없다.

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전송과

배전을

규제한다.

고압

TSO인

전기운송망회사

RTE(Reseau de Transport d’electricite:https://www.rte-france.com/en)는 대부분 프랑
스전기(EDF)소유, 중저압 전송하는 DSO의 95% 소유는 지역회사가 하나 운영은 법에 의해
EDF 자회사인 ENEDIS가 한다. 그러나 RTE나 ENEDIS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프랑스전기전송망회사(RTE)는 전기수급균형유지, 전송 및 전송인프라 관리, 시장관리한다.
RTE는 발전소로부터 주요산업시설이나 배전그리드에 고압전송, 국가간 상호연결책임, 전송
체계공학센터(CIST)에 의해 조정된다. ENEDIS는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주민, 사업체, 지역공
사고객에게 중저압 전기를 전송한다.

RTE가 계량서비스를 책임지고 소비자용 및 발전소용 계량기102)를 설치한다. 설치과정을 보
101)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electricity/france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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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RTE에 지원서 보내면 RTE가 ‘기술 및 재정제안서’를 제안하고 RTE가 ‘설치수행’의 필
수요건을 제시하면 ‘연결협약’을 맺고 ‘연결망계약서’와 ‘운영협약’을 RTE와 체결한다. RTE
는 「에너지법」(Code de l’energie)과 부속법령에 따라 ‘기술참고자료’(Documentation
Technique de Reference:DTR)103)에서 계량기설치관련 기술적인 기준과 규정 필수요건들
을 명시한다. 계량기관련항목은 ‘기술참고자료’(DTR)의 4장8절104)에 명시되어 있다.

게량관련 RTE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RTE 소유 계량장치 프로그램밍, 적합성통제 및 계량
장치의 검증, 계량장치의 공급, 설치, 유지보수 및 갱신, IP통신장비 공급, 설치, 유지보수
및 갱신, 원격검침비용을 감당한다.

소비자 책무에 따르면, 고객은 계량 설치의 다른 모든 구성품의 공급, 설치, 유지 보수 및
갱신, 계량장비와 수신 장비의 소유주가 고객인 경우 공급, 설치, 유지보수 및 갱신계량기설
치는 전압 및 전류 측정변환기, 계량장치, 전력공급, 원격통신네트워크(케이블및 연결장치등
을 의미함). 원격계량데이터전송은 PSTN(계량기와 연결된 공공 전화활용)이나 IP(디지탈계
량기이며 컴퓨터네워크통신프로토콜이용)활용하는데 계량점은 3상회로이다.

계량데이터는 고객소유, RTE는 계량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격판독, RTE가 수집한 데이터
를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RTE 외부에 전달한다.

발전시장은 자유화되어 환경 및 계획허가를 포함하여 에너지담당부(Minister of Energy)의
승인을 받으면 발전소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프랑스전기(EDF:프랑스정부가 81%주식소
유))-국가독점권, 1946년설립-발전의 90%차지, 원자력이 EDF발전시설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한다. 프랑스전기의 80%가 원자력이다. 프랑스에서 원자력은 저탄소발전, 에너지자립 및
경쟁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비를 75%→50%
로 감축할 계획이다.

에너지담당부(Minister of Energy)가 발전 및 거래허가발행 및 입찰요청을 담당한다. 토지
권 획득및 사전그리드연결절차는 발전시설건설 및 운영에서 강제되는 의무사항이다. 에너지

http://clients.rte-france.com/lang/an/clients_producteurs/services_clients/service_decompte
.jsp
103)
https://clients.rte-france.com/htm/fr/mediatheque/telecharge/reftech/01-02-2018_complet.pdf
104)
https://clients.rte-france.com/htm/fr/mediatheque/telecharge/reftech/24-01-17_article_4-8__
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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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발전소신청서를 받으면 4달안에 「에너지법」105)에 명시된 6개의 요건에 따라 승인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L311-5). 12MW이하 태양광발전소와 200년11월이전 설립된 발전
소는 자동승인에 따라 「에너지법」에 의해 허가가 면제(L.311-6)된다.

2008년1월1일 설립된 프랑스전력망(ENEDIS: https://www.enedis.fr/english)회사는 프랑
스전기(EDF)의 자회사로서 프랑스전기배전의 95%를 차지하는 DSO로서, 연결, 전력설치위
임, 수리, 계량기 판독(소비자 및 생산자), 공급자 변경, 계약만료, 계량판독 및 보호장비와
운송장비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는

Linky

infrastructure106)를

통해서

스마트계량기를

보급

중이다. 2017년말

ENEDIS는 700만이 넘는 프랑스 가정에 Linky 미터를 장착했다. 2006년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지침에 따라 프랑스는 2020년까지 80%를 스마트계량기로 설치
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3천5백만개의 미터가 설치될 것이다.

10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23983208
106) https://www.enedis.fr/linky-communicating-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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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유럽 현황
국가

계량시스템
§

네덜란드

특이점
§

계량 회사로 인증을 받으려면
전기측정법(Electricity
Measurement Code)에 따른 필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TenneT가 평가하고 인증해서
TenneT의 등록부에기록 해당지역
연결망운영자가 관리하는 연결
등록부에도등록

§

제3자(기본선택인 DSO로부터 독립

국가소유 TSO인TenneT의승인을
받은계량회사

§

계량데이터관리책임은 사업주가
지나 3자에게 위임가능

§

배전시스템운영자(DSO)가

계량

지점운영에 책임을 지나, 연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적인)가 계량운영자와 계량서비스

수행
독일

§

계량기 설치, 운영 계량장비 및
계량 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

제공자로 허용
§

배전시스템운영자(DSO)는
비가

공 및 그리드로부터유입 및 출

규제필수요건을

계량서비스제공자의

납된 에너지의 계량 및 계량 값

계량장
충족하면,

계량장비

설

치를 허용

의 처리 및 계량 데이터 전송을
포함
§
§
프랑스

프랑스 전기 전송망회사(RTE)가
계량서비스를 책임지고 소비자
용 및 발전소용 계량기를 설치

RTE 소유 계량장치 프로그램밍,
적합성통제 및 계량장치의 검증,
계량장치R의 공급, 설치, 유지보
수 및 갱신, IP통신장비 공급, 설
치, 유지보수 및 갱신, 원격검침
비용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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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현황 및 개선과제

미국은 태양광발전자원의 확산과 더불어 증가하는 허가(permitting), 검증(inspection) 및
그리드연결(interconnection)와
NREL(National

Renewable

관련된
Energy

연성경비(soft
Laboratory)와

costs)의
민간단체인

절감을
Solar

위한

노력을

Foundation과

SEIA(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
환으로 Rocky Mountain Institute의 Lesson from Australia(June, 2014)은 미국과 독일
및 호주의 연성경비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발전
소관련 연성경비는 독일->호주->미국순으로 미국은 비교대상인 호주나 독일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의 연성경비가 소요됨을 볼 수 있다.

[그림 107] 미국 vs. 독일 vs. 호주 연성경비(PII) 비교 도표

또한, 태양광발전소관련 연성경비가 가장 낮은 독일에 대한 연구도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가 2013년도 “Why Are Residential PV prices so much low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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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than in the United States?”(Feb., 2013)에 진행하여 독일의 연성경비에 대한
도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그림 108] 미국과 독일 비용의 차이점

2012년에 실시한 독일시공업자 300명들의 설문조사107)에 따르면, 독일은 규모의 경제와
경험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낮은 소비자 획득 비용과 낮은 설치비용이 가능하게
된다. 규제와 관련된 낮은 요구 조건과 표준화로 인하여 허가 비용이 낮다. 전기관련 필수
요건과 그리드 연결 과정에 관련된 성가신 규제가 없다. 독일에서는 PII(허가검증및그리드연
결)비용이 평균적으로 0.03$/W(2011)이다. 그리드 업그레이드 비용은 그리드 운영자(전력
망운영자)가 지불한다. 미국과 독일 비용의 차이점은 허가, 검증 및 그리드연결(Permitting,
Inspection and Interconnection:PII) 관련 공임과 허가관련 비용의 차이이다. PII 관련 공
임이 독일이 미국보다 $0.12/W 낮고, 허가비용이 미국 PII비용은 $0.80/W이고 독일은
$0.10/W로서 미국과 독일은 $0.09/W 차이가 난다. 그리드 연결 시간이 미국은 2.5시간이
고 독일은 2.2시간이다. 독일은 주거용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수입세/판매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시장을 유지하고 집중된 시장을 통해 파편화를 최소
화하고 단순 투명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드연결, 허가 및 검증요구조건을 간
편화할 필요가 있다.

제1장 미국 현황 및 개선 과제
107)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Why Are Residential...”(Feb.,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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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태양광 허가 및 검사 과정 간소화를 위해서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과

태양광재단(Solar

Foundation)은

태양광자동허가절차(Solar

Automated Permit Processing:SolarApp)108)라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 하였다. SolarAPP
는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및 저장장치가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허가, 검증 및 그리드연결
(Permitting, Inspection and Interconnection:PII)을 위한 포탈(portal)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즉각적인 허가와 온라인을 통한 비용 지불 및 사진 또는 비데오를 통한 검증 및
검증 기록 보관, 감사(audit)를 포함한 검증방식을 다양화하여 그리드 연결을 통한 연성경비
(soft costs)를 감축하려고 한다. 단점으로는 포탈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는 것이다.

SolarApp는 온라인 허가 시스템 사용의 확대,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인증된 설치자에
대한 자동 허가 승인, PV 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 표준 수립을
포함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계획하고있다.
SolarApp이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태양광재단(Solar Foundation)과 태양
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5년에 걸쳐 22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SolarAPP의 자료109)에 따르면, 허가, 검증 및 그리드연결(PII) 관련 직접비용으로 허가증지
원서, 현장점검, 그리드연결비용이 들고 간접비용으로는 PII 관련 서류 제출 시간 및 허가증
발급 및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그리고 지연에 따른 고객불만 등으로 매주 5-10%의 태
양광시설지원서 취소율이 발생한다. 직간접비용을 합한 총비용은 $1/W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을 5년만 절약하면 가구당 $7,000절약, 30,000개의 태양광관련 직업이
창출되고 1.1백만개의 주거용태양광발전소가 건축될 수 있다.

SolarApp 계획은 단순하고 표준화된 온라인 등록 플랫폼 / 통일된 장비표준설정과 검증된
장비 목록 / 자격요건부여계획의 표준화된 시스템 고안 / 허가발급과 그리드연결을 위한 안
전한 적정기술 훈련을 포함한다. SolarApp 계획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허가증
발급 플랫폼 개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 현존하는 검증된 장비 목록 또는 시스템디자
인 요구 조건을 새로이 만들거나 발전시키기 → 실험 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 평가 활동
수행 → 플랫폼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이다.

미국에서 현재 존재하는 태양광관련 간편화된 절차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독일이나 호주
108) https://www.thesolarfoundation.org/solarapp/
109) https://www.thesolarfoundation.org/solarapp/solarapp-webinar-slides-0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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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라스베가스형의 등록허가 모델: 텍사스나 버몬트주에서는 허가 절차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증(inspection)에 따라 허가를 진행된다. 둘째, 규정준수검증은 자동화로 실
시하고 그 외 나머지 업무는 검증이나 감사(audit)를 실시하는 로스엔젤레스형의 행정절차
를 통한 허가 모델(CA, SC, NV, FL). 셋째, 미국 전역에 걸쳐(FL/CA/NV/AZ) 있는 다양한
단순화된 검증모델: 온라인 스케줄링/ 가상 검증 /실적에 따른 축약된 검증 / 제3자 검증 /
감사(audit) 등이다.

미국의 태양광사양 협약(SunSpec Alliance)은 ‘플러그를 꽂으면 작동’(plug and play)이란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표준을 추구하는 태양광 및 저장 분산에너지산업체가 참여
하는 협약체이다. 태양광사양표준은 주거, 상업 및 유틸리티 규모의 시스템을 포함하여 스
마트 그리드에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산업 성장을 가속화를 목표로한다. 태양광사양(SunSpec)협회는 홈페이
지110)에서 DER 요소와 스마트그리드 응용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개발자, 하드웨어개발자,
또는 통합운영프로그램운영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운영 사양과 정보모델을 제공
한다. 태양광사양협회는 태양광사양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객
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검증에는 규정준수시험, 보안, 통신, 품질관리등은 포함한다. 절
차는 태양광사양협회에 가입한 이후에 제품검증지원서를 제출한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다
음과 같은 인증표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09] SunSpec 검증확인마크

청정에너지주연합(Clean Energy States Alliance)의 보고서111)에 따르면, 온라인 허가와

110) https://sunspec.org/
111)
Clean
Energy

States

Allian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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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quirements

for

Solar

같은 개선을 실행할 것이 권고(p.10)되고 있으며, 주간재생에너지위원회(The Interstate
Renewable Energy Council:IREC)은 ‘요구조건등을 온라인에 포스트/온라인 허가절차수행/
합리적인 허가비용징수/빠른 작업수행/지엽적인 허가지양/점검약속수를 적게 지정/과도한 점
검지양/허가작업수행자를 교육시킬 것을 권유(p.10)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를 수용하
여 캘리포니아 태양광허가가이드북(California Solar Permitting Guidebook)112)을 발간하였
다.

미국 버몬트(Vermont)주113)에서는 전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버몬트
주는

스마트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다.

버몬트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Board:PSB)는 PII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령 Act 47114)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위치,
크기, 고객정보등은 담은 1장짜리 등록서류를 PSB에 제출하면, PSB는 그리드연결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자체 검증한 후 등록증을 지역 전력회사 송부하고 전력회사가 그리드연결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PSB에 의한 문서화된 명령없이 10일내에 공공상품증
명서(Certificate of Public Good:CPG)가 발급된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자체검증증명 →
PSB의 행정력의 효율성강화 → PII(연성경비)관련 시간과 경비절감 → 태양광발전소 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점은 한 장짜리 지원서와 PII절차 설명서를 제공하고 작은
발전소에는 자체검증(Self-Certification)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quipment...”(Feb., 2017).
112)
https://energycenter.org/sites/default/files/docs/nav/policy/research-and-reports/Californi
a_Solar_Permitting_Guidebook_2015.pdf
113) Public Service Board. “Harmonizing Permitting and Interconnection Processes”(2013).
114) https://nrb.vermont.gov/act-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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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현황 - 미국
국가

계량시스템특이점

개선 제안
§

§
미국

연성 경비 (허 가/ 검증 / 그리드 연
결:PII)가 독일이나 호주나 일

실시
§

태양광자동허가절차포탈시스템
(SolarAPP)을 통한 PII 과정 간

본보다 많이 소요됨

소화
§

§

민간인증제(SunSpecAlliance)

자체검증/화상검증

자체검증증명 →행정력의 효율
성강화

→

PII(연성경비)관련

시간과 경비절감 → 태양광발전
미국 Vermont

소 수 증대
§

중요한 점은 한 장짜리 지원서

-

와 PII절차 설명서를 제공하고
작은

발전소는

자체검증

(Self-Certification) 허용

제2장 호주 현황
호주의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는 제3자에 의한 감독없이 전기기술자가 프로젝트를 승인한
다. 호주 재생 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적 단체인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CEC)가 합법적인 제품을 승인하고 시공업자들을 인가한다. CEC는 홈페이
지(https://www.cleanenergycouncil.org.au/)에 인가절차와 인가받은 설치업자의 명단과 제
품 승인절차와 승인받은 제품들을 발표한다. 호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관련 의무적인 프로
그램을

시행하는

공적

단체인

청정에너지규제공사(Clean

Energy

Regulator:CER: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는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이 CEC에 의하여 인가
된 시공업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CEC에 의하여 인증된 합법적인 제품만 사용하고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여 시공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 규정 2001」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Regulations 2001)115)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audit) 및
검사(inspection)를 수행한다.

CER이 관리하는 일부 체계는 일상적인 관리의 일부로 감사(audit)가 필요하다. 모든 방출감
축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 프로젝트 소유자는 첫 번째 오프셋 보고 기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CER은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115)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C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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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감사 대상인 사람 또는
조직은 필요한 감사 유형, 다루어야 할 사항 및 감사 보고서의 형태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받는다.116)

「재생에너지(전기) 규정 2001」에 따라, CER은 등록된 사람의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inspection)를 수행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입증하고, 등록된 사람의 법률 및
규정 준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모니터링 검사는 등록된 사람의 동의 또는
법에 따라 발행된 모니터링 영장(warranty)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검사관 또는 권한있는 직원의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경내 검색 / 경내에서 실
시되는 시험 활동 / 시스템 설치 검사, 측정 또는 테스트 / 사진 촬영 또는 오디오 또는 비
디오 녹화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발췌 또는 복사 / 관련 서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거나
요청된 문서를 요구 / 필요한 경우 장비를 작동시키거나 품목을 확보하기. 소규모 재생 가
능 에너지 체계 검사 프로그램117)도 운영한다.

호주118)는 PII과정을 간소화하여 허가는 용량이 100kw이상 이거나 건물이 유산보존’대상인
경우에 요구된다(시공업체가 정보를 제공함). 검증 및 그리드연결 비용은 낮다. 미국은 최소
2개의 계량기(전력회사와 재정담당)가 필요한 반면, 호주는 계량기를 통합하여 계량기의 숫
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호주는 태양광발전 성장을 권장하는 정부 규정을 통한 PII 경비와
소비자 획득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CEC)는 자신이 승인(approved)하고 공인
한(accredited) 태양광발전시공업체 리스트를 제공한다. 그리드연결합의서(일종의 계약서)와
전송계약을 배전망서비스제공자(DSNP)와 체결하는 것은 필수이다. DSNP가 유입되는 계량
을 측정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계량기가 필요할 수도 있
다.119)

116)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Infohub/Audits/audits-in-our-schemes
117)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RET/Scheme-participants-and-industry/Agents-and-inst
allers/Small-scale-Renewable-Energy-Scheme-inspections
118) Rocky Mountain Institute. Lesson from Australia(June, 2014), p.60.
119) CNC. “Guide to Installing Solar PV for Business in New South Wales”(2014).

- 332 -

<표 7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현황 - 호주
국가

계량시스템 특이점
§

개선 제안

호주에서는 제3자의 감독 없이 전기기술자가 프
로젝트 승인

호주

§

호주 재생 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적

-

단체인 청정에너지위원회(CEC)가 합법적인 제품
을 승인하고 시공업자들을 인가 à청정에너지 규
제당국(CER)이 감사 및 검사

제3장 독일 현황
독일의 경우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등록된 시공업자가 온라인으로 연방그리드기관
(Bundesnetzagentur:BNetzA)에 그리드연결을 신청120)하고 허가비용도 없고 지방정부에
의한 검증도 없다. 시공업자가 규정준수 여부를 자체 검증한다. 시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독일

태양광협회

및

전기기술자협회

(https://www.solarwirtschaft.de/en/home)가 안전과 품질관리와 설계나 설치와 위탁업무
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업자들을 위해 만든 포괄적인 점검 문서철인 PV 여
권(PV Passport)이 있다.121) PV 여권122)은 설치 도중의 오류를 예방하고 고객들에게 투명
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23) 그리고 제조업자, 설계자, 시공업자들 그리고 운영관리
위탁업체들은 독일 RAL124) 품질 보증 협회(https://www.ral-guetezeichen.de)가 발행하는
RAL 품질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는다.

120) https://www.marktstammdatenregister.de/MaStR.
121) http://www.photovoltaik-anlagenpass.de/der-anlagenpass/
122) https://www.solarwirtschaft.de/fileadmin/user_upload/pv_passport_document.pdf 독일의 PV
여권 제도를 활용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태양광산업협회(South Afric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SAPVIA)는 PV GreenCard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https://www.pvgreencard.co.za/
123)
http://www.sapvia.co.za/wp-content/uploads/2016/08/Introduction-and-case-study-PV-Passportin-Germany.pdf
124) 배송 조건 및 품질보증위원회(Reichs-Ausschuss fur Lieferbedingungen:RAL)

- 333 -

[그림 110] 태양에너지시스템관련
RAL 품질마크

RAL-GZ 966, 태양 에너지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 요소,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계
획,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서비스 및 운영, 태양열 시스템 구성 요
소 생산, 태양열 시스템 계획, 태양열 시스템 구현, 태양열 시스템 서비스 및 운영

<표 72>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현황 - 독일
국가

계량시스템 특이점
§

개선 제안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등록된 시공업자가 온라인으
로 연방그리드기관(Bundesnetzagentur: BNetzA)에 그
리드연결을 신청하고 허가비용도 없고 지방정부에 의

독일

한 검증도 없음
§

-

시공업자가 규정준수 여부를 자체 검사 → 민간인증
제활용: PV Passport와 품질보증제도(RAL)활용

일본 현황
일본125)의 경우는 거주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일본의 거주용태양광발전소의
125) NREL. “Comparing PV Costs and Deployment Drivers in the Japanese and U.S. 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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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II 비용을 보면, 일본:$0.10/W, 미국:$0.20/W이다. 일본은 사전 설치 점검이 의무가
아니고 전력회사에 등록된 기술자가 그리드 연결 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일본은 인센
티브지원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진행하지 않아서 담당정부기관 방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단
점이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 보조금지원서는 설치 전에 고객의 도장이 필요하다. 두 개의
지원서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한다. 일본-점검(없음)과 허가비용과 허가관련 준비와 서류 제
출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으나 인센티브지원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과 시간이 미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점검과 허가비용(총비용의 약50%)과 허가관
련 준비와 서류 제출(총소요시간의 약50%)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일본에 비해 많이 소요
된다.

일본의 상업용태양광발전소의 경우, PII 비용 일본: $0.01/W 미국 $0.10/W이 소요된다. 일
본은 미국보다 더 일원화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 일본은 태양광발전설비 키트의 종류가
적어서 품질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전력회사에 등록된 기술자가 그리드
연결 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인센티브지원경비는 상업용이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거주
용보다는 낮다. 일본-점검과정(없음)과 허가비용과 허가관련 준비와 서류 제출과 관련된 비
용과 시간이 들지 않고 인센티브지원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과 시간도 주거용에 비해 적게
든다. 미국은 점검과정과 허가비용(총비용의 약70%)과 허가관련 준비와 서류 제출(총소요시
간의 약60%)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일본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전반적으로 일본에서는
PII관련 비용과 시간이 미국에 비해 무시할 정도이다. 일본의 높은 수준의 표준화와 품질관
리와 효율적인 규제과정이 추가적인 비용절감의 요인이다.

자료126)에 의하면, 일본의 재생에너지는 경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산하의

자연자원

및

에너지

기구(Ministry’s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에 의해서 규제받는다. METI의 감독 아래에서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이

적용된다.

METI가

발전

사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매년

FIT(Feed-in-Tariff) 조건과 가격을 결정한다. 재생에너지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체전기
는 FIT 조건으로 FIT 가격으로 10개의 중요전력회사에 의해서 구매된다. 발전사업자는 전
력회사와 그리드연결협약을 맺는다.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그리드연결협약을 위
한 표준조항을 제공한다. 계약체결전에 전력회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법」의 필수요건에 따라 METI로부터 허가증을 받는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and Commercial markets”(April, 2014).
126) Norifumi Takeuchi and Watary Higuchi.
“The Renewable Energy Law Review-Edition
2”(Sept., 2019).
https://thelawreviews.co.uk/edition/the-renewable-energy-law-review-edition-2/1196434/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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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METI에 제출한다. 발전사업계획서에는 발전사업자, 시설, 발전소위
치, 관리시스템과 예상비용과 모듈의 제작자와 모델번호 등이 설명되어야한다. METI의 허
가를 받을 때, 그리드연결계약서와 발전소위치가 중요하다. 허가를 받는 데에는 약 3달이
소요된다. 발전소가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전사업자가
METI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 METI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전력회
사와 전력구매계약서(Power Purchase Agreement:PPA)를 맺는다. 「재생에너지법」에 따
라

전력회사는

발전소와

의무적으로

PPA를

체결해야한다.

발전소는

상업운영시작일

(Commercial Operation Deadline)을 준수해야한다. 발전사업자는 법에 정해놓은 기술적인
안전상의 이유나 수급균형을 위한 전송배전회사에 의한 전기생산감축(output curtailment)
요청을 받아 들어야하며, 태양광발전소 경우 연간 360시간이상 감축시 보상을 받을 수 있
다.

「전기사업법」(Electricity Business Act)에 따르면, 발전설비 건설도면이 METI에 미리
제출되어야한다. 상업운영전에 발전소는 전력장비를 스스로 점검(self-check)해서 그 결과
를 METI에 보고해야한다. 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는 내부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상세한 내용을 METI에 제출해야한다. 발전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고 명단을 METI에 제출해야한
다.

자료127)에 따르면, 일본전기시장은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각 지역은 수직적으로 통
합된 전력회사(VIU)가 발전, 전송, 배전 및 소매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1995년 일
본은 발전부터 시작해서 전기 분야를 자유화하기 시작했다.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사건 이
후에 자유화와 개혁을 촉진하고 하고 있다. 2012년7월달에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FIT(Feed-in-tariff)를 시행하여 세 단계에 걸친 ‘전기시스템개혁’을 시작했다. 2016년4월
2차전기시스템개혁을 통해 전기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했다. 2020년 제3차전기시스템개혁을
통하여 10개 주요전력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분산(unbundling)을 해서 발전과 소매부
분을 전송과 배전기능으로부터 분리해야한다. 2016년4월이후에는 발전, 일반전송 및 배전
운영자, 전송업자, 자신들의 발전소와 소매고객을 지닌 특별전송 및 배전 운영자, 소매업자
등으로 수평적으로 분류가 된다.

발전업자는 경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에 특정형식
127)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5-630-3729?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
c.Default)&firstPage=true&bh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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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지서만 제출하면 되고 다른 관련 규정을 최소화되었다. 일반전송 및 배전 운영자, 전
송업자는 사업허가를 받아야한다. 특별전송 및 배전 운영자는 METI와 서류작업만하면 된
다. 소매업자는 등록을 지원하고 지원필수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이 된다. 한 회사가 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2020년 4월1일자로 모든 전력회사들은 발
전소와

소매사업,

전송

및

배전사업을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소유권분

산’(unbundling)을 해야한다. 일본전기계량기검사회사(Japan Electric Meters Inspection
Corporation:JEMIC:https://www.jemic.go.jp/e/)가 METI의 감독하에 요금정산과 승인목적에
사용되는 전기계량기를 검증하고 검사한다.

<표 73>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현황 - 일본
국가

계량시스템특이점

개선 제안

§

허가 신청 간소:경제통상부(METI)에 신청

§

전력회사에 등록된 기술자가 그리드연결 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

§

일본-점검과정(없음)과

허가비용과

허가관련

준비와 서류 제출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들

일본

지 않고 인센티브지원서 제출을 온라인에서 진
행하지 않아서 담당정부기관 방문에 시간이 소
요되는 단점
§

일본의 높은 수준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와 효율
적인 규제과정이 추가적인 비용절감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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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해외사례 시사점

ISO들과 태양광중심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계량서비스에 대한 해외사례들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ISO들은 점점 권한을 분산하고 IT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계식보다는 지능형방식으로 계량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PJM, ISO-NE, NYISO등은 권한을 분산하여 계량서비스에 관련된 권한을 제3
자 계량서비스제공자(MSP)에게 넘기고 ISO는 MSP에 대한 관리 감독만을 수행하는 방식으
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ISO에 의한 MSP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된 항목들도 많은 부분은
MSP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MSP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
다. 즉, 신뢰와 책임에 바탕한 권한 이양 및 자율 및 강력한 제재 방식이 유기적으로 활용
된다면, 계량서비스에 관련된 경비와 시간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미국 ISO증에에 MSP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CAISO도 계량서비스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MSP에
더 많이 이양하는 것을 개선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분산으로 인하여 MSP의 활동
이 활성화가 되고 MSP의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 CAISO의 경우처럼 계량데이터에 대한
VEE 권한까지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보다 유럽은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분
산’(Unbundling)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소유

전송시스템운영자(TSO)인

Tenne T경우처럼 주요핵심시설은 국가가 통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유경쟁논리에 의하
여 작동하게 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유럽의 ‘소유권분산’을 통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
논리에 의한 시장운영은 시장참여자의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 새로운 사업모델과 일자리
가 창출됨을 볼 수 있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전기중개업자(aggregator)의 참여가 미국의 경
우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MSP와 전기중개업자가 자유 시장원칙하애서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전기중개업자에게 MSP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KPX는 플랫폼만 제시하고 MSP/중개업자가 시장참여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태양광관련 계량서비스는 독일처럼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표준
화 및 계량화를 하거나 호주처럼 민간과 공공기관이 업무 분담을 통하여 발전소설비의 표준
화를 통하여 계량관련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나 호주처럼 민간사업자단체에 의한 검증절차를 통과하여 자격을 획득한 시공업자가 승인된
설비자재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들 사공업자에게 계량기설치와 검증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KPX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계량기를 설
치한 시공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증제를 통하면 발전
소설비에 대한 표준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계량기 관련 설비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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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RAL 마크나 미국의 SunSpec 검증확인마크 발급의 경우처럼, 계량기 설치에 관련한
필수준수요건만 제시하여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공업자에게 인증마크를 발급
하고 인증마크를 발급받은 시공업자에게 계량기 설치를 허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인증받
은 시공업자에 의한 계량기설치는 계량기검증 및 인증 및 봉인에 요구되는 복잡한 서류절차
를 줄이고 계량기봉인을 위한 현장방문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이 절약되어, 점차적으로 인
증받은 시공업자만이 태양광발전 전설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 또는 추후 실시하게 될 무작위 점검을 위하여 미
국 SolarApp가 제시하는 화상이나 비데오를 통한 검증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이
나 호주의 방식처럼 인증받은 설비업자에게 발전소에 계량기 설치자율권을 부여하고 미국
SolarApp처럼 화상이나 비데오을 통하여 발전소에 설치된 계량기를 검증하는 방식을 실행
하여 시간과 경비 및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1] 해외사례 중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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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특성 검토 및 복합발전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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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발전기 특성 검토
본 장에서는 여러 해외 문헌을 통해 발전계획에 사용하는 발전기 특성들의 종류와 기준을
검토한다. 해외 자료와 비교해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복합의 모델과 통합 UC에서 논의되
는 발전기 특성들은 충분히 상세하다고 판단된다. 단, MISO에서는 발전기 기동시간에
notification time이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 통합 UC에서도 OPUC8), RTUC9)에서는 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절 FERC
2019년 FERC는 RTO/ISO들의 발전계획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각 시장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이 달라서 가능한 통일된 기준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발전계획에 사용한 발전기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항목
Generic Name

설명

출처

Generic name of the generator
Statistical
Study
Statistical
Study

Ramp Up

Ramp Up

Ramp Down

Ramp Down

PRIMEMOVER

Primemover Code

EIA 411

NAMEPLATE(MWs)

Nameplate MWs

EIA 411

SUMMER_CAPABILITY(MWs)

Summer Capability MWs

EIA 411

WINTER_CAPABILITY(MWs)

Winter Capability MWs

EIA 411

Energy_Source_1(Fuel)

Energy Source 1

EIA 411

EFORD

Forced Outage Rate

PJM websit

CITY

City where plant resides

EIA 411

STATE

State where plant resides

EIA 411

Economic Minimum(MWs)

Generator Eco Min
Default Minimum
Down Time in hours
Default Minimum
Run Time in hours

Statistical
Study
PJM Default
Parameters
PJM Default
Parameters

CO2 rate

CO2 Emisions rate in lbs/MWh

EPA eGrid Data

NOx rate

NOx emisions rate in lbs/MWh

EPA eGrid Data

SO2 rat

SO2 emisions rate in lbs/MWh

EPA eGrid Data

MIN_DOWN_TIME
MIN_RUN_TIME

- 342 -

FERC에서 발전계획 모의에 사용한 주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최대/최소 출력
⚫ ramp up/ramp down
⚫ 최소운전/정지시간
⚫ 환경물질 배출량
「RTO UNIT COMMITMENT SYSTEM」 보고서에서 발전계획에 반영한 요소는 송전제
약, 예비력, 발전기의 최대/최소, 최소운전/정지시간 등이며 현재 우리 시장에서 반영하는
요소와 동일하였다.
제2절 MISO
MISO는 복합발전기 모델링을 위해 모델 검토를 수행하였다.
MISO는 조합별 모델을 사용하므로 발전기 개별제약을 조합별로 변경해 반영해야 하나 개
별제약을 조합별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
1. 조합별 제약
조합별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Incremental energy ofer
⚫ Reserve ofers
⚫ Ramp rate
⚫ Maximum and minimum output limits, dispatch and commitment status
⚫ No-load cost
⚫ Regulation/spining reserve qualification
⚫ Maximum daily energy
⚫ Maximum daily start
2. Component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별 모델을 이용하므로 발전기의 개별적인 최소운전/정지시간을 조합별
제약에 녹여 넣어야 하지만 이 모델이 구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 Minimum run time
⚫ Minimum down time
⚫ Maximum run time
3. 조합 간 제약
발전기의 조합이 변하는 경우를 모델링하기 위한 제약으로써 여기에는 기동(startup)/전환
(transition) 제약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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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 가능하다.
1) Startup time/startup cost, or transition time/transition cost
2) Startup time and notification time, or transition time and transition notification
times, for the first startup/transition in SCUC

제3절 AEMO
GHD는 AEMO의 요청에 따라 기존 발전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신규 발전기의 진입 비용과
특성 등을 다양한 발전기 타입을 대상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1. 기존 데이터
발전기 관련 기존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3.2 AEMO 발전기 관련 데이터
⚫ 발전소 이름
일반 특성

⚫ 발전기 이름
⚫ 진입 일시
⚫ installed capacity
⚫ Min stable generation (% of installed capacity)
⚫ 소내소비(% of installed capacity)

기술적 특성

⚫ Ramp up rate – standard operation
⚫ Ramp down rate - standard operation
⚫ 발전 효율(%)
⚫ 예방정비 회수 (연간 예방정비 회수)

저장장치 특성

⚫ 평균 예방정비 기간 (연간 일수)
⚫ 펌핑 효율
⚫ Pump load
⚫ 고정 운영비
⚫ 변동 운영비
⚫ cold start-up time

비용 특성

⚫ cold start-up 기동비용
⚫ warm start-up time
⚫ warm start-up 기동비용
⚫ hot start-up time
⚫ hot start-up 기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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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 정의
특성에 대한 각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Min stable generation: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최대출력으로
ramp-up 할 수 있는 최소출력
2) ramp-up/ramp-down: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ramp-rate 관련 정보를 사내 또
는 공공 정보에서 얻을 수 없어 비슷한 발전기의 정보를 이용

제4절 발전기 기동 특성 검토
1. PJM
1.1 개요
PJM은 발전기 기동을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notification time
⚫ start time
⚫ soak time
2016년 5월까지 PJM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PJM 이전 규정
PJM은 2016년 6월 이후 규정을 변경하여 Soak time 신설하고 TTS(total time to start)
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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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JM 현재 규정
1.2 Notification time
PJM의 공지 이후 기동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hot/warm/cold로 구별된다.
1.3 기동시간
기동절차를 시작해서 발전기 차단기가 닫히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hot/warm/cold로 구별
된다. 복합의 경우 기동절차를 시작해서 GT 차단기가 닫히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우리
시장에도 기동소요시간의 개념이 있으며 이를 보다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1.4 최소운전시간
출력이 0보다 큰 기간이다. 복합의 경우 GT 출력이 0보다 큰 시점부터 산정한다.
1.5 최소정지시간
차단기가 열리는 시점부터 닫히는 시점 또는 출력이 0보다 큰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복합의 경우 마지막 발전기의 차단기가 개방되는 시점에서 최초의 발전기의 차단기가 닫히
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1.6 soak time
hot/warm/cold로 구별되며 차단기가 닫혀 출력기가 0보다 큰 시점부터 급전가능한 시점까
지의 시간이다.
2. DECC
2.1 개요
DECC는

석탄,

CCGT,

OCGT

기동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동시간을

phase(notice to deviate from zero, synchronization to ful load)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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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1) notice to deviate from zero notice to deviate from zero (NDZ)는 계통운영자에 의
해 사용되는 언어로써 발전기 동기화 이전의 준비 단계로 보일러 드럼수 조정, 압력을 높이
기 위해 버너 기동 등의 준비 필요한 시간이다.
2) synchronization to ful load
동기시켜서 최대부하까지 증가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림 3.3 DECC 발전기 특성

2.2 용어 정의
1) 동기화
동기화는 발전기가 망에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치가 닫히고 발전기의 주파수가 망에
동기화되는 것을 말한다.
2) ramp rate
동기화 이후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는 비율이다.
2.3 석탄 발전기 기동 특성
석탄 발전기는 환경 제약에 의해서 과거의 설비는 많이 퇴출되고
있다. 2016 환경 제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oxides of nitrogen (<20m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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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phur dioxide (<20mg/m3)
⚫ particulates (<20mg/m3)
그림 3.4 석탄 특성

그림 3.5 석탄 특성

2.4 기존 CCGT
그림 3.6 CCGT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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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CGT 특성

2.5 최신 CCGT
그림 3.8 최신 CCGT 특성

2.6 미래 large frame OCGT
그림 3.9 OCGT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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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TECH
intertek APTECH이 NREL의 요청에 따라 만든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intertek APTECH
은 Intertek의 industry and asurance division으로 장비 최적화, 파이프, 보일러, 터빈 및
관련 설비의 잔존 수명 등을 개선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이다.
APTECH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수백 개의 발전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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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APTECH 발전기 정보 산정
다양한 정보 중 발전기 기동 정보는 plant survey를 통해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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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hot 기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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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warm 기동비용

그림 3.13 cold 기동비용
4. 기동 특성 검토 결과
발전기의 기동을 PJM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1) notification time (고지시간)
2) 기동소요시간 (PJM의 start up time)
3) 기동시간 (PJM의 soak time)
이 3개의 시간의 합을 총기동시간이라고 정의한다. 발전기의 final notice는 총기동시간 이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5절 발전기 최소출력
1. 온타리오
하루 전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 피크 발전기들이 제출하는 최소출력이 기술적인 제약
이 아니고 경제적인 고려를 기반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관계자들의 문의에 답하기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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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장들의 최소출력 검토하였다.
표 3.3 온타리오
시장

규정
발전기들의 입찰 데이터
경제적 최소출력은 증분 열량(incremental heat rate)이 최소화되는 수
준보다 클 수 없음

ISO-NE

다음의 3가지 값 중 가장 큰 값을 이용
1) 비상시 최소 출력
2) 환경/운영 승인 제약을 만족하는 수준
3) 3 part bidding으로 적정히 대표될 수 없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Midwest ISO
NYISO
PJM

수 있는 저출력 기간
발전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MW
발전기 입찰 데이터
경험적으로 자주 바뀌지는 않으며 등록된 발전기 최소 제한과 유사
등록 또는 입찰 데이터
경제급전을 따를 때 한계출력 레벨이 가장 낮은 지점

제6절 성능 검토
발전기들이 제공하는 ramp-rate, 기동, 예비력 등의 특성을 KPX가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과 발전기에 대한 관련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CAISO의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1. CAISO resource testing guideline
CAISO는 특정일의 특정 시간대 발전기들의 최대/최소, 예비력 등을 제공하는 성능을 테스
트할 수 있다. 최대출력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에서 벗어나 출력을 제공할 때에도
LMP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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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합발전기 모델링
제3절 미국 ISO의 복합발전기 모델링
미국 ISO에서도 복합발전기에 대한 모델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태 기반 모델을 대안
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4.6 미국 현황
시장

진행 상황
2005 : 개별 기기 방식의 CC모델을 개발했으나 사용자는 외면

PJM

2011 : 시장감시기구의 지적에 따라 CC모델 개선에 착수
2013 :Alstom 상태 기반 CC모델 선택, 도입 방안 검토 착수
~현재 : B/C 불투명, 모델 도입 중단 후 타 RTO 시장 모니터 중
SPP: south west pool

SPP

ERCOT
CAISO

MISO

~2014 : 상태 기반 CC모델의 도입을 추진
2014 : 성능과 비용상의 문제로 도입 잠정 중단
~현재 : FERC의 관리 하에 MISO와 CC모델 도입에 대해 논의 중
상태 기반의 CC모델 적용 중
송전조류 분석을 위해 물리적 기기와 상태모델 간 상호변환 규칙을 적용
상태 기반 모델 적용 중
모델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상태전환 숫자 제한
2014년 상태 기반 CC모델 프로토타입 전일 SCUC 모델 성능 시험
기존 모델 : 363초 실행, 0.01% MIP gap
프로토타입 모델 : 1238초 실행, 0.12% MIP gap
2015~2018 상태 기반 모델 R&D 진행 중

그러나 상태 기반 모델의 경우에도 다수의 조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증가하며 모의
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도 복합발전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복합발전기에 대한 완벽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점진
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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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JM
PJM은 2005년부터 개별 기기 방식의 복합 모델을 개발했으며 사용자가 개별 기기 모델과
집단 모델 중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기기 모델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고 한다. 또한 PJM의 경우 복합과 석탄 발전기의 단가가 유사하여 대부분의 복합이 기저처
럼 사용되는 것도 개별 기기 방식이 활용되지 않은 이유라고 판단된다.
[PJM 복합 모델 개발(2005년)]
⚫ 자원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개별 기기 CC모델 선택 가능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발전기처럼 입찰 사용
⚫ 사용 실적이 미미하였으며 현재는 사용 불가능
[PJM 개별 기기 CC모델의 특징]
⚫ 각 물리적 기기(CT, ST)별로 특성정보를 적용
- 기동비용,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비용곡선 등
⚫ ST 출력은 CT 출력의 일정 비율로 표현
⚫ 최소 1기의 CT가 기동한 경우에만 ST 출력
⚫ 각 CT 기기를 하나의 일반 발전기처럼 취급
⚫ ST 출력은 CT출력의 특정 배율(Factor)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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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PJM 진행 상황
복합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201년 시장감시기구의 지적에 따라 복합 모델 개선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Alstom의 상태 기반 복합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 방안의 검토를 착수
하였다.
시장감시기구(MMU)이 지적한 복합 모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발전기는 일반 발전기와 달리 독특한 물리적 구성과 열공급곡선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장 매뉴얼에 복합 운영상의 다양한 요소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타 발전기와 유
사하게 모델되어 있다.
예를 들어 duct burner와 같은 출력 증가 장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CCOUG
problem statement, 2016)
[duct burner]
ST에 전달되는 증기의 온도를 높여 출력을 상승시키는 보조 연소장치
⚫ 평상시 : 60℃, Duct burner 가동 시 : 80~100 ℃
⚫ 기동 시 최대출력은 증가하지만 버너의 추가 연료 소비로 인해 열효율은 상당히 감소
⚫ 지속적 전력 생산에는 불리하나 피크 대응, 고장 대응, 부하추종 등에 효과적
⚫ GT, ST의 기기별 모델에는 반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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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duct burner
둘째, 시장 참여자 별로 모델의 해석과 입찰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복
합발전기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
단하였다.
운영위원회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1, 2 안으로 압축하였다.
1안) Aditive Model (Pseudo Model)
2안) Alstom Configuration Model
3안) 기존CT, ST 모델의 개선
먼저 1 안은 Aditive Model (=Pseudo model)이며 앞에서 설명한 가상 기기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즉 복합발전기를 GT개수만큼의 가상 기기로 모델링하며 이때 ST는 균등 분할하
여 각 기기의 일부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림 4.18 가상 기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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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은 Alstom의 Configuration Model이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상태 기반 모델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태 기반 모델의 일종이며 Ad-on 모듈 형태로 존재
⚫ CC를 여러 가지 상태(기기 조합)를 가진 하나의 설비로 모델
⚫ CC는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시간대별로 상태 변경이 가능한 설비
⚫ 각 상태는 기존 발전설비처럼 모델링
⚫ 상태전환표(Transition matrix)가 존재
⚫ 상태 전환 시 기기 온도(warmth)를 반영

그림 4.19 상태 기반 모델
PJM은 시장 전반에 대해 Alstom Configuration 모델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전일시
장, 실시간시장, 급전, 실시간 데이터관리, 정산 등에 해당 모델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PJM
은 Alstom社, MISO, SPP와 CC 모델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MISO와 SPP도 유사한 복
합 모델의 도입을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예상보다 컸으며 약 백만달러(12억 원)의 도입 비용이
예상되었다. 이에 2013년 8월 B/C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C 분석의 결과가 불투명하여 모
델 도입이 중단되었다.
PJM과 IMM이 복합 모델 변경의 정량적 B/C 산출에 실패한 이유는 모델 도입으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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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편익을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미국 내 다른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추이를 분석하는 상황이다.
한편 SPP는 해당 모델의 성능 검토와 B/C분석을 위해 신규 모델 도입을 연기하였다. SPP
의 경우 예상 도입 비용은 약 7백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PJM은 2014년 8월 Alstom Configuration 모델의 도입을 중단하고 SPP의 도입 과정을 모
니터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5월 PJM에 복합 소유자 그룹(CC Owners User Group,
CCOUG)이 결성되어 다양한 RTO의 복합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모델들이
포함된다.
⚫ ERCOT의 CC Train 모델
⚫ CAISO의 Multi-Stage Generation 모델
⚫ SPP의 Configuration 모델
이후 MRC의 승인에 의해 PJM에 Modeling Generation TF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SPP
SPP는 2014년 상태 기반 복합 모델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SPP는 다양한 복합 모델 즉 집단 모델, 개별기기 모델, 가상기기 모델, 상태 기반 모델 등
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후 상태 기반 모델을 선택하고 도입에 착수하였다.
SPP의 복합 모델 개선 취지는 다음과 같다.
⚫ CC의 물리적 특성과 발전 능력을 모델에 효과적으로 반영
⚫ 전일시장과 RUC의 최적화 기능 확대로CC 입찰의 편의성 향상
기존에는 시장 참여자가 시간대별 기기 조합을 결정하여 입찰, 시장 청산 엔진은 on/of 만
선택하였으나 엔진이 복합의 기동뿐 아니라 기기 조합까지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SPP는 MCR이라는 새로운 자원 타입을 정의하였다. MCR(Multi-Configuration
Combined Cycle Resource)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MCR 자원은 각 상태와 개별 GT, ST의 on/of매칭 자료를 제출해야 함
⚫ Physical M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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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상태기반 모델
⚫ 그룹 제약 : 자원에 같은 운전제약을 공유하는 상태들이 있을 경우 적용
예1) 상태 B, 상태 C 를 그룹으로 묶어 최소운전시간 5시간을 적용한 경우, B 또는 C 상태
가 되면 B, C를 제외한 다른 상태로의 변경은 5시간 이후에 가능. 단 5시간 내에서도 B, C
상태 간에는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
예2) 상태 B, 상태 C 를 그룹으로 묶어 최소정지시간 5시간을 적용한 경우, B 또는 C 상태
에서 B, C를 제외한 다른 상태로 변경된 경우, 5시간이 지나야 다시 B 또는 C 상태로 변경
가능.
⚫ 상태 변경을 통한 정지 예비력제공을 허용
예) 설비가 1:1 상태인 경우, 2:1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면 정지 예비력제공 가능
⚫ 특징적 입찰 정보
- 그룹 최소운전시간, 발전소(Plant) 최소운전시간
- 상태 간 변경 가능여부, 변경 비용, 변경 소요시간 (Transition Table)
⚫ MCR의 각 상태를 개별 자원으로 모델링
- 한 자원의 상태들은 여러 제약들과 함께 서로 묶어서 관리 MCR 자원으로 인해서 시장
청산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규 비용요소에 따른 시장 제도 변경이 발생하였
다. 예를 들어 MCR의 기동비용 및 상태전환 비용을 UC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역시 정산에
반영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서 make-whole payment 등 비용 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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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존재하였다.
SPP는 MCR 자원의 예비력 공급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 전일 시장
- 조합 변경 소요시간 중 Regulation UP 또는 Regulation Down 공급 불가
- 조합 변경 소요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해당 시간 동안 Spining 예비력 및 Supplemental
예비력공급 불가
⚫ 실시간 시장
- 조합 변경 소요 시간 동안 어떤 운영 예비력도 제공 불가
- 조합 변경이 계획된 시간 동안 Regulation 자원 할당 불가
그러나 SPP는 성능과 비용상의 문제로 신규 모델의 도입을 잠정 중단하였다. 현재는 FERC의
관리 하에 MISO와 복합 모델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다.
SPP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변경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있다는 점이다. SPP의 경우 새로운
모델을 선택한 사람만 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복합발전기를 적용하는 방식을 원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새로운 비용함수가 아닌 기존의 비용함수를 적용받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복합 모델 변경 시 새롭고 복잡한 발전계획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의 계통운영
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비용 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MCR자원으로 등록 시 유사한
운전패턴에도 불구하고 이전 발전기 모델과 정산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넷째, 복합 모델 변경 시 계산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SPP의 경우 수렴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의 입찰 제약사항들을 추가하였다.
⚫ 발전소 별 3개의 조합만 허용
⚫ 모든 조합은 기동/정지가 가능해야만 함
⚫ 정지예비력입찰은 하나의 조합으로만 가능
⚫ 조합변경을 통한 예비력입찰은 조합 당 하나만 가능
이와 같이 제약 사항을 추가로 반영할 때 시장참여자가 원하는 사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참여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장 비싼 하드웨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비싸지 않지만 클럭 rate가 높은 컴퓨터에
서 수렴 시간이 20~30% 감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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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COT
ERCOT은 상태 기반의 복합 모델을 적용 중이다. 그리고 송전조류 분석을 위해 물리적 기기와
상태모델 간 상호 변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ERCOT의 CC관련 용어]
⚫ Combined Cycle Train (CCT)
- 서로 연결된 GT 및 ST 설비들의 모임을 의미
-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운전 가능한 복합 발전소가 해당됨
⚫ Combined Cycle Generation Resource(CCGR)
- CCT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기기 조합)들을 의미
- 각 상태를 하나의 발전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취지
- CCGR = CC configuration
- 하나의 CCT에 여러 CCGR을 등록할 수 있음
⚫ Combined Cycle Physical Units (CCU)
- CCT를 구성하는 물리적 개별 기기들(GT, ST)
- 송전 조류계산 및 안전도(Security)분석에 사용
ERCOT의 복합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CCGR)와 개별 CCU 기동의 관계를 구현하였다.
하나의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기 운전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1
설비에서 1:1상태는 GT#1+ST 또는 GT#2+ST로 구현이 가능하다.
둘째, 위의 관계를 구현할 때 물리적 기기의 기동 우선순위를 적용하였다.
하나의 상태(조합)를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기가 여러대인 경우 주(Primary) 기기와 대안
(Alternate) 기기로 구분하여 입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3:1 설비에서 2:1 상태에 대하여, GT#1+GT#2+ST는 Primary units로 입찰하고
GT#2+GT#3+ST는 Alternate units로 입찰한다면 최적화 엔진은 각 상태에서 주 기기를 우선
적으로 기동하도록 최적화한다.

그림 4.21 ERCO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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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RCOT 모델링
ERCOT에서 복합 모델링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Combine Cycle Train(CCT)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 Combined Cycle Units(CCU) : CCT에 포함된 CT및 ST 목록
⚫ Combined Cycle Generation Resources(CCGR) : 운전 가능 상태의 목록 Combined
Cycle Units(CCU) 입력자료
⚫ 기기별 최대/최소 출력, 무효전력 커브 등의 물리적 기기특성
Combined Cycle Generation Resources(CCGR)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최대 최소 출력, 증감발률,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온도별 기동소요시간 등의 자원
특성
⚫ 각 CCGR을 구현할 수 있는 CCU 기동(Primary/Alternate Units 지정 )
각 CCGR 간의 Transition Matrix 예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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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상태전이 모델
자원 접속점(Resource Node, RN)은 계통에 개별 기기(CCU)가 접속된 지점으로써 계통 모
델에서 하나의 물리적 모선에 대응한다. 조류계산 및 상정사고 분석에 사용한다. 입찰 및
정산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CRR, DAM Energy only, PTP obligation
논리자원 접속점(Logical Resource Node, LRN)은 CCT가 접속한 것으로 가정하는 가상의
접속점으로써 실제 계통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모선이다. 해당 CCT의 모든
CCGR에 적용한다. NCUC(Network Constrained UC)및 SCED 과정에서 사용한다.
입찰 및 정산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3PO(3 Part suply Ofer), AS
- 3PO : 기동입찰, 최소에너지 입찰, 에너지 입찰곡선으로 구성된 전형적 DA입찰
ERCOT 계통에는 RN 540개, LRN 70개, CCGR 287개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태기반 모델은 물리적인 발전기와 1:1로 매칭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 ERCOT에서는 접속점 모델을 변환한다고 이를 표현하며 접속점 모델 간
상호 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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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정의된 변환계수를 통해 물리모델, 논리모델을 상호 변환
⚫ 개별 기기 또는 CCGR의 출력은 상호 변환 가능
⚫ 송전조류 분석 모델과 경제급전 엔진(SCED)의 자료 상호교환 시 사용
CCT 70개, CCGR 287개 환경에서 전일시장수렴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4.7 ERCOT 사례
2016년 7월
2016년 12월

평균 소요시간
1hr30min
1hr10min

평균 반복회수
8
7

평균 MIPGap
0.009%
0.01%

ERCOT에서 복합발전기 운영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각 시간대별 CCT 급전 원칙
- 하나의 CCGR만 에너지와 예비력을 공급 가능
- 정지예비력 또는 운전예비력중 한 가지만 공급 가능
⚫ 최소정지시간 산출 기준
- 정지 상태에서 기동 시 : Plant 전체가 정지된 시간으로 산출
- 고출력 상태로 전환 시 : 전환 대상(to)조합이 사용되지 않은시간으로 산출
⚫ Primary Unit 고장 시 Alternate Unit 대체 우선순위
- 가장 고압의 Alternate Unit
- 가장 큰 용량의 Alternate Unit
- 동일한 경우 무작위로 선정
⚫ Transition cost
- 시장관리 시스템에서 전송된 기기 온도(warmth) 정보 적용
4. CAISO
CAISO는 현재 상태 기반 모델 적용 중이다. 단, 모델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상태전환 숫자
를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CAISO에서는 복합발전기와 같은 설비를 Multi-stage Generating Resource(MSG)라고 정
의한다. MSG의 정의와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의
- 기술적 특성에 따라 여러 운전 상태(stage)를 가지며 시간대별로 하나의 상태를 선택하여
운전하는 발전자원
- 상태 기반 CC모델의 일종
⚫ 등록요건
- 복합발전기(자동으로 MSG로 등록)출력 불능 구간(Forbidden Operating Region)이 존재
하는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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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SO에서는 MSG의 상태 전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 6개 이하의 상태를 가지는 경우, 상태 간 전환의 개수 제한이 없음
⚫ 7개 이상의 상태를 가지는 경우, 각 상태에 대해 최대 2개의 전환만 설정 가능(상향↑,
하향↓각 1개)
아래 표는 최대 2개의 전환만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상태 변경 전 GT가 모두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다음 시간의 상황은 GT가
모두 정지되는 상황, 1대가 기동되는 상황, 2대가 기동되는 상황, 3대가 기동되는 상황, 4
대가 기동되는 상황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는 다음 시간에 가능한 것은 모두
정지되는 상황(-)과 GT가 1대 기동되는 상황( A(↑)만이 가능하다.
만일 상태 변경 전 상황이 GT가 1대 기동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시간에 가능한 상
황은 GT가 모두 꺼지는 상황(B(↓), 1대만 계속 기동되는 상황(-) 그리고 1대가 추가로 더
기동되는 상황(C(↑)이 가능하다.

상태

변경 전

off
on#1
on#2
on#3
on#4

off
B(↓)

on#1
A(↑)
D(↓)

변경 후
on#2
C(↑)
F(↓)

on#3

on#4

E(↑)
H(↓)

G(↑)
-

복합발전기의 최소운전시간(MUT)과 최소정지시간(MDT)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개별 상태, 상태 그룹, 발전소 전체에 제약 설정 가능
1) 개별 상태에 설정 : 특정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시간은(다른 상태로 운전하더라도)해당
상태의 정지시간으로 간주함
2) 상태 그룹별로 설정 : 그룹으로 묶인 상태들을 최소운전시간 동안 유지(그룹 내의 상태
들 사이에서는 변환가능)
예) 상태5, 상태6 을 그룹으로 묶어 5시간의 최소운전시간을 설정할 경우 상태 5 또는 6이
되면, 5시간 동안은 상태5, 상태6 내에서의 변환만 가능함
3) 발전소 전체에 설정 : 최소운전시간은 off가 아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시간 (상태
전환 소요시간을 포함)
5. MISO
MISO는 2014년 상태 기반 복합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전일 SCUC 모델에 적용하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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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기존 모델에서는 363초 실행에 0.011% MIP gap이 도출되었으나 프로토타입 모델에서는
1238초 실행임에도 0.112% MIP gap이 도출되어 복합발전기의 정확한 모델이 최적화의 수
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상태 기반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후 상태 기반 모델
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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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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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기 발전제약 기준 및 운영
현황

- 372 -

- 373 -

제 2 장 현행 발전기 발전제약 기준 및 현황
본 장에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와 일반 발전기의 발전제약 기준 및 운영현황에 대하
여 살펴본다. 먼저 IEA의 각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점유율 단계 구분을 살펴보고, 국내 육
지계통과 제주계통을 구분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점유율에 따라 현재 IEA의 재생에너지 발
전점유율 단계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IEA의 재생에너지 발전점유
율 각 단계별 정의에 따라 전력계통 및 발전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재생에너
지 발전제약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제
약이 시행되고 있는 국내 제주계통의 발전제약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현행 재생에너
지 접속 허가 및 등록 관련 현행 시장운영규칙 기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당진화력 9
호기 신설 및 345kV 송전탑 건설 난항으로 인하여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진화
력의 감발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전제약 문제 발생 시 현행 일반발전기의
발전제약 기준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제 1 절 신재생발전기 발전제약 기준 및 운영 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 육지계통과 제주계통의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IEA에 의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점유율 단
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제주지역 계통운영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현황과 현행 전
력시장운영규칙 및 제주도 특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외의 재생에너지 점유율과 국
내의 비교 및 재생에너지 발전제약 기준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IEA의 각 국가별 재생에너지 점유율에 따른 단계 구분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 내 전원구성은 친환경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화력 및 원자력 발
전 중심에서 신재생 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International Energy Agency’과 ‘ENTSO-E’에서 제공하는 세계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변
화 추이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신재생 발전량을 조사하였다[3]. 신재생발전 설
비용량은 2007년 약 1,000GW에서 2017년 약 2,195GW로 10년 동안에 2배 이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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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전력설비 대비 26.5%에 달한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증가가 이러한
확장의 주요 원인이며, 같은 기간 동안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5.5배(94GW→539GW) 증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50배(8GW→402GW)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원에 비해 변동성과 간
헐성 등 출력 불확실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발전 설비의 증
가에 따라 전력계통에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34> 2007-2017년 세계 신재생 발전용량 변화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는 Variable Renewable Energy (변동성 재생에
너지)의 점유율에 따른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각 단계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대비책들
을 제시하고 있다[4]. 다음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점유율에 따른 4단계를 분류한 것이다.
Ÿ

1단계 (변동성 재생에너지 용량에 의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단계)

- 시스템이 풍력 및 태양광 설비용량과 비교하여 훨씬 큰 경우, 그들의 출력과 변동성이 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만한 수준임
Ÿ

2단계 (변동성 재생에너지 용량에 의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단
계)

- 변동성 재생에너지 용량의 확대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기 시작하지만, 시
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면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상태. 대표적인 방법으로 변동성 재생에
너지의 변동성을 유연한 발전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동성 재생에너지 출력을 예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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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음.
Ÿ

3단계 (변동성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영향은 시스템과 타 발전소 운영에서 모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

- 이 시점에서부터는 수요와 공급 균형의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시
스템의 유연성이 필요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dispatchable 발전소
와 효율적인 송전망 운영, 기존의 양수발전이 있음. 또한, 새로운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과 대
규모 수요관리의 등장으로 시스템에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Ÿ

4단계 (변동성 재생에너지 용량이 특정 시점의 수요를 초과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부터는 시스템에 외란이 발생한 직후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조치가 필요함.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계통에
병입되는 동기발전기의 감소로 관성의 저하로 인해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됨. 그러므로,
계통에 대한 필수적인 신뢰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재생에너지 점유율에 따라 각 국가의 전력계통은 위의 4단계 중 하나에 속하며, 한 단계에
서 다른 단계로 급격하게 전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단계에 진입하기 전 2단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각 단계에서의 특징들은 해당 신재생 비중에서 보이는 일반적 상황이며 고정적 특징은
아니다. 특히 4단계 구간에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Curtailment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부터는 계절에 따라 변동성 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Curtailment 시행 및 예비력
의 추가적인 할당 등으로 전력계통 내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시스템 운영자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추가 확장에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
여 변동성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제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376 -

<표 2-86>

IEA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점유율 단계 분류 현황

[4]

변동성 재생에너지 통합 4단계
1단계
- 변동성

재생에너지

단계별

용량에 의한 시스템

정의

에 미치는 영향이 미
비한 단계

2단계
- 변동성

재생에너지

미치는
영향

에 눈에 띄는 차이가
없음

에 미치는 영향이 눈

스템과 타 발전소 운

에 띄기 시작하는 단

영에서 모두 영향을

계

받기 시작하는 단계

하지 않음
-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발전기 운영 패턴에
작은 변화가 있음

- 부분적 계통 상태에

계통에
미치는
영향

- 연결지점 근처의 계
통에 부분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음
- 송전 혼잡이 가능하
며, 계통의 전력조류
를 Shifting하여 운
전함

주요
당면
과제

- 순부하 변동성이 증
가함

4단계
- 변동성

재생에너지

용량이 특정 시점의
수요를 초과하는 단
계

- 24시간 가동되는 발
전소가 없음

- 연속 가동 중인 발전

- 모든 발전소는 변동

소의 감축과 같은 운

성 재생에너지를 수

영 패턴의 차이가 있

용하기 위해 출력을

음.

조정함

- 서로 다른 위치의 날
씨 조건에 의해 전반
적인 계통의 전력조
류 패턴에 상당한 변
화를 일으킴
- 계통의 고전압 부분
과 저전압 부분 사이

- 외란으로부터 계통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계통 전반적인 강화
가 필요

에 양방향 조류 증가

- 수요와 변동성 재생
- 부분적 계통의 상태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영향은 시

변동성이 크게 증가
- 부하와 순부하 사이

- 변동성

용량에 의한 시스템

- 순부하의 불확실성과

발전단에

3단계

에너지 출력간의 일
치

- 유연한 자원의 가용
성

- 외란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의 강건성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단계를 정량적으로 분류하면, 1단계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0-3%에 속하는 구간이며, 다음으로 2단계는 3-13%, 3단계는
13-23%, 마지막으로 4단계는 23% 이상에 속하는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각 국가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는 ENTSO-E의
‘STATISTICAL FACTSHEET 2017’과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 book’을 참고하
였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이용하여 국내 및 유럽
을 포함한 32개국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을 조사하였다[5].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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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사용한 변
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풍력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의 합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87> 2017년 각 국가별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5]
변동성
국가명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터키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한민국
(육지)

풍력발전량

태양광발전량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신재생 비중

[TWh]

[TWh]

발전량

[TWh]

[%]

6.5
6.1
1.5
0.1
0.6
103.4
14.8
47.9
4.8
24
43.9
4.8
0.7
7.4
0
17.5
10.9
2.7
14.4
12
7.3
0
17.3
0
17.9
-

0
2.9
1.4
1.1
2.1
35.5
0.8
13.7
0
9.2
10.5
3.7
0.1
0
0
24.8
1.9
0
0.2
0.9
1.9
0
0
0.6
2.7
-

[TWh]
6.5
9
2.9
1.2
2.7
138.9
15.6
61.6
4.8
33.2
54.4
8.5
0.8
7.4
0
42.3
12.8
2.7
14.6
12.9
9.2
0
17.3
0.6
20.6
444.0
65.0
357.1
46.3
10.2
21.2

70.2
80.3
40.8
61.5
80.9
602.3
29.4
262.6
65.1
529.4
312.3
45.8
29.1
29.2
18.6
285.1
111.5
148.6
157.7
54.5
59.8
39.2
159.1
26
295.5
6,529
1,101
4.251
712
44
255

9.3
11.2
7.1
2.0
3.3
23.1
53.1
23.5
7.4
6.3
17.4
18.6
2.7
25.3
0.0
14.8
11.5
1.8
9.3
23.7
15.4
0.0
10.9
2.3
7.0
6.8
5.9
8.4
6.5
23.1
8.3

1.99

6.51

8.5

57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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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주)

0.17

0.54

0.7

5.4

13.0

이를 다시 비중에 따라 국가들을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그림 2-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135> 2017년 국가별 변동성 재생에너지 단계 현황 [5]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1단계 국가들로는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대한민국(육지),
스위스, 슬로바키아 공화국, 체코, 헝가리 8개국들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육지계통의 경우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1.5%로 1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1단계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국
가는 아이슬란드로 0%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체코로 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일본, 프랑스, 터키, 중국, 핀란드, 불가리아, 호주, 미국, 알바니아,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14개국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주
계통이 2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2단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5.9%였고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14.8%이다.
3단계 국가들로는 루마니아, 영국,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7개국이 있으
며, 가장 비중이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 15.4%,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23.7%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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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아일랜드와 덴마크가 있다. 아일랜드는 비중이 25.3%로 4단계 초
반부에 위치하지만, 반면에 덴마크는 53.1%로 4단계를 약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계통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계통 변동성 재생에너
지 발전량은 0.7TWh로 육지계통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인 8.5TWh에 비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 대비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에서
는 제주계통이 13%이며 육지계통이 1.5%로 약 9배 이상 높아 제주계통이 육지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출력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제주지
역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증가에 따른 출력제한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절에서는 제주지역의 전력계통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생에
너지 출력제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국외 발전제약 기준 및 운영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기준 개발에 앞서 해외의 전력계통 현황
및 출력제한 원인을 조사하여 국내 기준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
의 육지계통과 제주계통이 IEA의 각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구분 기준
에서 1단계와 2단계에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IEA 2단계 이상의 도시/국가들의
현황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보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마련이 앞서
있는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하와이(미국), 구주(일본),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
한, 향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과 관련하여 국내의 보상제도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반발전기의 송전 혼잡으로 인한 발전제약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ERCOT 상정고장 기준 및 발전제약 관련 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 1 절 해외 전력계통 현황 및 발전제약 원인
1. 덴마크

- 380 -

<그림 3-1> 2017년 덴마크 발전부문 설비 구성

덴마크는 2017년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53.1%로 IEA 신재생 발전 점유율이 4
단계 국가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장 활발히 보급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3-1>은 덴마크 발전부문 설비 현황을 보여주며, 연계선을 제외한 전체 설비용량은
12.2GW이다. 이중 대용량 화력발전소 용량은 4GW(32.7%), 소용량 화력발전소 용
량은 2.3GW(18.9%), 풍력은 5GW(41%), 그리고 태양광은 0.9GW(7.4%)이었다
[14]. 향후 풍력과 태양광 설비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반면 화
력발전 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덴마크의 경우 변동성 재
생에너지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타 국가와 연계를 통한 전력교환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이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과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용량 대비
연계선 비중이 약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
리고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전체용량 대비 연계선 비중이 1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연계선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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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7년 덴마크 연계선 현황

<그림 3-2>은 이러한 덴마크의 연계선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덴마크와 스웨덴 사
이의

연계선으로는

Konti-Skan과

DK2-Sweden

두개의

연계선이

있으며,

Konti-Skan을 통해 전력을 최대 680MW까지 수입할 수 있고 740MW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DK2-Sweden을 통해 최대 1300MW를 수입할 수 있고, 1700MW
를 판매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의 연계선은 설비용량
1700MW

1개가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와

독일

사이의

연계선은

DK1-Germany와 Kontek 두 개의 연계선이 있다. 먼저, DK1-Germany의 경우 최
대 1,500MW 전력을 수입할 수 있고 반대로 최대 1700MW의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Konek의 경우 설비용량이 600MW이다. 또한, 덴마크는 추가적인 연계선을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도 2022년까지 연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계선을
통한 실시간 전력교환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변동성 위험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International Comarison of Wind and Solar
Curtailment Ratio’에 따르면, 높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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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발전제약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5].

2.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 대비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25.3%로
IEA의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 구분에서 4단계에 속하는 국가이다. 아일랜드는 크
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EIRGRID Group에 의해 운
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아일랜드 전체의 최대수요는 6,532MW 였으며, 최저수
요는 4,064MW로 나타났다. 이중 아일랜드의 최대수요 및 최소수요는 각각
4,940MW,

1,932MW이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최대수요와

최소수요가

각각

1,628MW, 457MW이었다. 아일랜드 지역의 전원구성을 살펴보면, 북아일랜드와 아
일랜드의 발전설비 구성은 아일랜드가 이탄을 이용한 발전을 7% 정도 하는 것 외
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가스 51.1%, 석
탄 15%, 신재생 30%, 기타 0.2% 순이었으며, 신재생 발전에서는 풍력 발전이 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6]. 아래의 그림은 아일랜드 지역의 전원구
성을 보여준다.

<그림 3-3> 2017년 아일랜드 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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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7년 북아일랜드 전원구성

<그림 3-5> 2017년 아일랜드 전체 전원구성

아일랜드 전체의 연계선 현황을 살펴보면, 북아일랜드-잉글랜드 연계선인 Molye
HVDC 450MW와 아일랜드-웨일즈 연계선인 EWIC 530MW 두 개의 연계선을 보
유하고 있으며, <그림 3-6>은 이에 대한 현황을 보여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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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7년 아일랜드 전체 연계선 현황

Moyle 연계선의 경우 전력을 수출, EWIC는 전력을 수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연계선 이용률은 50% 수준이다. 아일랜드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전력을 수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발전원 대비 약 0.5%로 매우 낮아 계통의 안정도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셀틱-프랑스 Celtic
Interconnection과 아일랜드-웨일즈 Greenlink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계통 안정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양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아일랜드 전력계통에 변동성 재생에너지자원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제약에 대한 문
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EIRGRID에서 발간한 ‘Annual Renewable Energy Constraint and Curtailment
Report 2017’에서는 아일랜드의 발전제한에 대한 기준은 크게 TSO(Transmission
System Operator) 발전제한과 Other Reduction 두 가지로 분류하며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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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Ÿ

TSO 발전제한

1) TSO 제약: 부분적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2) 계통 안정도 및 수급 불균형
- SNSP limit: 시스템에 비동기 발전원의 비중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
- RoCoF/Intertia: 가장 큰 단일 유입량의 손실에 대한 주파수 변화율(RoCoF)값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결과적으로 풍력의 출력을 제한해야 할 때, 또는 시
스템의 관성이 너무 낮을 때 사용.
- High Frequency/Minimum Generation: 주파수 상승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완화
하거나, 예비력, 우선순위 급전 그리고 출력증/감발 용량 제공을 위한 최소발전용
량으로 운전할 때 사용.
3) Testing: TSO에 의한 풍력 발전소의 테스트가 시행될 때 사용.

Ÿ

Other Reduction

- DSO/DNO

Constraints:

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또는

DNO(Distribution Network Operator)의 요청으로 급전 수행시 사용
- Developer Outage: 풍력 발전 단지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
출력을 줄여야 할 때 주로 사용
- Developer Testing: 풍력 발전 단지 개발자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 사용
이러한

발전제약

시행

기준에

대한

특징적인

사항은

SNSP(System

Non

Synchronous Penetration) 지표를 이용하여 발전제약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SNSP란 전체 발전량 대비 비동기 발전기의 발전량 비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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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발전량    연계선 순 수입량  
     × 
수요    연계선 순 수출량  

Ÿ

비동기 발전량 = 전체 대형 비동기발전량 + 전체 소형 비동기발전량의 대푯값

Ÿ

전체 대형 비동기 발전량 = 풍력, 태양광, 조력, 비동기 발전원

Ÿ

전체 소형 비동기 발전량 = (소형 풍력 설비용량 × 대형 풍력 이용율×0.6) +
(소형 태양광 설비용량×대형 태양광 이용율)

Ÿ

수요 = 전체 발전량 + 순 수입량 – 순 수출량

아일랜드에서 SNSP는 2011년에 도입되어 50% level로 시작하였으며, 2015년 10
월에 55%, 2016년 11월 60%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2018년 4월에 65%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는 2018년 4월에 지정된 SNSP level 65%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 시스템
운영 중 SNSP 제한양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비동기 발전원의 출력제한을 시
행하여 SNSP를 감소시킨다.

<표 3-1> 2011-2017년 아일랜드 SNSP 및 연간 풍력 출력제한 변화
연도
풍력 설치용량
(MW)
풍력 발전량
(MWh)
풍력 이용률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100

2,306

2,652

3,013

3,203

3,727

4,471

5,198

5,122

5,901

6,568

8,339

7,840

9,280

28

27

27

26

31

26

26

SNSP 제한
(%)

10월

11월

11월

50

50

50

50
이후 55

이후 60

이후 65

연간 풍력
출력제한 (%)

2.2

5.1

2.9

4.0

2.1

3.2

4.1

위의 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SNSP 및 연간 풍력 출력제한 변화를 보여준
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풍력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풍력발전량의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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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간 풍력 발전제약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풍력이용
률이 31% 급증함에 따라 풍력 출력제한이 5.1%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6년
에는 2015년 10월에 시행된 SNSP 완화 및 2016년 11월에 시행된 추가 완화, 그
리고 전년 대비 풍력발전량 저하로 인해 연간 풍력 출력제한이 2.9% 크게 감소하
였다. 이후 2017년에는 SNSP를 65%까지 완화하였지만, Moyle와 EWIC 연계선의
고장 및 용량 변경에 따른 중단으로 잉여 풍력 발전량을 수출 불가와 풍력발전량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다시 연간 풍력 출력제한이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2> 2017년 아일랜드 분기별 풍력 출력제한

가용 에너지양
발전량
Dispatch Down
(①+②)
① TSO Dispatch
Down (③+④+⑤)
② DSO Dispatch
Down
③ TSO Constraint
④ Curtailment
(⑥+⑦+⑧)
⑤ TSO Testing
⑥ SNSP Issue
⑦ RoCoF/Inertia
⑧ High Freq /
Min Gen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7

[MWh]

[MWh]

[MWh]

[MWh]

[MWh]

2,844,718

1,964,121

1,977,880

2,914,081

9,700,801

2,766,625

1,883,641

1,894,944

2,734,719

9,279,929

74,682

76,331

78,228

170,738

399,979

67,024

74,621

77,248

166,963

385,855

7,658

1,710

980

3,775

14,124

9,507

21,932

32,516

55,322

119,277

57,504

52,664

44,732

111,632

266,532

12

24

0

9

46

15,855

5,310

1,077

15,677

37,919

1,235

989

1,062

91

3,377

40,414

46,365

42,593

95,864

225,236

<표 3-2>는 2017년 분기별 풍력 출력제한량을 보여준다. 2017년 전체 풍력 가용
에너지는 9,700,929MWh였으며, 이중 실제 발전은 9,279,929MWh가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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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한은 399,979MWh로 약 4.1% 수준이었다.

<그림 3-7> 2017년 아일랜드 출력제한 원인

<그림 3-7>은 2017년 아일랜드 출력제한 원인을 보여준다. 출력제한은 크게 TSO
출력제한과 Other Reduction으로 분류되는데, TSO의 출력제한이 385,855MWh로
96.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SO 출력제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TSO Constraints, Curtailment, TSO Test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Curtailment가 266,532MWh(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TSO Constraints이 119,277MWh(30.9%), TSO Testing 46MWh(0.0%)였다. 마지
막으로, Curtailment의 원인을 분석하면, SNSP Issue와 RoCoF/Inertia 그리고
High

Frequency/Minimum

Gene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High

Frequency/Minimum Generation로 인한 Curtailment가 225,236MWh로 84.5%로
가장 높았으며, SNSP Issue가 37,919MWh로 14.2%, RoCoF/Inertia가 3,377로
1.3% 순이었다.
1분기의 풍력 발전량은 2분기와 3분기의 풍력 발전량 비해 약 50% 더 많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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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오히려 출력제한은 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풍력 출력제한
은 풍력발전량보다는 계통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
도별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풍력 설비 및 발전량의 증가가 풍력 출력제한에 주
요 원인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
대에 따른 발전제약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아일랜
드는 연계선 및 ESS 자원의 증설과 같은 시스템적 방안과 SNSP 제한의 증가와 같
은 제도적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3. 독일

<그림 3-8> 2017년 독일 발전원 구성

독일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 계통 점유율이 약 23.1%로 IEA
3단계 국가이다. <그림 3-8>은 독일의 발전원 구성을 보여준다. 독일의 발전원은
크게 석탄, 가스, 원자력, 신재생,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석탄이 3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신재생이 33.1%, 가스 33.1%, 원자력
11.6% 그리고 기타 5.2% 순이었다. 신재생은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로 구
성되며 이중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이 67.1%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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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독일은 2030년까지 원자력을 모두 신재생으로 대체하고 신재생 자원을 더
욱 늘려 신재생 계통 점유율을 65%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독일은 변동
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증가로 인한 발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제약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UNDESNETZAGENTUR의 ‘Report Monitoring report 2018’를 참고하였으며, 아
래 그림과 같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계통에 병입된 재생에너지의 발전제약
사례를 조사하였다[18].

<그림 3-9> 2009-2017년 독일 전력계통에 병입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제약량

2017년의 전체 발전제약량은 5,518.0GWh로 2013년 대비 약 10배로 매년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발전원별 발전제약량을 살펴보면, 풍력이 전
체 9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태양광 3.0%, 바이오가 1.11% 그리고 기타 0.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에서는 발전제약을 일으키는 원인 중 풍력으로 인
한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값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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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7년 독일 발전원별 발전제약량 및 비율
Energy source

Curtailed energy (GWh)

Share (%)

Wind (onshore)

4,461.19

80.8

Wind (offshore)

825.96

15.0

Solar

163.14

3.0

Biomass, including biogas

61.11

1.11

Run-of-river

2.71

< 0.1

CHP electricity

2.70

< 0.1

Landfill, sewage and mine gas

0.77

< 0.1

Energy source unknown

0.38

< 0.1

Total

5,517.96

100

<표 3-4> 2011-2017년 독일의 풍력 발전제약량 및 비율

44.6

풍력
Curtailment
(TWh)
0.41

Penetration
Ratio Wind
(%)
7.99

Curtailment
Ratio Wind
(%)
0.92

570.8

46.0

0.36

8.05

0.78

2013

596.4

53.24

0.48

8.92

0.90

2014

548.5

55.2

1.22

10.06

2.21

2015

580.4

75.7

4.12

13.43

5.44

2016

609.6

78.2

3.53

12.83

4.51

2017

602.3

103.40

5.29

17.17

5.12

연도

전체 발전량
(TWh)

풍력 발전량
(TWh)

2011

557.9

2012

<표 3-4>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풍력 발전량 및 풍력 발전제약량을 확
인할 수 있다. 2011년의 풍력발전량은 44.6TWh로 풍력발전 비중이 약 7.99%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풍력 설비의 꾸준한 증설로 인해 풍력발전량은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풍력발전량이 103.40TWh로 풍력발전 비중이 17.17%까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력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풍력발전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으
로 인한 출력예측 오차 빈도 및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풍력 발전제약이
2011년 0.92% 수준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12%까지 급증하였다. 독일에서 발
전제약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송전선로 혼잡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풍량
이 많은 북부 해안지방에 풍력 발전기의 70%가 집중되어 있지만, 수요는 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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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 혼잡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제약을 시행하였다. 송전
선로 혼잡문제로 인한 풍력 발전기의 발전제약량은 전체 풍력 발전기 발전제약량의
3분의 2로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은 증가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발전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송전선로를 통한 계통연계이
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룩
셈부르크 9개국과 연계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전력을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림 3-10> 2017년 독일의 전력 교환량

<그림 3-10>은 독일의 전체 전력 수입량과 수출량을 보여주며, 각각 28,079GWh,
83,435GWh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3-11>에서는 2017년 독일과 타 국가와의 전력 교환량을 보여준다[18]. 덴마
크, 프랑스, 스웨덴 3개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
코, 네덜란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6개 국가에게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향
후 북부와 남부를 잇는 송전선로, 기존의 국가들과의 연계확대뿐만 아니라 노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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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벨기에 등의 국가와도 연계를 진행 및 계획을 하고 있어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
원의 확대에도 Curtailment 문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 2017년 독일과 타 국가와의 전력교환량

4. 하와이
하와이는 Oahu, Hawaii, Maui, Kauai, Molokai, Lanai 등의 대표적인 큰 섬들과
1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600km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U.S. Census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하와이에는 약 1,420,4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Oahu섬의 Honolulu에 거주하고 있다.
Oahu섬의 인구는 980,080명이 거주하고 그 비율은 약 69.0%이며 다음으로
Hawaii(하와이주의 섬 중 하나)가 200,983명으로 14.1%, Maui가 167,207명으로
11.8%, Kauai가 72,133명으로 5.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394 -

<그림 3-12> 하와이주의 전력공급 현황

<그림 3-12>은 하와이주의 전력공급 현황을 보여준다[20]. 하와이주의 전력공급
회사는 크게 KIUC(Kauai Island Utility Corporative)와 HECO(Hawaiian Electric
Company) 두 개의 회사가 존재한다. KIUC는 Kauai섬에 전력 공급하며 전체 하와
이주 전력 판매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HECO는 HECO 본사와 2개의 자회사
인 HELCO(Hawaii Electric Light), MECO(Mauai Elctric)와 함께 오아후, 하와이,
마우이, 몰로카이, 라나이에 전력을 공급을 담당하며, 이는 전체 하와이주 전력 판
매량의 95.4%를 차지한다.
하와이주의 발전구성은 석유, 석탄, 신재생,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전
체 발전량 9,812,050MWh에서 석유가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재생이 14.1%, 석탄이 14.0%, 그리고 기타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은 각각 5.4%, 1.8%이며, 전체발전량 대비 변동성 재
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2%로 IEA 기준 2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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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연간 하와이주의 RPS Level 변동

하와이주는 전체 전기 판매량의 100%를 신재생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를 세웠으며, <그림 3-13>에서 보듯이 신재생 설비를 꾸
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하와이주에서는 2020년까지 전기판매량 중 신재생을
30% 증가시킬 예정이며, 이후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70%, 그리고 최종적
으로 2045년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RPS 수준은 26.8%로 2011년 12.0% 대비 약 2.2배 증가하여 RPS
계획의 1차적인 목표값인 2020년까지 30%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각 회사별로 RPS 수준을 살펴보면, 2017 기준 가장 RPS 수준이 높은 것
은 HELCO로 5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KIUC가 44.4%, MECO가
34.2%, 그리고 HECO가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RPS 달성률이 높은 회사들은
전체 설비용량이 낮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재생을 조금만 추가하더라도 비중이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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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017년도 하와이 전력회사별 전력설비 구성
HECO
2017년도

HECO

MECO

HELCO

HECO전
체

KIUC
전체

전체

Oahu

Maui

Lanai

Molokai

Hawaii

Kauai

설비용량(MW)

2,544

433

13.6

19.1

413.9

3423.6

181.1

석유

1,471

251.6

10.4

12

238.3

1,983.
3

124

석탄

180

-

-

-

-

180

-

180

전체 신재생

893

181.4

3.2

7.1

175.6

1,260.
3

57.1

1317.4

Customer-Sited
태양광

502

103

2

2.1

90

699.1

21

720.1

Grid-Scale
태양광

45.5

5.8

1.2

-

-

52.5

10.6

63.1

풍력

99

72

-

-

31

202

-

202

기타신재생
(ESS 포함)

246.5

0.6

-

5

54.6

306.7

25.5

332.2

3,604.
7
2,107.
3

<표 3-5>는 2017년 기준 하와이 주요 섬들의 설비현황을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석유를 주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용량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설비
로 구성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가장 인구가 많은 Oahu 섬이 2,544MW로 가장 많
은 설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Maui섬이 433MW, Hawaii섬이 413.9MW,
Kauai섬이 181.1MW, Molokai섬이 19.1MW, 그리고 Lanai 섬이 13.6MW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은 1317.4MW였으며, 이중 Customer-Sited 태
양광 720.1MW, Grid-Scale 태양광 63.1MW, 풍력 202MW, 기타신재생(ESS 포
함) 332.2MW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회사들은 각 설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설비는
크게

기저부하

설비(Firm

Power),

급전가능

설비(Cycling

Unit),

기존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계약 발전사업자 설비, 신규 IPP 계약 발전사
업자 설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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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저부하 설비(Firm Power): 일정속도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출력증감을 실시
하지 않음

Ÿ

급전가능 설비(Cycling Unit and Peaking Unit):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틸리티의 지시에 따라 출력 증감을 실시함

Ÿ

기존 IPP 계약 발전사업자: 수요가 증가 시 급전지시로 출력 제어되며, 부하가
감소시 먼저 오프라인으로 전환

Ÿ

신규 IPP 계약 발전사업자: 발전 설비의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한 출력증감을
실시하며, 문제 발생 시에만 급전지시를 통해 기존 IPP 설비가 대신 출력증감을
실시함

<그림 3-14> 하와이 전력설비 운영방안

<그림 3-14>와 같이 하와이 급전순위를 살펴보면, 지력, 석탄, 폐기물에너지 발전
설비가 기저부하 설비로 우선적으로 발전에 참여하며, 다음으로 Cycling 설비, 기존
IPP 사업자 설비, 신규 IPP 사업자 설비, 첨두부하 설비 순으로 참여한다[22]. 하
와이의 전력 수요는 19-21시에 가장 높으며, 09-15시에는 태양광의 전력생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대에서는 첨두부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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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출력을 제어하지만, 경부하 시간대에서는 전기차 충전과 신재생에너지까지
도 출력제어에 참여한다.
하와이 신재생에너지 출력 감발의 주요 원인은 경부하 시간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잉으로 인한 출력감발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나, 이외에도 정오에 상당량의 태양광
출력 증가로 인한 풍력발전 감발, 작은 계통규모로 인한 계통안정도(주파수 및 전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출력감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신재생 발전원의 출력감발은 SCADA 시스템의 자동 신호에 의해 시행되며, 일
반적으로 LIFO(Last In First Out)를 적용하나, 출력감발로 인해 연간 에너지 생산
량의 60% 이상 생산하지 못한 발전 설비와 FIT 제도가 적용된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감발 발전기 순서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선로 혼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문
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감발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감발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하와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출력감발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완화전
략을 세우고 있으며, NERL의 ‘Wind and Solar Energy Curtailment: Experience
and Pratices in the U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완화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Ÿ

Must-run 발전기의 upgrade를 통한 최소발전용량 감소

Ÿ

경부하시 ON 상태의 일반발전기 일부를 OFF로 변경(재생에너지 우선순위 공
급)

Ÿ

Qucik start 발전기의 설치 및 수요반응자원 확보를 통한 예비력 확보(재생에너
지 변동성 대비)

Ÿ

분산형 태양광발전단지 내 스마트미터링 설치 및 출력제어량 확보

Ÿ

경부하시 과공급된 출려을 소모하기 위하여 급속 EV 충전소 설치 확대

Ÿ

Down reserve 확보량에 풍력발전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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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구주전력)
일본은 구주, 혼슈, 시고쿠, 훗카이도, 오키나와 등 5개 지역에 10개의 전력회사가 있다. 그 중 구
주지역은 일본 전체지역 대비 총 면적 및 인구, 전력수요는 약 10% 수준인데 비하여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발전점유율은 2017년 기준 20%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일본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구주지역의 발전원별 발전점유율 비율은 아
래 그림과 같다[23].

<그림 3-15> 2017년 구주지역의 발전원별 발전점유율

구주지역은 다른 일본 내 지역에 비해 태양광발전의 적지가 많다. 특히 일조 조건이 좋아서
태양광의 도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주전력의 2012년 FIT 시행을
통하여 급격히 태양광발전 접속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그림 3-16>은 구주지역
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태양광 접속용량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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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구주지역 연간 태양광 접속용량 현황

※ 출처 : 태양광발전의 대규모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구주전력의 전력계통 계획과 운영 방
안, 2018년 11월 16일, 구주전력 야마시나 히데유키(구주전력 전력송전본부장)

구주지역의 태양광 접속량은 2012년 7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 시행 이
후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9월 기준 태양광발전 접속용량은 약 812만kW 정도
로 FIT 제도가 시행된 2012년 말 기준의 태양광발전 접속용량 111만kW 대비 약 7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구주지역의 풍력발전의 접속용량은 50만kW이며, 이는 태양광발
전 접속용량 대비 약 1/16 수준으로 풍력발전보다 태양광발전의 접속용량이 많다.

특히 구주전력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출력제한을 지난 2018년 10월에 실시
하였다. 구주전력의 태양광발전 출력제한 주요 원인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크게 변동하는 태양광발전의 대규모 도입이 원인이며, 전력수급 및 주파수안정도
등의 전력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태양광발전의 출력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출력제한을 처음 실시한 2018년 10월은 화력발전의 출력 조정 및 양수발전 활용을
극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발전제약을 실시 하
였다. 구주전력은 전력공급량이 수요를 상회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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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규칙에 따라 일반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연계선 송전량 제어, 신재생에
너지 출력 제한, 장기 고정전원의 출력제한을 통하여 전력수급을 맞춘다. 우선 공급
규칙에 의한 출력제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24].

① 일반발전기 중 화력발전기의 출력제한
② 전기저장장치의 충전 및 양수발전의 펌핑을 통한 전력 흡수
③ 연계선(관문연계선)을 활용하여 구주지역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
④ 바이오매스 발전기의 출력제한
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출력제한
⑥ 장기 고정전원(원자력, 수력, 지열발전 등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Must Run 발전원)의 출력제한

<표 3-6> 구주전력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10월 20일(토) 10월 21일(일) 10월 21일(일)
10월 21일(일)
당일 10시
16시 계획
10시 계획
실적치
계획과 차이 값
전력수급 현황
(하루 전 계획)

(당일 계획)

11:30~12:00

728

728

732

4

226

226

184

-42

연계선 송전

196

196

194

-2

① 합계

1150

1150

1110

② 전력 공급

1268

1268

1203

-65

588

588

551

-37

118

118

93

전력 수요
축전지,

양수

Pump

전력공급

내

태양광 공급
재생에너지 출력
감발 (②-①)

-40

-25

이러한 우선공급 규칙에 따라 구주전력은 지난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11:30∼12:00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실시하였다. 해당 날 하루 전에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
측 결과, 수요가 낮고 태양광발전 출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력공급량이 전력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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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력 수급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
루전 118만kW 의 출력제한 지령 예고하였다. 해당 날짜에 대한 하루전 계획, 당일 10시
계획, 그리고 실적치 값은 위의 표와 같다.

구주전력은 하루 전에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발전량을 매시간 예측하여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하루 전에 지시를 내린다. 10월 20일 토요일 하루 전
예측을 통해 지시를 내린 출력제한량은 118만kW 였다. 당일 구주지역의 북부에 급속한 구
름의 유입으로 태양광발전 출력이 하루 전 예측량과 달라져 출력제한 지시량을 일부 수정하
여 실제 재생에너지의 출력 감발량은 93만kW 였다. 해당 날짜에 대한 전력수급 현황은 아
래 그림과 같다[25].

<그림 3-17> 구주전력의 2018년 10월 21일 전력수급 현황

구주전력은 현지 조작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수동 제어)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발전소
(자동 제어) 총 개수 및 총 설비용량 비율을 고려하여 출력제한량을 먼저 산정한다. 이때
년도 단위로 발전소 간의 출력제한 일수가 동등해지도록 제한 횟수를 조정한다. 만약 사업
자가 출력제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출력제한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
때 수동제어가 가능한 발전소는 발전소 내 변전소 또는 변압기의 전압에 따라 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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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고압(7kV 초과) 발전소와 고압(7kV 이하) 발전소를 구분한다. 이에 대한 그림은 아래
와 같다.

<그림 3-18> 구주전력 재생에너지 발전제약량 산정 및 발전제약량 분배 방안

구분된 특고압 발전소는 각 개별 발전소 별로 순서를 정하여 순환 분배를 진행하며, 고압
발전소의 경우 구주의 8개 지역(후쿠오카, 쿠마모토, 키타구주, 나가사키, 사가, 미야자키,
오이타, 가고시마)에 설비용량 비율로 출력제한량을 배분하고 지역별로 발전소를 선택하여
순환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제어가 가능한 발전소의 경우에도 발전소 내 변전소 또는 변압기의 전압에 따라 재 구
분하게 되는데, 특고압(7kV 초과), 고압(7kV 이하), 그리고 저압(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로 구분한다. 특고압 발전소들은 수동제어의 특고압 발전소와 동일하게 각 개별
발전소 별로 순서를 정하여 순환 분배를 진행한다. 자동제어의 고압 및 저압 발전소 역시
수동제어와 마찬가지로 구주의 8개 지역에 설비용량 비율로 출력제한량을 순환 배분한다.
단 자동제어 가능한 고압, 저압 발전소의 경우 아직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역
별 단위로 선정한다. 이에 대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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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구주전력 출력제한 대상 발전기 선정
구주전력 출력제한에서는 1기 발전소당 누적 제어 지시 횟수를 공평하도록 한다. 출력제한
시행되었을 경우, 구주전력 홈페이지에 각 발전기별 누적 제어 지시 횟수를 공표한다. 수동
제어 발전소가 지시 미수신 등의 원인으로 출력제어 지시 불이행시 해당 발전소는 다음 출
력제한 순서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출력제어 지시 명령을 받는다. 출력 제어 지시에 응답하
지 않거나 제어 불이행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공평성에 의하여 계약 해제까지 고려
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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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보상 현황

1. 북미
북미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의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 및 수준이 다르게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북미지역의 계통 운영자 및 유틸리티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보상 내용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수급 불균형, 송전선
로 혼잡, 송전설비의 계획된 정비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상황에서의 출력제한
은 보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계통 안정도 문제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의 출
력제한은 대부분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전선로 혼잡으로
인한 출력제한의 경우 BPA와 PSCO, SPP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를 비상 감발로
간주하고 보상하지 않으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표 3-7> 북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보상 내용 [26]
기관

계통 운영자

보상 내용
AESO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감발은 보상
- 풍력은 보상 없음

BPA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보상
- 송전선로 혼잡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무보상

CAISO

- 수급 불균형, 송전선로 혼잡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보상
- 계통 안정도로 인한 출력제한은 무보상

ERCOT

- 풍력은 무보상

PSCO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보상
- 송전선로 혼잡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무보상

PSE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제한은 보상

SPP

- 계통 안정도로 인한 출력제한은 무보상
- 최근에는 송전선로 혼잡으로 인한 출력제한도 비상 감발
포함하여 보상하지 않으려는 추세

APS

- 계약에 따라 보상, 비상 감발은 무보상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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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2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조
달해야 하기 때문에, priority dispatch 및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을 통한 유인 제공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신재생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종
류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7].
Ÿ

Investment grants : 신재생 발전량에 대한 투자금 지급

Ÿ

Feed in tariff :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계약 상 정해진 가격에 따라 발전 대
금을 지금 받음

Ÿ

Feed in premium :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을 발전대금으로 지급
받음

Ÿ

Contracts for differences : 기본적으로는 Feed in premium과 같지만 시장 가
격이 상한보다 높아지면 차액을 돌려줘야 함

Ÿ

Auction : 발전대금을 입찰하여 경제적인 순서대로 선정되고 지급받음

Ÿ

Green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발전하였다는 증서로 거래가 가
능하며 하한 가격이 존재

상기의 지원제도들은 주로 시장가격 수준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 변
동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가격 위험이라 한
다. 상기 제도들의 가격 위험 수준은 Investmetn grants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Feed in tariff, Feed inpremium, Contracts for Differences, Auction, Green
certificate 순으로 가격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계통의 상황에 따라 재생에너
지 사업자는 출력제한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 받지 못
한다면 이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재무적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를 공급 위험
이라 하며, 전부 보상, 부분 보상, 무보상 순으로 공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지원제도 및 보상방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
격 위험 및 공급위험이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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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험도 역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림 3-20>은 유럽 국가들의 재생
에너지 시장 위험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IEA 2단계
국가들이며, 초록색은 3단계 국가, 파란색은 4단계 국가들을 나타낸다. 2단계 국가
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인 국가들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2단계 국가들에서는 출력제한에 대한 손실을 전
부 보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체코, 스웨덴 등 일부 2단계 국가들에서는 출력제한에 대해 무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초기 단계로 인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3단계 국가들에서는 전부 보상, 부분 보상,
무보상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 부분
달성되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진 결과로 보여지며, 무보상으로 가기 전 과도
기적 단계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4단계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무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4단계로 진입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보다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의 안정성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진입으로 인한 계통 안정성
문제를 막기 위해 무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
포르투갈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출력제한 보상방법을 채택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이 저조한 초기 단계에서는 전부 보
상, 보급수준이 중기로 접어든 시점에서는 부분 보상, 마지막으로 보급수준이 과도
하여 계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무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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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가격 위험 및 공급 위험에 따른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 위험도

3. 일본(구주전력)
일본 구주전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보상을 [구 규칙], [지정 규칙], [신
규칙]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22]. 여기서, [구 규칙] 사업자는 2015년 1월 25
일 이전에 연계 승낙된 설비용량 500kW 이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전속계약 신
청한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풍력 사업자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정 규칙] 사
업자는 2015년 1월 26일 이후에 연계 승낙된 설비용량 10kW 이상의 태양광 사업
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신 규칙] 사업자는 2017년 1월 26일부터 2017년 5
월 25일 까지 접속 계약 신청한 풍력 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3-8>은 각 규칙에
따른 출력제한 보상내용을 보여준다. 풍력 사업자인 [구 규칙] 및 [신 규칙] 사업
자들은 각각 연간 30일, 연간 720시간까지 무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구 규칙] 사업자는 하루에 1시간만 출력제한을 시행하더라도 1일 출
력제한을 시행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 규칙] 사업자들에 비해 출력제한에
대한 부담을 적게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풍력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장과 구주지
역의 재생에너지의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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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구 규칙] 및 [지정 규칙] 사업자는 각각 연간 30일까지 무보상, 무제한 무보
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정 규칙] 사업자의 경우 무제한으로 출력제한을 무보
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구주전력에 집
중적으로 투자된 결과로, 오후 시간대 태양광의 과잉 출력으로 인해 계통의 수급
불균형 및 안정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신규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게 무제한 무보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제약 기준을 의무화한 것으
로 판단된다 [24].

<표 3-8> 구주전력 재생에너지 보상 현황 [24]
구분

구 규칙

지정 규칙(태양광)

신 규칙(풍력)

적용대상

2015.01.25.까지
연계 승낙된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및
전속계약 신청한
풍력발전 사업자
(주요 대상 : 500kW
이상 태양광/풍력)

2015.01.26. 이후
연계 승낙된
태양광발전 사업자
(주요 대상 : 10kW
이상 태양광)

2017.05.25.까지 접속계약
신청한 사업자
(주요 대상 : 풍력발전
사업자)

출력제한
보상

연간 30일까지
무보상

무제한 무보상

연간 720시간까지 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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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외 일반발전기의 발전제약 기준 및 운영 사례
1. ERCOT에서의 송전제약 적용
ERCOT는 송전 혼잡을 고려하기 위하여, N-1 상정고장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상정고장은
송전선로, 발전기 및 자동변압기의 탈락을 고려한다. N-1 혼잡은 일반적으로 순시 열용량
한계를 기반으로 하고, 건전상태의 경우에는 상시 열용량 한계를 적용한다. 적용 제약에는
첫째, N-1 상정고장, 송전 요소 과부하와 둘째, 건전상태 및 실시간 송전 요소 과부하 상태
를 고려한다. 상태 추정(SE) 및 실시간 상정고장 해석(RTCA)를 5분마다 수행하여, 송전 제
약 목록을 생성한다. SCED는 제약 해소를 위해 발전 재분배 방안을 결정하는데, RCTA에
서 생성된 송전 제약 목록은 SCED에 제공 되고, 제공된 제약들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1) ERCOT TCM에 대한 과도안정도 확보를 위한 융통제약 적용
ERCOT SCED에서는 TCM에서 안전도 제약 및 발전이동 감도를 SCED에 제공한다. 다음
두 그림은 ERCOT TCM과 SCED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림 3-21> ERCOT TCM 및 SCED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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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ERCOT 실시간 해석 결과와 SCED의 연관성

<그림 3-21>을 살펴보면, TCM은 RTCA의 SPS(발전제약)와 RAP가 고려되고 있다. SCED
로 전달되는 네트워크 제약을 결정하기 위해 TCM에 RTCA 결과 뿐 아니라 전압안정도 해
석(voltage stability analysis) 및 과도안정도 해석(transient stability analysis)의 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압안정도와 과도안정도 실시간 해석 후, 안전도 확보를 위해
TCM으로 “안정도 융통 제약”의 형태로 제공한다. TCM에서 선택된 제약과 계산된 발전이
동 감도의 정보는 SCED로 제공되어 발전기 기본 운전점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TCM의

입력 데이터는 일반적인 제약과 동적 개선방안 및 SPS(발전제약)를 입력으로 한 RTCA에서
상정고장 제약(발전기 이동 감도), 전압 및 과도안정도 제약이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를 이
용하여 유효한 제약 및 발전이동 감도가 MMS(Market Management System)에 전달이 되
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력

기준점이

결정이

되고

제약

정보들을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전달을 한다.
또한 ECORT는 송전제약 해소를 위해 CMP(혼잡 관리 계획)을 이용한다.

CMP는 SCED를

보완 및 송전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송전 스위칭 동작이며, 주어진 상정고장 시 전체 계통
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것이다. 부하 수준을 순시 열용량 한계 내로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며, 2시간 이내에 정상 운전 조건으로 회복시켜야한다.

2. 운영계획 측면에서의 발전제약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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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상에서, 운영계획 측면에서의 SPS-발전탈락 및 발전제약을 동시에 검토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SPS-발전탈락 대상 발전기를 선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전제약 할당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연구되어 있지 않다. 과도안정도 제약 최적조류계산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실계통 운영에 적용하기 어렵다. [28]에서 CCT 지수 및
발전여유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제약 결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발전제약으로서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28]에서는 과도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발전기군 및 안정 발전기군들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margin 지수를 결정하고 이를 발전제약 할당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는  번째

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의미하며,

는  번째

(2.3.1)

발전기의 현재 출력의 나

타낸다.
[28]에서 과도안정도의 판단은 불안정 발전기군의 로터 위상각의 기준각으로부터 차이가
180°가 나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문헌에서는 불안정 그룹의 발전력에 대하여 안
정도 확보를 위해 발전력 저감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발전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불안정
그룹의 발전력 저감은 다음의 식으로 결정한다.




   






∈

여기서

(2.3.2)



는 안정화 요구 발전력 총저감량을 의미하며,  는 불안정 발전기군을 나타낸

다. 그러나 실제 계통에 대한 안정도 확보를 위한 불안정 발전기 그룹에 대하여 발전 제약
량을 구하는 데 있어 비선형성이 존재한다. 즉, 불안정 그룹의 발전기 중 발전 제약을 적용
하는 발전기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의존적으로 안정화를 위한 발전력 총저감량( )이
다르게 나타난다. 식 (2.3.2)를 적용할 경우 기본적인 가정은 발전 제약 할당 방식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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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는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 (2.3.2)에서는 건전상태에

서의 발전 예비력의 [pu] 값이 낮을수록 더 높은 발전 제약을 적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 414 -

- 415 -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방식 및
신재생에너지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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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근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방식 경향과 시사점
제1절. 배경
○ 최근 변동성전원의 발전비중의 증가로 변동성전원의 특징인 간헐적 출력에 대응
하여 안정적인 계통 운영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변동성 전원의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외를 막론
하고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은 세계 발전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발
전 또한 2040년까지 수력발전 수준의 규모로 증가할 전망임.128)

[그림 2-1] 전 세계 발전원별 설비용량 전망(2000~2040년)
(단위 : GW)

자료 : Brent Wanner(2019.2.6.)

–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출력 예측이 불확실하고, 출력자체의 변동성이 크며, 계통에

128) [그림 2-1]의 원본 수치 데이터는 다음의 링크 참조. IEA 홈페이지,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installed-power-generation-capacity-by-sourc
e-in-the-new-policies-scenario-2000-2040(검색일 : 2019.12.17.)

- 418 -

관성 예비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이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증
가는 안정적 계통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변동성 전원의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출력된 전력
의 가치, 즉 생산된 전력이 계통의 전력수급 균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도
경제성 평가에 있어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원별 발전설비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설비의 비용 경쟁력만
고려하면 되었지만, 더불어 생산된 전력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원별 발전설비의 경제성 평가지표가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 Value Adjusted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균등화 회피비용
(LACE, Levelized Avoided Cost of Electricity)을 각각 소개하였음.
○ 다음 절에서는 최근 새로이 제시된 평가지표 VALCOE 및 LACE와 기존 균등화
발전비용(LCOE)과의 비교를 통해 최근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방식 경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 봄.

제2절. 균등화 발전비용(LCOE)

1. 균등화 발전비용(LCOE)의 개념
○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균일하게 등가화129)한 발전비용으로, 어떤 발전원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전원의 비용 경쟁력을 근거로 삼고 있음.

–

LCOE는 산정이 간단하며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발전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129)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전량과 비용을 일정시점으로 할인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
거래소, “발전원가/발전단가/정산단가/구입단가/판매단가” 설명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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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화 발전비용에서 발전비용을 굳이 균등화하여 이용하는 이유는 발전에 투입
되는 비용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거니와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불규칙하
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전력 생산에는 건설비, 연료비, 운전유지비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에 따른 환경비용이나 정책비용 같은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고 각 비용이 발생하
는 시점 또한 각기 다름.

–

이처럼 서로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을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LCOE와 같은 지표를 사용함.

○ LCOE는 경제수명 기간 동안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발전량과 건설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등의 발전비용을 연도별로 균등화(균일하게 등가화)하여 산
정함.

–

LCOE는 다음과 같이 발전기의 수명기간(n) 동안 등가화한 총 발전비용을 등가
화한 총 발전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음.130)

–

[수식 2-1]은 IEA(2015)에서 제시한 균등화 발전비용의 추정식으로, 여기서 탄소
비용은 대표적인 발전원의 외부비용 항목으로 탄소비용과 함께 SOx, NOx, 미세먼
지와 같은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비용을 반영131)하기도 함.

[수식 2-1]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 산식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탄소비용 
총발전량 



÷




  할인율 

     할인율 


  





자료 : IEA(2015), p. 28

130) 한국전력공사(2018.1)
131) 한국전력거래소(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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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등화 발전비용(LCOE) 산정을 위한 비용요소 및 전제
□ 구성 요소
○ LCO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전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간
총 발전량과 총 발전비용이 필요함.

–

연간 총 발전량(kWh)은 설비의 정격용량(kW)에 연간 가동시간(8,760시간(24시
간×365일))을 곱한 것에 설비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총 발전비용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환경비용, 정책비용 등의 다양한
비용요소가 포함됨.

–

과거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를 수행한 기관 및 개인별로 LCOE를 산
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비용 요소는 대분류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세부항목별로
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미에너지정보청(EIA)에서는 송전접속비용(Transmission cost)을 비용항목으로 반영
하는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132)

□ 기본 전제
○ 균등화 발전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되는 할인율, 설비이용률, 경
제수명 등의 가정이 필요함. 예시로서, IEA(2015)의 LCOE 산정을 위한 기본전
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음.

–

IEA(2015)는 발전소 수준까지의 비용만 고려하여 송배전비용(계통비용)은 포함
하지 않고,133) 환경비용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만을 고려하였음.134)

132) IEA(2015), p. 13; EIA(2019.2), p. 8
133) 다만, IEA(2015)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에는 계통비용이 중요한 비용요소임을 밝히면
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요반응(DR) 또는 대체발전 비용도 발전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2018.1), p. 34
134) SOx, NOx, 미세먼지 등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국가 별
규제에 따라 배출억제를 위해 투자된 건설비와 운전유지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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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IEA(2015)의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의 주요 전제
할인율

설비이용률

경제수명

건설비

3%, 7%, 10% (3가지)
기저부하(석탄, 가스, 원자력) : 85% 적용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 발전기별 설비이용률 적용
풍력, 태양광 : 25년, 가스복합 : 30년, 석탄, 지열 : 40년,
원자력 : 60년, 수력 : 80년

직접건설비용

건설비 항목으로 계상된 발전소 건설비용

사전건설비용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인허가 비용

간접건설비용

건설비 항목으로 계상되지 않은 설계비용, 행정비용 등

부지비용

건설비 부지 비용. 송전접속비용은 제외

예비비

건설비의 15%(원자력), 5%(원자력 이외) 적용

운전유지비

발전기별 운전유지비 적용
101달러/t(무연탄), 국가별 제출자료(유연탄) 적용

석탄

발열량은 국가별 제출자료 반영, 미제출시 25GJ/톤(무연탄)
적용

연료비
(OECD

천연가스

국가)

11.1달러/MMBtu(OECD유럽),
14.4달러/MMBtu(OECD아시아), 5.5달러/MMBtu(미국)

원자력

핵연료주기 Front end(채굴, 농축, 가공) : 7$/MWh

(우라늄)

핵연료주기 Back end(사용후 핵연료 처리) : 2.23$/MWh

탄소비용

30달러/CO2t

자료 : IEA(2015), 한국전력공사(2018.1)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IEA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산정 결과
○ IEA는 World Energy Outlook(2019)에서 4개의 국가별(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로 2018년과 2040년 기준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산한 결과를 제
시하였음.135)

135) 정확한 추산식과 2018년 및 2040년 추산을 위한 비용요소 및 수치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추산식과 비용요소는 IEA(2015)의 방식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추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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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는 국가별로 추정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저렴한 발전원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것임.

<표 2-2> 국가별 원별 LCOE 순위 및 추정비용(2018년, 2040년)
(단위 : $/MWh)

순위

미국
발전원

유럽연합
LCOE

발전원

중국

LCOE

인도

발전원

LCOE

발전원

LCOE

2018년
1

가스복합

50

가스복합

90

석탄

50

태양광

45

2

육상풍력

55

육상풍력

95

육상풍력

60

석탄

60

3

석탄

75

태양광

110

태양광

60

육상풍력

60

4

태양광

95

석탄

120

원자력

65

원자력

70

5

원자력

105

해상풍력

140

가스복합

90

가스복합

95

6

해상풍력

155

원자력

150

해상풍력

120

해상풍력

190

2040년
1

육상풍력

50

태양광

65

태양광

35

태양광

30

2

태양광

50

해상풍력

65

해상풍력

45

육상풍력

50

3

가스복합

60

육상풍력

85

육상풍력

55

석탄

55

4

해상풍력

70

원자력

110

원자력

65

해상풍력

65

5

석탄

75

가스복합

115

석탄

70

원자력

70

6

원자력

100

석탄

145

가스복합

110

가스복합

95

주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유럽연합과 중국 및 인도의 발전원별 LCOE 순위는
2018년 기준으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가스복합발전은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높
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석탄은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번째, 4번째로 저렴한 발전원으로 추정되어
발전원 중 중간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자력발전은 미국에서 5번째, 유럽에서는 가장 낮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 423 -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러나 중국 및 인도에서는 석탄 화력이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각각 1위
및 2위)로 추정되었으며 원자력발전도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균등화 발전비용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스복합은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균등화 발전비용이 추정되
었는데 이는 연료비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육상풍력이 4개의 국가별로 모두 2번째로 높은 경제성
을 확보하고 있는 발전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태양광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중간수
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태양광 발전은 인도에서는 가장 경제성 있지만 타 국가에서는 중간수준의 경제
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해상풍력은 2018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낮은 경제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40년 발전원별 LCOE를 보면 국가별 구분과 관계없이 대부분 재생에너지 발
전이 전통전원에 비해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40년까지 태양광은 약 30~65$/MWh 수준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8년 가장 비싼 발전원이었던 해상풍력도
45~70$/MWh 수준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됨.

․

재생에너지 발전은 연료비가 필요 없고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매우 낮다는 특
징이 있음. 또한 기술발전 및 설비보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로 발전설
비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점차 미래로 갈수록 높은 경
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전통전원은 국가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낮은 경
제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전통전원은 연료비 상승, 높은 외부비용의 내재화 등으로 인해 점점 비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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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IEA의 추정결과를 통해 살펴본 LCOE는 발전원별 경쟁력을 판단하는 자료
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발전비용만을 근거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과 용량 가치와 같은 가치들을
포괄하지 않음.

–

현재까지는 발전비용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었지만,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계통유지에 기여하는 전력의 가치(급전가능성 등)를 경제성
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괄해야 한다는 필요가 증가함.

–

이처럼 IEA와 EIA는 각각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과 균등화 회피
비용(LACE)이라는 지표를 통해 기존 LCOE에서 전력비용만을 기준으로 경제성
을 산정하던 방식에 더하여 생산된 전력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 절에서는 VALCOE와 LACE에 대해 논의해보기
로 함.

제3절.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

1.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의 개념
○ IEA(2018)의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ue adjusted LCOE, VALCOE)은 기
존의 LCOE가 발전비용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전망 2018>에서 처음 소개되었음.

–

IEA(2018)는 발전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가치를 ①에너지 가치 ②유연성 가
치 ③용량 가치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기존 균등화 발전비용(LCOE)에 더해 세
가지 가치를 함께 고려한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이라는 새로운 지
표를 제시하였음.

–

IEA(2018)는 VALCOE 지표를 통해 발전설비 간의,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통 화
석연료 발전설비 간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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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IEA의 VALCOE 가치
가치

주요 내용

에너지

유연성 및 계통 서비스

충족

수요를

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가치

품질

전력

을 유지하기 위한 비에너지 계통서비스에 대한 가치

파 조

(1,2차 예비력, 주

수

정 등)

계통 적정성 유지를 위한 용량서비스에 대한 가치

용량

떤 황

(어

조

자료 : 이대연 외(2019.2.8.)참

상

에서도 수요에

맞 충분
는

한 전력 공급 보장)

하여 저자 재구성

○ IEA는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을 위해 고려되는 가치(가치조정치, V
A)136)가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추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음.
○ 유연성 및 계통 서비스 가치 측면에서, 가스복합 발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가치가 반영될 것이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오히려 음(-)의 가치가 부여될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용량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급전이 가능한 전원인 전통전원에게 양(+)의 가치가
부여될 것이며 간헐적으로 발전하는 변동성 전원에게는 음(-)의 가치가 부여될
것임.

–

다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의 가치는 각 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반된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음.

○ IEA 보고서에서는 ①에너지 가치 ②유연성 가치 ③용량 가치의 가치별로 추정
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모두 합산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다음 표는 주요국
의 발전원별로 추정된 가치조정치를 정리한 것임.

–

가치조정치(VA)는 비용의 관점이기 때문에 각 가치별로 양(+)의 가치가 부여될
경우에는 음수로 표현되고, 반대로 음(-)의 가치가 부여될 경우에는 양수로 표
현됨에 유의해야 함.

136) VALCOE는 LCOE에 조정치(adjustment: either up or down)를 적용하여 산정함. IEA(2018), p.
3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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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표 2-4> 주요국의 발전원별 발전비용 가치

교

정치(VA) 비

(2018년, 2040년)
(단위 : $/MWh)

조

가치

2018년

정치

(VA)

Ÿ

석탄

Ÿ

가스복합

Ÿ

미국

유럽
연합

2040년

인도

중국

미국

유럽
연합

인도

중국

0

-15

0

0

0

-20

-5

-5

-5

-15

-5

-5

0

-30

-15

-10

원자력

0

-5

0

0

0

5

0

0

Ÿ

태양광

0

-5

5

0

10

25

20

25

Ÿ

육상풍력

0

0

5

5

5

5

5

5

Ÿ

해상풍력

-5

-5

-50

0

5

10

5

5

j

=

함

주1 : VA(value ad ustment)는 VALCOE와 LCOE의 차이(VA VALCOE-LCOE)를 의미
주2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전통전원의 가치조정치(VA)를 먼저 살펴보면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2018년과
2040년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가치조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가스복합이 유연성 및 계통 서비스, 계통 적정성 유지를 위한 용량 서비스, 그리고
수요충족을 위한 에너지 공급 가치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임.

–

석탄화력은 2018년에는 유럽연합에서만 가치조정이 존재하지만 2040년에는 인
도, 중국에서도 가치조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석탄이 안정적인 용량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임.

–

원자력 발전의 가치조정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및
미래의 원자력발전의 가치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치조정치(VA)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줌.

–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유연성 및 계통서비스, 용량제공에서 음
(-)의 가치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수로 표현됨.

–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큰 수치의 음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가치조정에
서 양(+)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유연성 및 계통서비스나 용량 제공에 있어서는 양(+)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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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전력시스템에서 해상풍력이 제공하는 에너
지공급의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변동성전원이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보편화되는 2040년에는 일반적
인 예상과 동일안 가치조정치(VA)를 보임.

–

태양광은 매우 높은 음(-)의 가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양(+)의
가치조정치가 부여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풍력(육상, 해상)도 높은 양(+)의 가치
조정치가 부여되었음.

–

즉 2040년이 되면 변동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
용이 투입됨을 보여줌.

2. IEA의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 산정 결과
○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은 기존 LCOE 지표에 앞서 설명한 가치조
정치(VA)를 더한 수치로 계산됨.137) 다음의 표는 국가별 발전원별 가치조정 균
등화 발전비용을 저렴한 발전원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것임.
○ 2018년 VALCOE의 발전원별 순위는 가치조정을 하지 않은 균등화 발전비용
(LCOE)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일부에서는 전통전원과 재생에너지의 순위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한
수준임. 즉, 현재 기준으로는 변동성전원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 자체
도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137) VALCOE는 LCOE에 조정치(adjustment: either up or down)를 적용하여 산정함. IEA(2018), p.
3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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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가별 원별 VALCOE 순위(2018년, 2040년)
(단위 : $/MWh)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순위
발전원

VALCOE

발전원

VALCOE

발전원

VALCOE

발전원

VALCOE

2018년
1

가스복합

45

가스복합

75

석탄

50

태양광

50

2

육상풍력

55

육상풍력

95

태양광

60

석탄

60

3

석탄

75

석탄

105

원자력

65

육상풍력

65

4

태양광

95

태양광

105

육상풍력

65

원자력

70

5

원자력

105

해상풍력

135

가스복합

85

가스복합

90

6

해상풍력

150

원자력

145

해상풍력

120

해상풍력

140

2040년
1

육상풍력

55

해상풍력

75

해상풍력

50

석탄

50

2

가스복합

60

가스복합

85

육상풍력

60

태양광

50

3

태양광

60

육상풍력

90

태양광

60

육상풍력

55

4

석탄

75

태양광

90

석탄

65

원자력

70

5

해상풍력

75

원자력

115

원자력

65

해상풍력

70

6

원자력

100

석탄

125

가스복합

100

가스복합

80

주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40년 기준 가치조정을 했을 경우, 태양광과 풍력의 가치조정 균등화발전비용
은 가치조정을 하지 않은 균등화발전비용에 비해 상당히 높아짐.

–

그러나 여전히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에서 석탄과 원자
력발전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전원으로 추정됨. 석탄발전이 매우 저렴한 인도에서도
석탄과 태양광이 동일하지만 원자력보다는 저렴함.

–

이런 경향은 육상풍력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상풍력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저렴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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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는 가치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발전이 전통전원에 비해서
는 저렴한 편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가치조정이나 균등화발전비용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IEA에서 추정된 결과가 다른 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가치조정을 위해서 반영하는 가치 역시 IEA에서 정의한 3가지 요소(에너지, 계통
안정성, 용량제공)와 국가별로 전력시스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다만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전원과 전통전원의 가치를 조정해야한다는
점은 향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함.

3. 국가별 LCOE와 VALCOE의 비교
□ 미국
○ 미국의 경우에서는 가치 조정에 따른 발전원 간의 비용의 변화(VA)는 유럽연합,
중국, 인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에서 LCOE와 VALCOE의 차이를 의미하는 VA(value adjustment)는 2018
년에는 –5$/MWh(가스복합, 해상풍력) 또는 0(석탄, 원자력, 태양광, 육상풍력)으로
LCOE와 VALCOE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

–

2040년 석탄, 가스복합, 원자력과 같은 전통전원에서는 LCOE와 VALCOE의 차
이가 없고(VA=0), 다만,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VALCOE가 LCOE보다 각각
5$/MWh(육상풍력, 해상풍력), 10$/MWh(태양광) 높아질 전망임.

○ 이에 2040년 해상풍력의 LCOE(4위)는 석탄화력 LCOE(5위)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해상풍력의 VALCOE(4위)는 석탄화력 VALCOE(4위)와 같고 이
두 전원 간의 비용 경쟁력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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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미국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2018
원별 발전비용

LCOE
[순위]

2040

VA

VALCOE

LCOE

[순위]

[순위]

VALCOE

VA

[순위]

Ÿ

석탄

75 [3]

0

75 [3]

75 [5]

0

75 [4]

Ÿ

가스복합

50 [1]

-5

45 [1]

60 [3]

0

60 [2]

Ÿ

원자력

105 [5]

0

105 [5]

100 [6]

0

100 [6]

Ÿ

태양광

95 [4]

0

95 [4]

50 [1]

10

60 [2]

Ÿ

육상풍력

55 [2]

0

55 [2]

50 [1]

5

55 [1]

Ÿ

해상풍력

155 [6]

-5

150 [6]

70 [4]

5

75 [4]

j

=
렴

함
함

주1 : VA(value ad ustment)는 VALCOE와 LCOE의 차이(VA VALCOE-LCOE)를 의미
주2 : [

쟁

]은 발전원별 LCOE 및 VALCOE의 경

력 순위(저

한 발전원순)를 의미

.

.

주3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2] 미국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LCOE>

<VALCOE>

였음

주1 : 태양광 및 풍력(육상, 해상)의 수명기간은 25년, 할인율(WACC)은 7~8% 수준으로 가정하
주2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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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 유럽연합에서 2018년~2040년 가치 조정에 따른 발전비용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발전원은 태양광으로, 태양광의 2018년 LCOE는 110$/MWh에서
2040년 65$/MWh로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치조정치를 고
려하면 감소폭은 축소됨.

–

유럽연합 태양광의 2018년 VALCOE는 105$/MWh에서 2040년 90$/MWh으로
15% 감소될 전망으로 LCOE의 감소폭과 비교하여 25%p 차이가 남.

–

2040년 태양광 LCOE(65$/MWh, 1위)는 해상풍력 LCOE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VALCOE(90$/MWh,

발전원이

3위)는

될

태양광이

것이지만,

2040년

해상풍력(75$/MWh,

태양광의

1위),

가스복합

(85$/MWh, 2위)보다 비용 경쟁력이 낮고, 육상풍력(90$/MWh, 3위)과 같은 수
준의 비용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7> 유럽연합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2018
원별 발전비용

LCOE
[순위]

Ÿ

석탄

Ÿ

가스복합

Ÿ

VA

2040
VALCOE

LCOE

[순위]

[순위]

VALCOE

VA

[순위]

120 [4]

-15

105 [3]

145 [6]

-20

125 [6]

90 [1]

-15

75 [1]

115 [5]

-30

85 [2]

원자력

150 [6]

-5

145 [6]

110 [4]

5

115 [5]

Ÿ

태양광

110 [3]

-5

105 [3]

65 [1]

25

90 [3]

Ÿ

육상풍력

95 [2]

0

95 [2]

85 [3]

5

90 [3]

Ÿ

해상풍력

140 [5]

-5

135 [5]

65 [1]

10

75 [1]

j

=
렴

함
함

주1 : VA(value ad ustment)는 VALCOE와 LCOE의 차이(VA VALCOE-LCOE)를 의미
주2 : [

쟁

]은 발전원별 LCOE 및 VALCOE의 경

력 순위(저

주3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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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원순)를 의미

.

.

[그림 2-3] 유럽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LCOE>

<VALCOE>

였음

주1 : 태양광 및 풍력(육상, 해상)의 수명기간은 25년, 할인율(WACC)은 7~8% 수준으로 가정하

.

주2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
○ 중국의 태양광 LCOE는 2018~2040년 기간 동안 MWh당 60달러에서 35달러로
42% 하락하며 2040년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발전원이 될 전망임.

–

이는 2040년경 두 번째로 저렴한 발전원으로 전망되는 해상풍력과도 MWh당
10달러 더 저렴한 수준임.

–

하지만, VALCOE는 2040년 태양광의 발전비용은 MWh당 60달러 수준으로
2018년 수준에 머무르며 다른 발전원간의 경쟁력 비교에서는 해상풍력보다 오
히려 5$/MWh 비싸고 육상풍력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임.

○ LCOE와 VALCOE의 차이를 의미하는 VA(value adjustment)는 2040년 기준
태양광에서 25$/MWh,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에서 각각 5$/MWh로 LCOE보다
비용은 더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은 더 낮아짐.

–

원자력은 VA의 변화가 없고, 석탄과 가스복합의 VA는 각각 –5$/MWh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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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h로 비용이 더 낮게 평가됨.

<표 2-8> 중국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2018
원별 발전비용

LCOE
[순위]

VA

2040
VALCOE

LCOE

[순위]

[순위]

VALCOE

VA

[순위]

Ÿ

석탄

50 [1]

0

50 [1]

70 [5]

-5

65 [4]

Ÿ

가스복합

90 [5]

-5

85 [5]

110 [6]

-10

100 [6]

Ÿ

원자력

65 [4]

0

65 [3]

65 [4]

0

65 [4]

Ÿ

태양광

60 [2]

0

60 [2]

35 [1]

25

60 [2]

Ÿ

육상풍력

60 [2]

5

65 [3]

55 [3]

5

60 [2]

Ÿ

해상풍력

120 [6]

0

120 [6]

45 [2]

5

50 [1]

j

=
렴

함
함

주1 : VA(value ad ustment)는 VALCOE와 LCOE의 차이(VA VALCOE-LCOE)를 의미
주2 : [

쟁

]은 발전원별 LCOE 및 VALCOE의 경

력 순위(저

한 발전원순)를 의미

.

.

주3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이처럼 2040년 태양광 전원의 가치가 VALCOE에서 감소하는 이유는, 향후 태
양광 기술이 발전하여 설비의 건설비용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의 변동성
으로 인해 전원의 가치(에너지, 유연성, 용량)가 감소하기 때문임.

–

이 같은 가치의 감소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를 상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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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LCOE>

<VALCOE>

였음

주1 : 태양광 및 풍력(육상, 해상)의 수명기간은 25년, 할인율(WACC)은 7~8% 수준으로 가정하

.

주2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인도
○ 인도의 태양광 LCOE는 2018년 45$/MWh에서 2040년 30$/MWh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태양광은 인도에서 2018년과 2040년 모두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
이 될 전망임.

–

반면 VALCOE에서 보면, 인도의 태양광 VALCOE는 2018년 50$/MWh, 2040
년 50$/MWh로 감소하지 않고 똑같게 유지될 전망이며, 2040년 인도 태양광
발전 VALCOE는 석탄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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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인도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2018
원별 발전비용

LCOE
[순위]

2040

VA

VALCOE

LCOE

[순위]

[순위]

VALCOE

VA

[순위]

Ÿ

석탄

60 [2]

0

60 [2]

55 [3]

-5

50 [1]

Ÿ

가스복합

95 [5]

-5

90 [5]

95 [6]

-15

80 [6]

Ÿ

원자력

70 [4]

0

70 [4]

70 [5]

0

70 [4]

Ÿ

태양광

45 [1]

5

50 [1]

30 [1]

20

50 [1]

Ÿ

육상풍력

60 [2]

5

65 [3]

50 [2]

5

55 [3]

Ÿ

해상풍력

190 [6]

-50

140 [6]

65 [4]

5

70 [4]

j

=
렴

함
함

주1 : VA(value ad ustment)는 VALCOE와 LCOE의 차이(VA VALCOE-LCOE)를 의미
주2 : [

쟁

]은 발전원별 LCOE 및 VALCOE의 경

력 순위(저

한 발전원순)를 의미

.

.

주3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5] 인도의 LCOE, VALCOE 비

교

(2018년, 2040년)
(단위 : $/MWh)

<LCOE>

<VALCOE>

였음

주1 : 태양광 및 풍력(육상, 해상)의 수명기간은 25년, 할인율(WACC)은 7~8% 수준으로 가정하
주2 : 2017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IEA(2019), p.75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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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해상풍력 LCOE는 2018년 190$/MWh에서 2040년 65$/MWh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며, 해상풍력 VALCOE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상풍력의 발전비
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LCOE보다는 그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해상풍력 LCOE와 VALCOE의 값의 차이(VA)가 –50$/MWh에 달하기
때문인데, 이는 2018년 인도의 해상풍력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가
치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제4절 균등화 회피비용(LACE)

1. 균등화 회피비용(LACE)의 개념
○ 미국 EIA에서도 기존 LCOE가 발전원의 전력가치(유연성 가치 등)를 잘 반영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균등화 회피비용(Levelized avoided cost of
electricity, LACE)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함.

–

균등화 회피비용(LACE)은 회피비용과 발전량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등가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회피비용(avoided cost)이란 기존 전력시스템에 있는 전
원을 다른 새로운 전원으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함.

–

회피비용은 특정 전원을 대체할 전원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가스복합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가스복합의
회피비용이 되지만, 풍력으로 대체할 경우는 풍력의 발전비용이 가스복합의 회
피비용이 됨.138)139)

○ 균등화 회피비용(LACE) 이용하면, 기존 발전설비가 생산하는 전력의 가치가 실제
138) 이렇듯 회피비용(LACE)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지역의 전력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LACE를 구하는 것은 LCOE를 구해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LACE 산정에는
LCOE보다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이는 불확실한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139)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홈페이지(검색일 : 2019.12.3.);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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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의 전력부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음.

–

즉, 대체가능한 다른 발전기를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회피비용)이, 기존에
있던 발전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임. LACE는 특히 간헐적인
전력 생산으로 인해 특정 전력부하를 담당하지 못하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
너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됨.140)

2. 균등화 회피비용(LACE)과 균등화 발전비용(LCOE)의 비
교
○ LCOE와 LACE의 비교에서, 특정 발전설비의 회피비용(LACE)이 발전비용
(LCOE)보다 더 크다(LACE/LCOE > 1)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발전설비
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즉, 특정 발전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했을 때 대체 발전원의 발전비용(회피
비용)이 원래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높다면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임.

–

반면, 어떤 발전설비의 LACE가 LCOE보다 적다는(LACE/LCOE < 1) 것은 신
규 발전설비의 비용이 시스템에서의 가치보다 큰 것이므로, 이때의 원래 발전방
식의 경제적 가치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다음 그림은 미국 내 지역별, 2021~2023년까지 건설예정인 복합화력, 육상풍
력, 태양광 신규발전설비들의 LACE와 LCOE의 비교를 나타낸 것임.

–

x축은 LCOE를, y축은 LACE를 나타내며, 그래프 상의 동그라미는 미국 내 22
개의 전력시장을 나타내는데, 색이 칠해진 동그라미는 2021~2023년까지 신규
설비를 건설하고 있음을 의미함.

–

아래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대각선은

LACE와

LCOE의

비가

같음

(LACE/LCOE=1)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대각선 위로 표시된 표시되는 전력시
장은 특정 발전원에 대한 회피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높게 되므로 해당 발전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140)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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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에서 LCOE와 LACE의 비교를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미국
내 대다수 전력시장에서 복합화력은 회피비용과 발전비용이 거의 일치(대각선상
위치)하는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미국 내 전력시장에서 발전비용이 회피비용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대각선 아래 위치)가 많으며, 이는 2023년까지는 많은 전력시장
에서 풍력의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다수 전력시장에서 2021~2023년을 예정으로 신규
풍력설비 건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풍력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 확산이 장려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
음.

[그림 2-6] 미국의 주요 발전원별 LCOE, LACE 비

교

(2021-2023년)
(단위 : $/MWh)

주 : 2018년 미국달러 기준
자료 : EIA(2019.2)

○ 다음 그림은 주요 발전원별 미국의 LCOE, LACE 지표와 이 두 지표의 비율
(LACE/LCOE)을 2021년과 2040년으로 나누어 전망한 것을 보여줌.

–

다음 그림에는 세금효과가 포함되었고, 각 계통의 설비건설 계획에 의거하여 발

- 439 -

전원별 가중평균(capacity-weighted average)이 적용된 것으로, 2019-2021년
과 2038-2040년 기간 동안 신규 건설계획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원만 추
려 나타내었음.

–

EIA는 운영자가 출력을 조정할 수 없는(급전불가능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급전가능한 전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명
시141)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급전 가능여부에 따라 발전원들을 서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함.

○ 먼저 급전가능한 전원을 살펴보면, advanced 복합화력은 균등화 발전비용
(LCOE)과 균등화 회피비용(LACE)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LCOE와 LACE를 비
교하기 위한 비율(LACE/LCOE)도 2021년 1.01, 2040년 1.00으로 매우 균일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conventional 복합화력은 2021년과 2040년 모두 발전비용(LCOE)이 회피비
용(LACE)보다 높아서 LACE/LCOE 비율도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LACE/LCOE의
비율이 1.0에 근접한 advanced 복합화력이 conventional 복합화력에 비해 경제적
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급전불가능한 전원에서 2021년 육상풍력의 LCOE는 태양광 LCOE 보
다 낮았지만, LACE를 고려한 LACE/LCOE 비율을 따져보면 태양광이 육상풍력
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모두 2040년 LCOE와 LACE가 2021년 대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술 진보 등에 따라 LCOE가 감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재생에너지 세제혜택(ITC, PTC)142)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데
기인함.

141) “LCOE values for wind and solar technologies are not directly comparable with the LCOE
values for other technologies that may have a similar average annual capacity factor”:
EIA(2019.2) 참조
142) 생산 세액 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투자 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를
의미하며 자세한 설명은 EIA(20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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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국의 원별 LCOE, LACE 비

교

(가중평균적용)(2021년, 2040년)
(단위 : $/MWh)

급전가능 발전원

<복합화력(conventional)>

<복합화력(advanced)>

급전불가능 발전원

<육상풍력>

<태양광>

획 있
만 나타낸 것
나타낸 것
있음

주1 : 2019-2021년, 2038-2040년 기간에 공통적으로 설비 건설계
주2 : ratio(value-cost ratio)는 LACE/LCOE의 비율을

개

의미하며, 미국 22

주3 : 2018년도 달러 기준
자료 : EIA(2019.2)의

금효

전력시장별 세

T

able A4a.

x

과(ta

이

는 전원

을

임.

으로 각 발전원의 경제적 가치를

credit)가 반영되어

.

T

able B4a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육상풍력의 LCOE는 2021년에 36.7$/MWh, 2040년에 43.5$/MWh로 올라 태양광
이 2021년 39.9$/MWh, 2040년 42.9$/MWh인 것에 비해 오름폭이 큼.

–

LACE/LCOE

비율에서도

육상풍력의

LACE/LCOE

비율은

1.00(2021년),

0.94(2040년)로 태양광의 1.05(2021년), 1.09(2040년) 보다 낮은데, 이는 2021,
2040년 육상풍력보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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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미국의 원별 LCOE, LACE 비

교

(2021년, 2040년)
(단위 : $/MWh)

발전원

LCOE

LACE

Ratio

Conventional 복합화력

46.7

41.7

0.89

Advanced 복합화력

40.5

40.8

1.01

육상풍력

36.7

34.7

1.00

태양광

39.9

41.7

1.05

Conventional 복합화력

50.7

44.5

0.88

Advanced 복합화력

46.9

46.8

1.00

육상풍력

43.5

40.2

0.94

태양광

39.5

42.9

1.09

2021년

급전가능

급전불가능

2040년

급전가능

급전불가능

획 있
나타낸 것

주1 : 2019-2021년, 2038-2040년 기간에 공통적으로 설비 건설계
주2 : ratio(value-cost ratio)는 LACE/LCOE의 비율을

개

를 의미하며, 미국 22
주3 : 2018년도 달러 기준
자료 : EIA(2019.2)의

금효

전력시장별 세

T

able A4a.

x

과(ta

이

만 나타낸 것
있음

는 전원

을

임.

으로 각 발전원의 경제적 가치

credit)가 반영되어

.

T

able B4a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5절. 시사점
○ 변동성 전원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았던 현재까지는 발전비용만으로 경제성을 평
가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지만, 변동성 전원이 증가하고 계통 안정성 요구가 높아
지면서 안정적 계통유지에 기여하는 전력의 가치(급전가능성 등)를 전원의 경제
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괄해야 할 필요가 생겨남.

–

이에 IEA와 EIA는 각각 가치조정 균등화 발전비용(VALCOE)과 균등화 회피비
용(LACE)이라는 지표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성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음.

○ 2040년 기준, IEA의 VALCOE를 이용한 태양광과 풍력의 가치조정 균등화발전
비용은 가치조정을 하지 않은 균등화발전비용에 비해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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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 석탄과 원자력발전보다는 경제성
이 높은 전원으로 추정되며, 석탄발전이 매우 저렴한 인도에서도 석탄과 태양광
이 동일한 수준임. 이런 경향은 육상풍력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는 가치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발전이 전통전원에 비해서
는 저렴한 편으로 추정됨.

○ EIA의 LACE는 특정 발전원 간의 경제성 비교에서 어떤 전원의 LCOE가 다른
전원의 LCOE보다 더 높다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회피비용, 즉 전원이 실질적으
로 계통에 기여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하면, 대상 전원의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

일례로, 2021년의 육상풍력의 LCOE는 태양광 보다 낮았지만, LACE를 고려한
LACE/LCOE 비율을 따져보면 태양광이 육상풍력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가치조정이나 균등화발전비용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에 IEA 및 EIA에서 추정된 결과가 다른 국가들에게 일반적
으로 적용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가치조정을 위해서 반영하는 가치도 IEA에서 정의한 3가지 요소(에너지, 계통
안정성, 용량제공)와 국가별 전력시스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다만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전원과 전통전원의 가치를 조정해야한다
는 점은 향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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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재생에너지 가격 동향
제1절. IRENA(2019),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보고서 주요 내용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에 따르
면, 기술진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2019년 신규 재생에
너지의 56%가 가장 저렴한 신규 화석연료의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18)19)
※ 2019년 총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2%(176GW)로, 원별로는 태양광 97GW,
육상풍력 54GW, 수력 12GW, 바이오에너지 6GW, 해상풍력 5GW 순임.

–

동

기간

신규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40%(28GW

규모),

육상풍력설비의

75%(41GW 규모) 및 수력발전설비의 89%(10.7GW 규모)에서 가장 저렴한 화
석연료설비보다도 낮은 발전비용을 시현함.
※ 화석연료의 발전비용은 $0.05~0.177/kWh로, 중국 내 석탄광입지(mine-mouth) 화력발전소
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음.

․

(태양광) 설치비용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2019년 가동개시한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평균 LCOE는 전년 대비 13% 하락하여 $0.068/kWh를 기록함. 또한,
2010~2019년 기간 전체 태양광의 LCOE는 79% 하락하였는데, 특히 신규 대규
모 태양광설비의 LCOE는 82% 하락함.

※ 가정용 태양광의 LCOE는 2010~2019년 기간 동안 42~79% 하락하여 $0.063~0.265/kWh
를 기록함.

․

(풍력) 설치비용의 지속 하락과 평균 설비이용률 향상으로, 육상과 해상풍력의 가중평
균 LCOE는 각각 전년 대비 9% 하락하여 $0.053/kWh와 $0.115/kWh를 기록함. 특
히, 육상풍력의 LCOE는 2010~2019년 기간 동안 39% 하락하여 2019년에는 화석연
료의 최저 발전비용보다 6% 높은 수준에 그쳤음.

※ 2010~2019년 기간 동안 해상풍력의 LCOE는 29% 하락하였음.

․

(수력) 수력발전 기술은 이미 성숙하여 2019년 LCOE는 전년 대비 4% 상승하
고 2010~2019년 기간 동안 27% 상승하여 $0.047/kWh를 기록하였으나, 여전
히 신규 석탄화력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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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19년

가동개시한

태양열의

LCOE는

전년

대비

1%

하락한

$0.182/kWh, 지열은 $0.073/kWh(1% 상승), 바이오에너지는 $0.066/kWh(16%
상승)를 기록함.

–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소로 화석연료보다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
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3-1> 2019년 재생에너지 가중평균 LCOE

분
규

세계 가중평균 LCOE

2010~2019년

전년 대비

($/kWh)

변화율

변화율

0.068

-82%

-13%

태양열

0.182

-47%

-1%

육상풍력

0.053

-39%

-9%

해상풍력

0.115

-29%

-9%

수력

0.047

27%

4%

0.066

-13%

16%

0.073

49%

1%

구

태양광(대

오

바이

모)

에너지

지열

자료 : IRENA(2020.6월),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2019를

토

대로 재구성

○ 2019년에는 부품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비용이 하락하고 재생에너
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설비가 증대해 이용률(capacity factor)이 상승함.

–

(태양광) 태양광 모듈가격과 BOS(balance of system) 비용 하락으로 2019년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평균 설치비용은 전년 대비 18% 하락해 $995/kW를 기록
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초로 kW당 1,000달러보다 낮은 수치임. 또한, 태양광 자
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에서의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의 가중평균 이용률은
2010년 14%에서 2019년 18%까지 증가함.

※ BOS 비용은 태양광 모듈을 이외에 인버터, 전선 등과 같이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구성품의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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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그림 3-1] 국가 부

별 대

규

모 태양광설비 설치비용(2019년)

자료 : IRENA(2020.6월),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2019

․

태양광 모듈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결정질 실리콘 가격은 87~92% 하락함. 시스템비용은 국가별 태양광시장 성숙
도(프로젝트 개발자의 경험수준) 차이, 노동력･제조비용의 구조적 차이 등으로
모듈가격보다 하락률이 작은 편임([그림 3-1]).

․

태양광설비 부품의 가격이 지속 하락했음에도 지역별 차이는 상존함. 인도 내
대규모 태양광의 설치비용은 $618/kW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으나, 러
시아는 $2,117/kW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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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2019년 육상풍력의 가중평균 설치비용은 전년 대비 5% 하락해 $1,473 /kW를
기록하였고, 평균이용률은 전년 대비 5%p 상승해 35.6%에 달함.

․

해상풍력의 설치비용은 풍력터빈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운영･유지비용
(O&M) 감소 등으로 2010~2019년 기간 동안 18% 하락해 $3,800/kW에 그침.
동 기간 해상풍력의 평균 이용률은 터빈 크기 증대와 기술 향상 및 프로젝트 개
발경험 축적으로 2010년 36.8%에서 2019년 43.5%로 상승함.

○ 향후 가동예정인 재생에너지설비의 평균 PPA 및 입찰 가격이 지속 하락함에 따
라, 신규 태양광･육상풍력설비의 비용이 석탄화력설비의 한계운영비용보다 낮아
져 좌초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가동개시 예정인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평균 PPA･입찰가격은
$0.039/kWh와 $0.043/kWh로,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설비의 발전비용보다 낮음.

※ 해상풍력의 경우 2023년 PPA 및 입찰 가격은 $0.082/kWh까지 하락해 화석연료의 발전비용
범위 내에 있음.

․

2021년 기준 신규 태양광설비의 평균 입찰가격은 1,200GW 규모의 기존 석탄
화력설비의 한계 운영비용보다 낮을 것이며, 신규 육상풍력설비의 경우에는 현
재 가동 중인 850GW 규모의 석탄화력설비의 한계운영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예
상됨.

․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등에서 경쟁력이 가장 낮은 500GW 규모의
석탄화력설비를 태양광과 육상풍력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23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2019년 총 탄소배출의 5% 수준인 1.8GtCO2를 감축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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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2] 태양광 가중평균 설치비용 이용률 LCOE 추이(2010~2019년)

･

･

･

･

[그림 3-3] 육상풍력 가중평균 설치비용 이용률 LCOE 추이(2010~2019년)

[그림 3-4] 해상풍력 가중평균 설치비용 이용률 LCOE 추이(201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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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가 확대된 배경은 태양광과 풍력의 가격경쟁력 확보임.143)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LCOE 비용은 82%, 육상풍력
39%, 해상풍력 29% 하락함.

–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큰 수력과 지열의 LCOE가
상승하고, 나머지 재생에너지원 LCOE는 하락함.

–

동기간 태양광 LCOE는 $0.378/kWh에서 $0.068/kWh로 82% 하락

–

동기간 육상풍력의 경우 $0.086/kWh에서 $0.053/kWh로 39%, 해상풍력은
$0.161/kWh에서 $0.115/kWh로 29% 하락

○ 태양광과 육상풍력 모두 설치비용이 하락하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태양광의 설치비용은 2010년 $4,702/kW에서 2019년 $995/kW로 하락하고, 이
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8%에 도달함.

–

육상풍력의 설치비용은 2010년 $1,949/kW에서 2019년 $1,473/kW로 하락하
고, 이용률은 2010년 27.1%에서 2019년 35.6%로 증가함.

[그림 3-5] 유

주 :

회색밴드

틸 티
리

는 화석연료 발전비용

범

급 재생에너지 LCOE 변화

위를

나타냄

.

자료 : IRENA(2020),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9.

143)

IRENA(2020),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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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하락하여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우리나라 LCOE는 높은 편임.144)
○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대규모 태양광 LCOE는 $73~146/MWh, 육상풍력
LCOE는 $78~142 /MWh 수준임.
○ 태양광 LCOE 범위가 가장 낮은 U.A.E.($23~51/MWh), 인도($27~45/MWh),
육상풍력의 경우 브라질($24~44MWh), 미국($26~59/MWh)과 비교하면 두드러
진 차이가 있음.

[그림 3-6] 대

규

모 태양광 - 2020년 상반기 국가별 LCOE ($/MWh)

자료 : BNEF(2020). 1H 2020 LCOE Update.

144)

BNEF(2020). 1H 2020 LCO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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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육상풍력 - 2020년 상반기 국가별 LCOE ($/MWh)

자료 : BNEF(2020). 1H 2020 LCOE Update.

□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국가가 증가함.145)
○ 미주 및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보다
낮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중국과 호주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
임.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BNEF가 추정한 2020년 상반기 고정식 태양광 LCOE
는 $73~146/MWh, 육상풍력 LCOE는 $78~142/MWh로, $59~71/MWh인 석탄
LCOE보다 약 두 배가량 높음.146)

145)
146)

BNEF(2019), 2H 2019 LCOE Update.
BNEF(2020). 1H 2020 LCO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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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그리
<2019년 그리

드 패 티 현황
리

>

드패 티
리

달성

현황

<2019년 LCOE가 가장

낮

은 발전

전원>

자료 : BNEF(2019), 2H 2019 LCOE Update

□ 신규용량이 증가함에도 설비비용 감소로 투자액 측면에서 큰 증가가 없

음.147)
○ 2011년 이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매년 증가하지만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계속 증가함에도 투자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설비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임.
○ 2018년의 경우 투자가 줄었음에도 설비용량이 증가하였고, 2019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규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함.

147)

Frankfurt School(2019),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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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태양광 LCOE 부품가격 추이
※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표 3-2> 대

규

모 태양광 2020년 1

분

기 LCOE
(단위: $/MWh)

※

구 분

전 세계

독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LCOE

50

58

44

38

120

106

한국 LCOE는 BNEF 추정한

것

님

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이 아

.

주: 전세계 용량별 가중평균 값
자료: BNEF

데 터베
이

이스(

검색

일: 2020.05.20.)

<표 3-3> 태양광 부

가격
자료: BNEF

모듈($/watt)

($/kg)

단결정

다결정

단결정

다결정

6.89

0.1

0.065

0.205

0.184

데 터베
이

가격(2020.05.06. 기준)

태양전지($/watt)

폴리실리콘

구 분

품

이스(

검색

일: 2020.05.20.)

[그림 3-9] 주요국의 대

규

모 태양광 LCOE 추이
(단위: $/MWh)

자료 : BNEF(2020). 1H 2020 LCO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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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대규모 태양광 LCOE 추이
○ 2014년 이후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의 태양광발전 LCOE는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하락 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

일본 LCOE 추세: 2014년 상반기 $530/MWh 2020년 상반기 $120/MWh

–

세계 LCOE 추세: 2014년 상반기 $161/MWh 2020년 상반기 $50/MWh

[그림 3-10] 국가별 주

Q

자료 : BNEF(2020) 1

택

용 태양광 설비

투

자비(CAPE

X

)

2020 PV Market Outlook

□ 국가별 주택용 태양광 설비투자비(CAPEX) 추이
○ 2006년 이후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의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비(CAPEX)는 급
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이후엔 그 하락속도가 완만해지고

있

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 2006년2분기 $8/W(DC기준) 2019년3분기 $4/W(DC기준)

–

독일 : 2006년2분기 $6.5/W(DC기준) 2019년3분기 $2/W(DC기준)

–

중국 : 2008년2분기 $8/W(DC기준) 2019년3분기 $0.5/W(DC기준)

- 454 -

[그림 3-11]

고

규

정식 대

Q

자료 : BNEF(2020) 1

모 태양광

프 젝트
로

투

설비

X

자비(CAPE ) 추이 및 전망

2020 PV Market Outlook

□ 고정식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설비투자비(CAPEX) 추이
○ 2010년 이후로 고정식 대규모 유틸리티급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비(CAPEX)는
2010년 $3.475/W(DC기준) 수준에서 2020년 $0.75/W(DC기준) 수준으로 급격
히 하락하였으며 2025년경에는 $0.60/W(DC기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 특히,

설비투자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듈가격은

2010년

$1.99/W(DC기준) 수준에서 2020년 $0.21/W(DC기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
였으며 2025년 경에는 $0.16/W(DC기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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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폴

리실리

콘

가격 추이
(단위: $/kg)

자료 : BNEF

데 터베
이

이스(

검색

일: 2020.05.08.)

□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 태양전지에서 중요한 SUPPLY CHAIN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2018년 1월 약 $17/kg에서 2020년 약 $6.5/kg 수준으로 50% 이상 가격이 하
락하고 있음.

[그림 3-13] 태양전지 가격 추이
(단위: $/watt)

자료 : BNEF

데 터베
이

이스(

검색

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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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정 태양전지 vs. 다결정 태양전지 가격 추이
○ 태양광발전의 핵심인 모듈중 단결정 태양전지와 다결정 태양전지의 가격들은 모
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한 해에 단결정 태양전지는
$0.6/watt에서 $0.25/watt 로 크게 하락하는 등 변동을 보였으며 다결정 태양전
지 또한 $1.5/watt에서 $0.5/watt 로 대폭 하락하는 등 유사한 추세를 보임.

제3절. 풍력 LCOE·부품가격 추이
<표 3-4> 풍력 2020년 1

분

기 LCOE
(단위: $/MWh)

구

※

분

LCOE

육상풍력

독

전세계

일

44

50

것

한국 LCOE는 BNEF 추정한

미국

중국

37

50

해상풍력

본

일

117

님

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이 아

한국

전세계

105

78

.

주 : 전세계 용량별 가중평균 값
자료 : BNEF

데 터베
이

이스(

검색

일: 2020.05.20.)

[그림 3-14] 주요국 풍력 LCOE 추이
(단위: $/MWh)

주 : 전세계 용량별 가중평균 값
자료 : BNEF

데 터베
이

검색

이스(

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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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풍력 LCOE 추이
○ 2014년 이후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의 풍력발전 LCOE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LCOE 하락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

육상풍력 LCOE 추세: 2014년 상반기 $88/MWh 2020년 상반기 $44/MWh

–

해상풍력 LCOE 추세: 2014년 상반기 $229/MWh 2020년 상반기 $78/MWh

–

일본 풍력발전 LCOE 추세: 2014년 상반기 $252/MWh 2020년 상반기 $117/MWh

–

미국 풍력발전 LCOE 추세: 2014년 상반기 $112/MWh 2020년 상반기 $37/MWh
[그림 3-15] 풍력

터빈

가격 추이
(단위:

자료 : BNEF

데 터베
이

검색

이스(

백만

달러/MW)

일: 2020.05.08.)

□ 풍력 터빈가격 추이
○ 2008년 이후로 풍력 터빈가격은 2009년 일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점진
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풍력터빈 가격 추세: 2008년 상반기 $1.5백만/MW 2020년 상반기 $69만/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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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 자연에너지재단 태양광발전 발전비용 산정결과

1. 요약
□ 최근 태양광 발전의 비용구조에 대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검토하

여 일본의 태양광 발전 비용을 분석
○ 태양광 발전이 미래의 주력 전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뿐
만 아니라 미래의 비용 전망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는 것도 중요함
○ 본 분석결과 및 최근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2030년의 발전비용을 추산함

2. 최근 태양광 발전의 비용 구조와 발전 비용
□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사업자 약 1,6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 수집된 비용 데이터 수는 63건이며, 그 중 고압 발전소(발전소의 설비용량이
50kW 이상 2000kW 미만)가 46건으로 가장 많음.
○ 발전소의 설비 용량 합계는 8.9 만kW 임.

3. 발전설비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
□ 자본비에 대해서는 태양전지 모듈 등의 하드웨어 1kW당 단가가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큰 폭으로 저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전소에 따라 크게 자본비(이하, kW 단가를 말함)와 운전 유지비(이하, kW 단
가를 말함)가 다른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본 연구 분석에서는 같은 시기에 가동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인정
안건의 자본비, 운전유지비가 고비용인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또 발전사업자가 개발할 때의 발주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자본비에 영향을 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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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리포트의 분석에서는 일괄 발주보다 개별 발주가 자본비가 저렴해지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운전유지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발전소가 운전유지비가 떨어지는 경
향이 보였지만 특별고압 이상의 발전소는 전기주임기술자의 전임 비용 영향이
나타나 운전관리비가 고압설비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상기 비용 구조 분석을 토대로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1kWh당 발

전비용을 계산했는데, 같은 시기에 운전을 시작한 것이라도 큰 발전
비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그림 3-16]).
○ 주목해야 하는 것은 효율적 사례에서는 13.1엔/kWh가 되어 평균적인 도매 전력
가격의 수준에 근접해 있음.
[그림 3-16]

4.

케

이스별 발전비용 추계치

2030년 태양광 발전 비용 추계

□ 이상의 비용 구조 분석과 기존의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2030년의 일본의 태
양광 발전 비용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기초로 추계함.

□ 그 결과 발전비용은 5~6엔/kWh까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추계됨([그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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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2030년 발전비용 추계치

□ 이러한 발전비용 하락이 추계되는 요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태양전지 모듈 단가 등 하드웨어 비용 절감
○ 태양전지모듈의 발전효율 향상으로 kW당 조성면적 및 시공공수 감소에 따라 가
대비용, 시공비, 조성비 비용 절감
○ 시공방법은 현행 공법 중 비교적 비용효율적인 래밍공법의 적용
○ 접속비에 대해 비용 효율적인 자영선에 의한 접속 공사 단가 수렴
○ 운전유지비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시, 제초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

□ 이번 추계는 이상과 같이 현재 상정할 수 있는 비용 개선 전망을 가미함.
○ 향후, 일본의 지리적 조건에 합치한 설계와 시공, 관리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
면, 새로운 비용 절감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추계결과의 값은 현재의 낮 시간 도매전력 가격의 평균치와 비교해도
충분히 저렴하고, 태양광 발전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다만, 시장에 태양광 발전 전력이 증가함으로써 시장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실제 자립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시장 분석이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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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미국 Lazard 사의 균등화발전비용 산정결과, 2020

1. 개요
□ 미국 유명한 Lazard 사는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서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사용하여
결과를 발표함

□ Lazard의 에너지 비용 분석("LCOE")은 다음 이하의 주제를 다룸
○ 미국 연방 세금 보조금, 연료 가격, 탄소 가격 및 자본 비용에 대한 민감도를 포
함한 다양한 발전 기술에 대한 LCOE 비교 분석
○ 육상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LCOO가 기존의 선별된 발전 기술의 한
계비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설명
○ 다양한 유틸리티 규모의 발전 기술에 대한 LCOE의 과거 비교
○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열 기술에 대한 과거의 LCOE 감소 사례
○ 가스 피크 및 복합 발전과 비교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의
LCOE 비교방법 설명
○ 다양한 발전 기술에 대한 $/kW 기준 자본 비용 비교
○ 자본 비용, 고정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변동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연료 비
용에 따른 다양한 발전 기술에 대한 LCOE의 분해
○ Lazard의 LCOE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의 개요
○ 다양한 발전 기술의 작동 특성 및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
○ Lazard의 LCOE 분석에 사용된 가정 요약
○ 다양한 전통발전 및 재생 에너지 기술의 LCOE 평가에 대한 Lazard의 접근 방
식에 대한 요약 고려사항

2.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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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보조금 제외)
○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특정 조건하에서 전통적 발전기술과 비용 경쟁가능함
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8] 발전원 발전비용 비

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금

8%의

본
교 본

리로, 40%의 자

교 조금
(보

프레젠테 션
이

체

과 전

제외 경우)

분
본민

에서

석은 60%의 부채를

을 12%의 비용으로 가정. 자

민 "페
조
나타
것 님 택 술
"
피킹 람
T 글 벌 "페
케
고 케
고 틸트 템 나타냄
본
범
–
고
암
점 나타냄
드
T
본문 분 폐
련 본
또
관
또 타 조금 잠
음
폐
포함 완
된 에너지 비용 비
특정 지역을

- 자

비용에 대한

내기 위한

Solar PV 대 가스

이 아

및 바

감도

. 선

대 CCG

-

(1)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로우
내

하이

(2) 자

이스는

비용

라자

시적 중간 지

의

$3.45/MMB

시스

전지구적

지출

반영하지 않

결

과는

민
조
템 나타

이지를 참

이스는 단일 축 추적 시스

감도는
.

을

3,675 달러/kW라

가정하는 해상 풍력

.

가스

발전

자원에

대한

연료비

가정은

U임.

(4)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

. 이러한

에 대한 지역적
시장

균형화

.

을

미지원

로

을

위가 약 2,600 달러

LCOE의 추정
(3)

정

이지를 참

된 기

"

감성 비용은

는 연방 차

서의

보증

석은

는 기

로 비용, 지속적인 유지보수

보

의

관

재적인 경제적 영향을

.

(5) 원자력 시설의

로 비용을

하여

전 감가상각된 가스 복합 주기, 석탄

- 463 -

점 나타냄 분
체 현
조
클
고
"

및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한계비용의 중간
스 복합 주기

고
마

투입

가정.

치

는 석탄 자산의 인양 값이 해

변수는 미국 전역의 운용 가스

됨

크에서 도출

분

도출한 상/하

—

또

. 이용율, 연료, 가변 및

엔드
포함
청색"

용은
(7)

입

택

음

혼
나타냄 즉

수소의 20%

력의 LCOE를

2%

.

고
조

결

, 그

정

T

U임.

"녹색"
고근
관 높 케
조
T당
(8)

발전소

수소의 20%

공급받

금

처의 소

측된

은

합 사이

, 석탄 및 핵 자산의

측된

식

(

은

교
조

이지를 참

관

. 운송 및 보

.

비

클

이스 가스 복합 사이

에서 격리). 발전소의 열률에 대한

가정하지

않

.

이에

, 풍력 및 태양열 생성의

응

상

하는

연료비는

혼

합에 의해 동력을

동굴에 저장되는 전해기에서 생성되는 수소)을 사용하여

클입

이스 가스 복합 사이

력의 LCOE를

음

대한 2%

정 이상의 발전소 변경은 가정하지 않

MMB

$10.05임.

U

"페

있다

혼 물즉
합

의 연구에서

량기에서 생성된 수소는 공급 원료로

수 대수

변경은

드

균형화된 에너지 비용 비

식 세대의 한계 비용

탄

다
벤

장 복구 비용과 동일하

및 저장이 통합되어

, 증기-

된 가

및

관 높 케
메 개
근 염
층
음

과 CO2를 인

이상의

$5.20/MMB

포획

재

체

석에서는 해

정 운영비용은 라자

존 래

합을 사용하여

(

.

. 자세한 내용은

된 기

에는 90%의 탄소

하지 않

사용하

함

위 추정치에 기초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 선

(6) 하이

을

나타냄

. 발전소의 열률에

응

. 이에 상

□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연료비 민감도 분석)
[그림 3-19 발전원 발전비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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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료비는

○ 연료 가격의 변동은 기존 발전 기술의 LCOE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경쟁적인" 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과 직접 비교할 경우에는 급전 특성
(예시: 기저발전 및/또는 급전가능한 중간 발전설비 vs. 피크 또는 간헐적 발전
기술)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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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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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탄소 가격 민감도 분석)
○ 탄소 가격은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배출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임
○ 탄소 가격 범위는 $20 – $40/Ton이며, 특정 재래식 발전 기술에 대한 LCOE를
육상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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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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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탄소 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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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자본비 민감도 분석)
○ 유틸리티 규모의 발전 기술에 대한 LCOE 값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
항은 자본 비용과 가용성에 있음
○ 이러한 동력은 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에 특히 중요함.
[그림 3-21] 발전원 발전비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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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OE 비교 - 재생 에너지 vs. 기존 전통 전원의 한계비용
○ 특정 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은 기존 재래식 발전소의 한계비용과 경쟁하는
LCOE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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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유틸리티급 발전기술, ‘09~20)
○ Lazard의 보조금을 제외한 LCOE 분석은 다른 요인 중에서도 자본 비용 감소,
기술 개선 및 경쟁 증대에 의해 추진되는 유틸리티 규모의 재생 에너지 발전기
술에 대한 과거 비용 감소를 의미.

틸 티

[그림 3-23] 유

리

발전원 발전비용 비

교

(2009~2020)

□ 에너지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재생에너지 발전기술, ‘09~20)
○ 시스템 부품의 가격 하락과 효율성 향상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도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은 급격한 LCOE 하락을 보였지만, 이러한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감소율은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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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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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발전 vs. 가스피크설비 및 풍력 vs. CCGT - 세계시장
○ 태양열 PV와 풍력은 저장장치 없이 유사한 발전 프로파일을 가진 재래식 기술
과 점점 더 경쟁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그러한 재래식 기술의 디스패치 특성과 관련 편익이 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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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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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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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해외 주요국의 REC 시장현황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REC 시장현황과 거래방식 및 시장감시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은 2017∼2023년 기간 동안에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예측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발전(460.1Mtoe)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다음으로 수력발전(283.5Mtoe), 풍력발전(84.7Mtoe), 태양광발전(34.2Mtoe)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과거 2013년도 예상치와 비교하면 바이오매스(50%→46%) 및 수력발전(31%
→27%)의 비중은 하락하고 풍력발전(9%→12%)과 태양광발전(4%→8%) 및 기타 신‧재생에
너지발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예측(2023년 예측)

자료: htps:/www.iea.org/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RPS와
FIT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FIT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원 방법을 변경한 국가도
있다. 가령, 영국은 보급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도(Renewable Obligation: RPS와
유사제도)를 채택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하
여 이후에 FIT를 도입했다. 또한, 일본도 처음에는 RPS를 채택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으나, 이후에 FIT로 전환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
전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RPS와 FIT를 공동으
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FIT를, 2012년부터 2018년 5
월까지는 RPS를 실행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는 RPS와 FIT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래 <표 2-1>은 FIT와 RPS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RPS와 FIT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를 위주로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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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1> FIT와 RPS 제도 도입 국가
제도 도입

도입국가
미국,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인도, 룩셈부르크, 스
페인, 그리스, 스리랑카, 스웨덴,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프
랑스, 라트비아, 알제리,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리투아
니아, 키프로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태국,

FIT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마케도니아,
몰도바, 몽골, 호주, 이란, 케냐, 리히텐슈타인, 필리핀, 산마리노, 탄자
니아, 일본,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대만, 벨라루스, 헤르체
고비나, 말레이시아, 시리아, 베트남, 요르단,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르완다, 우간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바누아투, 체코, 잠비아,
베트남

RPS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칠레, 키그키즈스탄, 팔라우
가나, 그리스,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

RPS 및 FIT

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세네갈, 스리랑카, 스웨덴,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페루, 포르
투갈, 폴란드, 필리핀

자료: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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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1. 시장현황
미국의 재생에너지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풍력에너지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큰 폭의 재생
에너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통적 수력발전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뒤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 2-2]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현황(1990∼2016년 및 2016년)을
나타낸다.

[그림 2-2] 미국의 재생에너지 현황(1990~2016년 및 2016년)

자료: htps:/www.iea.org/

미국의 경우 27개 주가 독립적으로 RPS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주마다 설정한 의무비
율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15∼20%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아래 <표 2-2>는 미국의 27개
주별 RPS 제도 의무 이행 기간 및 목표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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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미국 주별 RPS 제도 의무 이행 기간 및 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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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방식
본 항에서는 미국의 뉴저지, 뉴욕 및 캘리포니아의 REC 거래방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뉴저지 주의 SREC 거래방식
미국 뉴저지 SREC 거래방식은 경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월 1회 입찰을 시행하여 최고가
격 순위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매도자가 최저가격과 희망물량을 제시하여 매도
물량에 따라 경매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거래시간 동안 입찰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
다. 그러나, 입찰물량의 경우 중도 철회는 불가능하다. [그림 2-2]는 뉴저지 주의 SREC 경
매방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뉴저지 주의 SREC 경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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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외 RPS 운영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REC 시장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12년.

나. 뉴욕 주의 REA 거래방식
미국 뉴욕 주의 REA 거래방식은 일종의 역경매 방식으로 월 1회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
는 매도자가 물량 및 입찰가격을 제안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년 RFP를 발송하고 뉴욕주 에너지청이 예상가격을
설정하고 기금으로 구매한다. 이때 예상가격은 공정경쟁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별도의
REC를 발급하지는 않으며 전력과 분리하여 거래한다. 다음 [그림 2-4]는 뉴욕 주의 REA
경매방식을 나태내고 있다.

[그림 2-4] 미국 뉴욕 주의 REA 거래방식

자료: “해외 RPS 운영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REC 시장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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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캘리포니아의 REC 거래방식
미국 캘리포니아 REC 거래방식은 일종의 역경매방식이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연
2회 매회 250MW를 거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매수주문은 3개 전력회사(IOU)에 매수물량
을 배정하며, 단위입찰로 낙찰가 입찰이 종료된 후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매매 체결은 제
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매도자로부터 낙찰받는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REC 경매방식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5]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REC 거래방식

자료: “해외 RPS 운영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REC 시장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12년.

3. 시장감시지표
본 항에서는 미국 전력시장의 시장감시지표에 관하여 간략히 논의한다. 이상적으로 REC 시
장의 감시지표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만, 관련 시장에 대하여 접근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대안으로 REC 시장이 속한 전력시장의 감시지표를 살
펴보고자 한다. 미국 전력시장의 표준시장설계는 쌍방계약으로 협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하
루 전 시장 및 실시간시장으로 구분된 현물시장 및 보조서비스시장에서 전력이 거래되며,
특히 현물시장에서는 지역별 한계가격(Locational marginal pricing) 체계를 도입했다.
가. 시장지배력 완화조치
다음은 표준시장설계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시장지배력 완화조치이다.
① 발전사업자 협약(Participating generator requirement): 지역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발전사업자는 직거래계약을 통해 발전전력을 모두 현물시장에 제공해야 함.
② 최고입찰가 규제(Safety-net bid cap): 현물시장에서 입찰 시 최고입찰가 규제를 받음.
③ 적정 전력공급 요건(Resources adequacy requirement): 독립송전사업자는 각 지역의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각 부하공급기관에게 부하공급 비율에 따라 기반설비를 구축하도록 계
획을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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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감시
시장감시는 시장감시기구(Market Monitoring Unit)를 통해 시장설계의 문제점, 시장규칙의
비효율성, 진입장벽, 송전제약, 시장지배력 등의 요소를 관찰 및 감시한다.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효율적인 시장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분석주제
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① 시장집중률
② 신규발전사의 진입조건 조사
③ 수요응답조사
④ 시장지배력 행사 감시를 위한 송전제약 및 로드포켓 조사
⑤ 발전사업자의 시장구조 및 현물시장에서의 행동 관련 종합보고서
⑥ 발전사업자 협약 검토 등
다. 규율 및 법칙
FERC는 독립송전사업자를 통해 전력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물리적 용량철회: 설비고장 및 이용불가 사유 혹은 의무송전 거부를 통한 전력공급 억제
불가
② 경제적 용량철회: 입찰상한을 상회한 입찰액 제시를 통한 전력공급 억제 불가
③ 공급가능성 보고: 송전설비 유지‧관리/이용가능여부/설비고장 및 제약 관련 보고 필요
④ 사실의 정확성: 당사자 간 소통 중 모든 제출내용은 사실이어야 함
⑤ 정보제출의무: 독립송전사업자 및 시장감시자의 요구정보 및 자료요청 준수 필요
⑥ 협력: 시장감독관의 조사 및 회계감사에 협조
⑦ 물리적 실행 가능성: 입찰 및 스케쥴링은 시스템 한계 내에서 실행 가능해야 함.

해당 규율을 위반할 시, 규칙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의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계통 안정성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벌칙이 부여된다.

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한 전력가격 감시방안
RTOs에서는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M,

Barmack

et

al.(2008)은

Econometric models of power prices - An approach to market monitoring in the
Western US에서 계량경제적 모형을 이용한 전력 가격 감시방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02∼ 2004년 동안에 미서부의 Palo Verde와 Mid-Columbia를 대상으로 계량모형을 통
하여 이상(abnormal) 가격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경쟁제한적 행동의 결과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전력 평균 가격, 피크 가격, 시간별 부하, 월‧요일‧연도별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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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력발전 상황, 원자력발전의 송전 정지 등의 정보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가격의 표준편차의 3배에 대한 정보를 이상가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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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
1. 시장현황
영국의 신재생에너지는 풍력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 풍력발전(5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태양광
발전(14.6%), 수력발전(1.7%), 바이오가스발전(10.8%) 등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성장세는 RPS 제도 도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성장세가 다소 하향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RPS 비율이 2016년 3월까지 증가하다가 정체되는 것과 같은 추이로 볼 수 있다.

[그림 2-6] 영국의 재생에너지 현황(1990~2016년)

자료: htps:/www.iea.org

영국은 RO(Renewable Obligation)라는 제도에 의해 모든 전력공급자가 자신의 공급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하며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구매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력 공급자는 ROC 인증서나 buy-out price 지불을 통해 의무 이행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전력공급사가 자신의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제출한 인증서가
무효화 되었을 때에는, 의무 미이행 부족량에 대해서 30파운드/MWh의 벌금은 지불해야 한
다. 또한, 공급사가 의무이행준수에 대한 입증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도 규제기관인 OFGEM
은 미이행에 대한 재무적 패널티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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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은 영국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영국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

자료: “The Renewables Obligation Buy-out Price and Mutalization Ceilng,
OFGEM First Anual Report 202/203 on Renewable Obligation”

[그림 2-7] 영국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

자료: “The Renewables Obligation Buy-out Price and Mutalization Ceiling,
OFGEM First Annual Report 202/203 on Renewabl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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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방식
영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의무 전기발전량을 30%에서 35% 수준으로 상
향하였다. 의무 이행 기업은 ROC(Renewable Obligation Credit) 거래방식을 통하여 경매
방식을 통하여 이행량을 조달한다. ROC 가격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협상에 기본적으로 산정된다. 다음은 영국의 ROC 경매방식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 영국의 ROC 거래방식

자료: “해외 RPS 운영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REC 시장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2012년.

3. 시장감시지표
영국은 2001년 3월 27일부터 NETA(New Electricity Trading Agreement)를 도입하여,
기존의 의무적 Pool에서 쌍방계약 위주의 자발적 Pool로 전환하였다. 시장참여자는 거래기
간의 예정 발전량과 수요량을 NGC(National Grid Company)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NGC
는 계통 혼잡완화 및 수급 조절을 위해 Offer와 Bid 및 수급서비스(balancing service)를
통해 수급조절을 한다. 여기서 Offer는 발전량 증가 혹은 수요량 감소와 그에 따른 가격이
며, NGC가 시장참여자에게 지불한다. 한편, Bid는 반대로 발전량 감소 혹은 수요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으로, 시장참여자가 NGC에게 지불한다. 이와 같은 Offer와 Bid의 불이행 시
미실행 벌금이 부과된다. 계약물량과 실제 물량 차이는 SBP(System Buy Price, 계통구매
가격), SSP(System Sell Price, 계통판매가격)로 정산하며, 일반적으로 SBP가 SSP보다 높
다.
가. 위반
OFGEM(Government Regulator for Gas and Electricity Markets)에서 시장감시를 수행
하며, 시장감시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면허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현행 전력거래방식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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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②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소비자와 경쟁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
(1) 상당한 시장지배력
시장의 수요나 비용 조건과 무관하게, 상당한 전력 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
는 경우, MALC에서는 면허사업자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2) 상당한 전력가격의 변화
① 1년 기준으로 30일(720시간)이상 5% 이상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
② 1년 기준으로 10일(240시간)이상 15%이상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
③ 1년 기준으로 80시간 이상 45%이상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
(3)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통 운영을 현저하게(materialy) 저해하는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전력 가격 증가를 유발하는 발전설비 퇴출 행위
③ 수요와 공급 조건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하는 가격 결정 행위
나. 예외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 여부 및 건전한 시장발전 저해, 경쟁 저해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 다음의 행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① 비용변화에 따른 입찰가격의 변화
② 산출량 변화에 따른 입찰가격의 변화
③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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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호주
1. 시장현황
호주는 올 해 33,000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말에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용량에 대한
건설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인증서의 현물가격은 85달러 선에서 12
월에는 47.50달러 선으로 크게 하락한 뒤에, 이듬해인 2019년 3월 중순에는 추가적으로
31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판매기업의 재생에너지 충당비용이 낮아지고, 향후 이
러한 비용하락은 전기요금에도 반영될 것으로예상된다.
가. REC 현물가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REC의 현물가격은 2019년 3월 중순에 31달러 선으로 크게 떨어졌
다. 이러한 하락은 시장에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20년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이라는 견해
가 확실해지자, 인증서에 대한 수요는 2020년 이후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9
년의 인증서 가격은 하락하였다. 아래 [그림 2-9]는 소규모 기술인증서 가격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그림 2-9] 201년 이후 소규모 기술 인증서 현물 가격

자료: h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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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2-10]은 재생에너지원별 대규모 발전인증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10] 201년 이후 재생 에너지원별 유효 대규모 발전 인증서

자료: h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

나. 전망
호주의 에너지 규제기관은 2018년의 약 22,000GW에서 2019년에는 30,000GW, 그리고 올
해인 2020년에는 40,000GW로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거래방식
호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시장(renewable energy certificate market)을 통해 재생 에
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다른 일반적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생에너지 인증시장
에서는 수요 및 공급에 기반하여 시장이 작동한다.
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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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크게

소규모

기술인증서(Smal-scatechnology

certificates)와 대규모 발전인증서(Large-scale generation certificates)으로 구분된다. 먼
저, 소규모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한 개별 기업은 소규모 기술인증서를 생성하거나 할
당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단위의 소규모 기술인증은 소규모태양열, 풍력 또는 수력 시스템
에 의해 생성되거나, 더 이상 그리드에서 필요하지 않은 태양열 히터 또는 공기 열원 열펌
프에 의해 대체되는 재생 가능한 1MW의 전기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2-1]은 소규모 기
술인증서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2-1] 소규모 기술 인증서 시장 수요공급 구조

자료: h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
한편, 인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대규모 발전 인증서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대규모 발전인증서는 재생 가능한 발전소의 재생 가능한 전력을 기준 이상
으로 발생한 1MW의 재생에너지전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발전 후에 바로 생성된
다. 다음은 [그림 2-1]는 대규모 발전 인증서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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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대규모 발전 인증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료: h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

나. 수요
2000년에 재정된 재생에너지법(The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2000)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의무를 할당받은 기업은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에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력구매 기업은 소규모 재생 에너지 계획(Sma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과 대
규모 재생 에너지 목표(the Large-scale Renewable Energy Target) 각각에 대하여 별도
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로 인하여 이들 기업은 자신이 구매한 전력에 비례하여 일정
단위의 REC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력구매 기업은 매년 할당된 REC를 구입
하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1 REC당 65달러의 벌금
을 지불해야 한다.
3. 시장감시지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소매전기 및 가스시장에서 경쟁력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
다. 이 지표는 크게 ① 진입, 출구 또는 확장에 대한 장애물, ② 고객 참여 및 결과, ③ 경
쟁력, 가격 및 제품 다양성, ④ 가격변동 네 가지로 나뉜다. 다음 표는 소매전기 및 가스 시
장에서 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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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지표별 고려요소

자료: htps:/www.ipart.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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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Economic Regulation Authority)는 도매 전기 시장이 시장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하는지를 감시한다. ERA는 시장에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행
동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도매 전기 시장 규칙 단점을 착취하는 등 부적절하고 변칙적인 시장
행동
② 시장 설계와 시장 구조 문제
③ 보조 서비스 계약 및 균형 지원 계약을 포함한 보조 서비스 조달 프로세스 및 균형 지원
서비스의 효과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ERA에 통보할 수 있다. 알림에
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통지일자
② 통지하는 파티
③ 통지가 거부된 당사자
④ 도매 전기 시장의 행동과 효과 감소 방법에 대한 설명
⑤ 관찰된 행동 날짜 및 시기(해당되는 경우)
⑥ 기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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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스웨덴
1. 시장현황
스웨덴은 2003년 정부가 설정한 연간 쿼터에 따라서 전력 공급기업, 자동차 생산기업 및
에너지 기업은 RES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기술중립형 RES 할당제를 채택했다. 시행
후 처음 2년 동안에는 벌점 일정수준이 미만이거나 인증 가격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2004∼2005년부터 위약금 수준은 인증 가격의 150%로 확정되었다. 한편,
2006년에는 장기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인증서 유
효기간을 연장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시장
을 개설했으며, 여기서 RES 생산자들은 최대 15년의 기간 동안 인증서를 받는다. 지난 몇
년간 인증서 가격은 15∼40€/MWh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스웨덴의 RES 할당제는 RES 전
기 점유율을 2004년 51.2%에서 2012년 60%로 크게 증가시켰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주
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이 계획의 혜택을 받았다. 과거에는 203년 RES 할당제 도입 이전
에 건설된 기존 RES 기업에게 10∼15%의 자격증이 부여돼 과대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3년/2014년부터는 이들 기업은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2. 거래방식
현재

스웨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GO(Guarantee

of

Origin)는

European

Directive

2009/28/EC에 의한 것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공급한 전기를 표시하여 전기 소비자에게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GO는 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출처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서는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전기를 증빙하기 위하여 GO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자 인증서 등록 상에서 해당
GO가 취소(cancellation)된다. GO는 공급된 전기의 품질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생산하는 전력(1GO/MWh)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발행되며, 열병합 발전소(CHP)에서의 발전
량도 GO에 포함된다. 일부 국가는 이미 모든 유형의 전력 생산에 대해 GO를 발행하고 있
다. GO는 AIB가 제공하는 유럽 에너지 인증 제도를 통해 표준화되어있다.

3. 시장감시지표.
스웨덴 SEMI(Swedish Energy Markets Inspectorate)은 유럽의 에너지 시장 건전성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Wholesale

Energy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cy, REMIT)에 따라 스웨덴 에너지 시장을 감독하고, 에너지 기업의 시장 남용
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규제기관(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및 인접 국가의 감독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SEMI의 에너지 시장 건전성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REMIT)에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요
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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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자 거래 금지(제3조)및 시장 조작(제5조),
② 시장 참가자의 자격 있는 국가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제9항)
③ 도매 에너지 시장 거래 신고(제8조)및 내부자 정보 공개(제4조)의무화
④ ACER의 특히 시장 감시(제7조), 거래 보고서 수집(제8조), 시장 참여자 등록(제9조)등에
대한 권한 부여

"시장 참여자"에 대한 REMIT는 도매 에너지 제품에 대한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경우에 적
용된다. 특히, 이는 에너지 거래자, 송전 시스템 운영자, 전력 또는 가스시장에 대한 규제된
교환 및 에너지 브로커를 포함한다. "도매 에너지 제품"에 대한 REMIT의 정의는 전기 또는
유럽 연합 내의 천연 가스에 대한 물리적 및 재정적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공급, 운
송 계약 및 옵션이나 스왑과 같은 파생 상품거래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연간 600GWh 미
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산업고객에 대한 공급 및 유통 계약은 REMIT에서 제외된다. 한편,
EMIR에 의해 이미 보고된 거래는 REMIT에 맞추어 다시 보고할 필요는 없다. 한편, 도매
에너지 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판매자 및 구매자 양측 모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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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국
1. 시장현황
중국은 지난 해 9월 중순 RPS 비율을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35%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비용지출을 넘어선 수익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올해 3월 발간한 초기계획 개정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2017년 중국의 원자력발전 생산량은 16%, 수력은
1.5%로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가장 큰 증가세를 보
였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5년 이후 풍력 발전량은 26% 증가했다.

[그림 2-13] 중국 지역별 재생 에너지 목표 증가량(2018~2020년)

자료: “STATE OF THE MARKET 2019: CORPORATE RENEWABLE PROCURE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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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PV)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75% 증가한
상황에서도, 전체 발전 중 태양광발전 비중은 10%에서 6%로 떨어졌다. 2017년 말 화력발
전은 중국 전체 발전량의 73.5%를 차지하였으며, 풍력은 6.6%, 태양열은 1.84%에 그쳤다.
NDRC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20%로 설정하였다. [그림
2-13]은 중국 지역별 재생에너지 목표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2. 거래방식
2019년 5월 10일, NDRC와 NEA의 세 차례 논평 이후에 중국의 RPS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중국 RPS의 주요한 목표는 지역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를 보장하고, 재생에너
지 소비에 대한 책임을 주요 에너지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중국에
서 RPS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장에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또는
풍력·태양광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또한,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자체 목표를 초과한
다른 의무 당사자에게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GEC(Green Energy Certificates)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들에게 부과될 RPS 의무량
을 상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지역단위의 그리드 업체 및 소매
업체(load serving entities) 및, DPP(직접전력 구매) 거래에 참여하는 구매자 및 발전설비
를 갖춘 구매자 등이다.

3. 시장감시지표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감시보다는 시장조작을 감시하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고자 한다. Aihua Li etal.(2017)은 중국증권규제
위원회 및 보안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의 시장조작을 감지하는 머신러닝을 통한 분류 방
법(Market manipulation detection based on classification methods)을 연구했다. 이는
정확도, 민감도, 특수성 및 AUC(Area Under Curve) 방법으로 시장 조작을 탐지하는데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모형

중

K-Nearest

Neighbor(KNN)와

Decision

Tree(DTC)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한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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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Confusing Matrix of daily trading data

<표 2-6> Confusion Matrix of tick trading data

여기서, KNN은 인스턴스 기반 분류법이다. 매개변수 단위는 방법에 사용되는 표본으로 구
성되며, 이 알고리즘은 모든 인스턴스가 n-차원 공간 RN의 점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SVM은 최적의 방법에 기초한 분류기로, 서로 다른 클래스 라벨의 케이스를 구분하는 다차
원 공간에 하이퍼플레인을 구성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SVM 방법은 최적으로 분리되
는 하이퍼플레인을 제공하며 두 그룹 사이의 여유도는 최대화된다. 일반화 성과가 뛰어난
분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DTC는 예측에 가장 인기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여기서 경험적 트리는 일련의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분할
을 나타낸다. 각 규칙은 하나의 입력 값에 기초한 세그먼트에 관측치를 할당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한 이유는 작고 큰 데이터 구조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예측하는
단순성과 이해력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추론과정 때문에 쉽게 이해되며 IF-THEN
규칙 집합으로 직접 변환될 수 있다. 한편, LDA와 QDA는 통계적 학습 방법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출발자는 라벨이 없는 새로운 표본에 대한 주어진 일련의 측정을 바탕으로 클래스
라벨을 예측하는 차별적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LDA는 예측 변수들 사이에서 통계적 의존
성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형 분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QDA는 선형 차별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등급의 측정치가 일반
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LDA와 달리 QDA에서는 각 등급의 공분산이 동
일하다는 가정이 없다. LR은 연속, 이산 또는 두 가지 유형과 이진 대상의 혼합물 중 주어
진 형상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LR은 입력의 선형 조합을 계산하고 로지스틱 함수를
통과한다. 이 방법은 구현이 쉽고 경쟁력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마지막으로, ANN의 장점은 예측 변수의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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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신경망은 또한 의존적 변수와 독립적 변수 사이의 복잡한 비선형 관
계에서도 완전한 탐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신경망 기법은 최고의 예측 방법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다.

- 499 -

신재생자원 유연성 촉진 기술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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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가상발전소(VPP)
2. 가상발전소(VPP)의 개념 및 현황148)
가. 가상발전소(VPP)의 개념
¡ 다양한 유형의 분산형 에너지원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앙급전발전기와 유사한 운영상의 유연성과 제어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임.
¡ 실제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원은 중앙에서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하나
의 발전 프로파일로 통합하여 계획발전량, 증·감발률, 전압제어 능력, 예비력 등
을 가시화하면 중앙급전발전기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또한 가능하게 됨.
¡ 미국에서의 가상발전소 개념은 전적으로 수요반응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수요반응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미국의 가상발전소 개념은 다양한 유형의 수요반응 자원을 통합하여 기
존의 발전기 속성을 복제함으로써 비상시 첨두용량, 유효전력 및 순동예비력과
같은 계통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가상발전소 해외 현황
¡ 미국의 경우, 현재 PGE(Portland General Electric)는 미국 Oregan 주의 21개
소비자 구역 내 32개 발전기로 구성된 45MW 규모의 DS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연료전지, 폐수처리장 내 마이크로 터빈, 태양광 및 가스터빈을 연계하여
구성한 가상발전소로, 도매전력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하는 경우 PGE에 전
력을 공급함으로써 점두부하 시 전력구매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EU에서는 특히, 독일과 덴마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발전소 실증 프로젝트를
148) 정구형, 박만근, 허돈, 2015, 스마트그리드 하에서 가상발전소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선결요건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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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관련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음.
<그림

Ⅱ

-5> EU 내 가상발전소 실증

프 젝트 개
로

요

(출처: 정구형, 박만근, 허돈, 2015, 스마트그리드 하에서 가상발전소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선결요건에 관한 제언)

¡ 유럽연합에서는 경매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용량 일부에 대한 권한을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가상발전소가 존재함.
¡ 기존의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지만, 경매로 이전된
발전용량에 대한 운영 권한은 이를 구매한 시장참여자가 보유하게 됨.
¡ 이러한 유형의 가상발전소는 2005년 DONG Energy가 덴마크 전력공급업체인
Elsam과 Energi E2를 인수 합병할 당시, DONGEnergy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
기 위해 규제기관이 2006년에 250MW의 발전용량에 대한 이용권한을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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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도록 명령한것을 그 기원으로 함.
¡ 이후, 2007년에는 500MW의 발전용량에 대한 이용권한을 경매하였으며, 2008
년부터는 600 MW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5월에 종료됨.

제 3절. 중개거래사업
2. 중개거래사업 개념 및 현황
다. 전력중개시스템 해외현황149)

(1) (호주) SGA(Small Generation Aggregator) 제도

○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분산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됨.
○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SGA) 제도를 신설하고 30MW 미만의 소형발전기를 모
집하여 집합된 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함.
○ 분산자원의 경우, 발전기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완
화함.
○ 중개사업자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면제 등 특혜를 부여함.

149) 성지영, 김수진, 임재호, 2019, 소규모 전력중개거래시장의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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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규

-10> 호주의 소

모발전사

업

자(SGA)

개념

도

(출처: 성지영, 김수진, 임재호, 2019, 소규모 전력중개거래시장의 향후 발전 방향)

(2) (독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Next-Kraftwerke)는 분산자원을 통합하여 VPP를 운영
중임.

–

2009년 설립 이후 7천여 개의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보유하고 있
고, 6GW 설비용량 운영

–

발전소와 계량기인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VPP를 구축함.

–

바이오가스, 풍력, 태양광 등 중소 규모 발전소를 묶어 기저 부하의 역할을 함.
<그림

Ⅱ

x

f

-11> Ne t-Kra twerke

현황

(출처: 성지영, 김수진, 임재호, 2019, 소규모 전력중개거래시장의 향후 발전 방향)

(3) (일본) 가상발전소(VPP)와 수요반응(DR)제도에 기반한 전력중개 환경 조성

¡ 일본 경제산업성(METI)는 41억엔을 투자하여 2016년 7월부터 50MW 이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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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가상발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사업을 시작함.
－ SB에너지와 한화큐셀재팬 등이 소규모의 가정용 ESS와 태양광 등 보유자원에
기반하여 VPP를 구축함.
－ 당 실증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기를 모아 수요반응(DR) 시장에 참여하여 피
크부하 시 보유 자원이 감축을 수행하고 보상받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
음.
(4) (미국) 분산자원공급자가 자원을 중개하여 전력시장 참여

¡ 분산자원공급자(DERP, Distributed Energy Resource Provider)가 다수의 소규
모 분산자원을 모집하여 캘리포니아의 도매전력시장(CASIO)에 참여함.
－ 분산자원 용량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500kW 이상 중규모 발전원도 중개사업자
를 통해 시장 참여가 가능함.
－ 분산자원공급자는 자원모집, 계량 및 정산, 발전 스케줄 관리 등을 제공받음.

제 4절. 중개거래시스템 전망150)
1. 전기차 V2G(Vehicle-to-Grid)
가. 전기차 V2G의 개념 및 전기차 보급 현황151)

(1) 전기차 V2G의 개념
○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에너지의 일부를 전력망에 다시 전송하는 기술
과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뜻함.
○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자동차에 충전해 놓은 전력을 필요할 때 다시 방전함으로
써 그 전력이 특정 시점에 더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
○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그 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2) 전기차 보급 현황
¡ 2019년에 전기차(BEV, PHEV)는 전 세계적으로 약 7.2백만 대가 보급되었
150) 성지영, 김수진, 임재호, 2019, 소규모 전력중개거래시장의 향후 발전 방향
151) 이승문, 김기환, 2018,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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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52)

–

전년비 2017년의 증가율은 53%, 2018년의 증가율은 63%, 2019년의 증가율은
40%

–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은 판매대수 기준 2.6%, 보급대수 약 1%를 차지
함.

–

2019년 기준 전기차 총 보급대수 중 배터리전기차(BEV)는 약 67%를 차지함.

¡ 한편 2019년 기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며 두 번째 시장은 유럽,
3위는 미국임153)
－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판매 기준으로는 50%,
보급률 기준으로는 47%임.
－ 한편, 세계 최고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노르웨이 약 46%, 아이슬란드 22%를
차지함.

(3) 전기차 V2G 보급 현황154)
(나) 해외의 V2G 현황

① 미국
○ 미국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음.

–

미국 내 델라웨어 대학의 연구기관인 V2G Research Group이 관련 기술의 연
구를 오래전부터 추진하며, 기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관은 2010년 7월 오토포트사(AutoPort, Inc.)와 관련기술의 라이선스 계약
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계약을 통해 V2G 기술이 적용된 100대의 전기
차를 운영하는 최초의 대규모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음.

–

이번 시범 사업의 또 다른 참여자인 AC 프로펄션사(AC Propulsion, Inc.)의 경
우 주요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R&D를 추진함.

–

V2G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전기
자동차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장비와 IT기술의 도입(예, Telematics) 등이

152) 대한석유
153) 대한석유

협회 래
협회 래
미

자원

미

자원

팀
팀

, 2020, 전세계 전기차 시장
, 2020, 전세계 전기차 시장

현황
현황

및 전망
및 전망

154) 김현철, 2017, 전력연동망(V2G) 사업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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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접목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V2G기술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
－ 차세대 자동차 기술 연구에 사용될 재정 마련을 위한 차세대 차량기술 개발법
(Advanced Vehicle Technology Act)을 통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8
억5,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연방 에너지부(US DOE)에 의해 지원되어
V2G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2009년 12월에 상정된 미국 전기차 제조법(American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Act)의 도입으로 미우편국(USPS) 우편배달 차량의 전기자동차
교체 및 V2G 기능의 전기자동차 2만 대가 도입됨.
¡ 미국은 앞으로도 V2G 기술개발을 이끌며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 정부의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연구 분야의 투자는 향후에도 꾸준
히 이어지며,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V2G 기술 또한 스
마트 그리드를 접목해서 큰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당장의 기술개발은 중소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대기업들은 상용화를 시도할 것으
로 사료됨.
－ V2G 관련 산업은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한 AutoPort와 AC
Propulsion 그리고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에 의해
기술 개발이 추진됨.
－ 지엠사(GM), 포드사(FORD)와 같은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실증을 통해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및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됨.

② 덴마크
¡ 덴마크는 풍력발전에 왕성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며, 20% 가량의 에너지가
풍력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 덴마크에는 전 국가적으로 필요한 총 에너지의 40%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풍력터빈이 설치되어 있음.
－ 덴마크의

V2G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에디슨

프로젝트(Edison

Project)가 있는데, 전력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V2G 시스템을 이용하
면서 총 전력의 50%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터빈을 설치할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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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풍력의 예측 불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에디슨 프로젝트에서는 전기차 이용을
계획했음.
－ 즉, 전기차를 풍력에너지와 연결된 전력망(Grid)과 연계시켜서 전력망이 통제할
수 없는 추가적 풍력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을 한 것임.
－ 첨두 부하 또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는 시간에 전력망에 연결된 전기차에 저장
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전송하는 것임.
－ 그러한 실험에 참여할 전기차를 보조하기 위해 덴마크 조세당국은 기존 휘발류
차에는 중과세하고, 전기차에는 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 부과를 통해 조세 차
별화 정책을 실시함.
－ 이로 인해 덴마크의 전기차 시장가치는 2020년에 3억 8천만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개발 및 활성화로 인해 덴마크는 V2G혁신
에 있어서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ZigBee 2010).
¡ 에디슨 프로젝트 이후 니콜라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는데, 덴마크 기술대(DTU: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Risø 연구실의 V2G 기술 개발 프로젝트
이며, 덴마크기술대는 Nuvve 그리고 닛산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니콜라 프로젝트는 2016년에 막을 내렸으며, V2G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파커
프로젝트(Parker Project)로 이어졌음.
－ 파커 프로젝트는 DTU, Insero, Nuvve, Nissan 등과 합작으로 진행되었음.
－ 기술개발 이외에도 동 프로젝트는 과부하방지(Overload Protection), 피크 부하
저감(Peak Shaving) 등 V2G의 여타 타입의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위탁생산
(OEMs)과 V2G 기술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파커 프로젝트는 2016년 8월에 시작하여 2년간 진행되며, 추후 후속 프로젝트
로 연계할 계획임.

③ 영국
¡ 영국은 V2G 기술 및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와의 접목에
더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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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V2G 시장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자동차
의 대량생산에 의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영국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음.
－ 그 전략안에는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미터기를 포함하고 있는
데, 이는 대부분의 V2G 연계형 전기차가 중앙 계통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
마트미터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임.
－ “런던으로의 전기배달 계획”(Electric Delivery Plan for London)에 따르면
2020년에 런던의 모든 가정에 대략 1.7백만의 전기차에 스마트미터기가 설치될
계획임.
－ 이로 인해 영국의 전기차 시장가치가 2015년 1억 달러에서 2020년 13억 달러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ZigBee 2010).

④ 일본
¡ 일본의 V2G 기술개발 현황을 보면, V2G의 일종인 V2H(Vehicle to Home)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일본의 경우를 보면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총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 현재 전력망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71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V2G 관련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15년의 1억천8백만 달러에서 2020년의
1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ZigBee 2010).
－ 2012년 일본의 전기차회사인 닛산은 자사의 전기차종인 LEAF에 장착할 수 있
는 키트를 시장에 출시했는데 이 키트를 차에 장착하면 전기차가 가정으로 전력
을 공급할 수 있게 됨(일종의 V2H인 셈임).
－ 일본가정의 하루 전력 소비량은 10kwh~20kwh이며 LEAF의 24kwh 배터리 용
량으로 상술한 키트 (KIT)를 활용하면 일본 평균 가구에 이틀치의 전력을 공급
할 수 있게 됨(ZigB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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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차 V2G 관련 해외 지원 정책155)

(1) 미국 Delaware 주

¡ 미국 Delaware 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속규정에 전기차와 계통이 연계되
는 내용이 명시되었음.
¡ 전력연계 및 검침에 관한 내용과 계통연계 전기차에 대한 요구조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계통연계 전기차의 충·방전 요금
－ 1개 이상 계통에 연계된 전기차 소유자는 전력을 계통으로 역전송할 때, 충전시
kWh당 비용과 같은 kWh당 금액을 받으며,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됨.
－ Delaware 주에 있는 대표적인 전력회사들의 시간대별 요금제는 다음과 같음.
¡ 특수 상황하의 계통연계 전기차 요금체계
－ 방전량이 충전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방전량에 대한 가격이 다음 달 전
기요금에 반영됨.
－ 또한 연말에는 초과되는 방전량에 대한 금액을 전력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으
며, 금액은 초과된 kWh와 해당 가구에 적용되는 요금을 곱해서 정해짐.
－ 25$ 이하인 경우에는 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고정비(국내
의 경우 기본요금)를 줄이지는 못함.
¡ 넷미터링 소비자의 전력량 요금단가
－ 넷미터링이란,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파는 제도임.
－ V2G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넷미터링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V2G 이용시 넷
미터링 요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 Delaware 주에서는 넷미터링 소비자(계통연계 전기차 포함)와 그렇지 못한 소
비자에게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 단가는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넷
미터링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고정비용을 부과하지는 않음.
－ 하지만, 비거주자용 넷미터링 고객에 대한 계통연계 및 행정 비용이 배전 시스

155)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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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Delaware Electric Cooperative 및 Delaware
Energy Office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라 환경적, 공적 정책의 이득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용 넷미터링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계통연계 자동차 관련 규정
－ 계통연계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자측 분산전원은 미국 전기공사규정, IEEE, UL
에서 제시한 안전성 및 성능표준에 부합해야 함. 전력회사의 상호연결 규정은
미국 주정부 간 재생위원회(IREC) 및 미국 에너지부(EIA)의 규정을 이용해야
함.
¡ 계량기 관련 내용
－ 양방향 전력 계량이 가능한 단일 계량기 설치로 넷미터링이 가능해야 함.
－ 소비자 동의하에 전력회사는 정확한 전력량 측정, 전력요금 관련 정보 취득 및
연구목적의 시스템 성능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
음.
－ 또한 소비자 잘못이 아닌 계량기 고장으로 양방향 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전력회사는 계량기 구입 및 설치에 대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고 대용량
계량기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전력회사에 대용량 계량기 투자비용과 일반 계량기
설치비용의 차액을 지불해야 함.
－ 추가적인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전력요금과 단일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전
력요금의 차이는 없음.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 캘리포니아 ISO는 V2G를 포함하는 VGI(Vehicle-Grid Integration) 정책 및 제
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로드맵을 2014년에 구축하였고, 2020년까지 시행할 계
획.
¡ 2015년까지

VGI의

(V1G(unidirectional

제품
power

및

프로그램을

flow),

정의하고

V2G(bidirectional

VGI의

유형

powerflow),

B2G(building to grid) 등) 및 제어 방법(직접 제어, 자발 제어 등)을 확정할 계
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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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6년까지 VGI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기술적인 요구조건 및 비정상적인
조건(계통의 저주파수 상태에서의 충전 금지기준 등)하의 운영 방법 등을 확정
할 계획임.
¡ 2017년까지 VGI 요금절차 및 운영방법을 확정하여, VGI 체계를 확립하고, 충・
방전 신호, 통신 프로토콜 및 입증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
<그림

Ⅱ

-14> 미국

캘 포니
리

아의 VGI 정책 목적 및 방향

(출처: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
안 연구)

(3) 미국 주요 5개 전력회사의 전기차 관련 요금
¡ 미국의 주요 5개 전력회사의 전기차 충전 전용요금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
전요금과 비교.
¡ 한국전력공사, SDG&E 및 PEPCO의 경우, 계절별 부하간 요금이 상이하여 평균
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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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는 1년을 3분기로 나누고, 각 분기마다 각기 다른 경, 중, 최대부하
요금을 책정하여 가장 세분화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HEI는 분기 구분 없이 시간에 따라 경, 최대부하로 나눠 가장 단순한 요
금체계를 가지며 GP의 경우 전기차 경부하 요금이 가정용의 28% 수준임.
¡ 또한 SDG&E의 하계 최대부하 요금은 가정용보다 51.8% 높게 책정이 되어 있
고 PEPCO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정용 요금과 동일했음. 미국의 경우, 각 회사
마다 요금체계가 판이하게 달랐으며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사들 모두 기존 TOU 요금에 비해 경부하요금과 최대부하
요금간의 격차를 더 크게 설계하였음.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월마다 일
정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약전력당 요금을 부
과한다는 차이가 있음.

<그림

Ⅱ

회

-15> 한국전력, 미국 전력

사의 전기차

관련 금 =
요

(1$ 1,000원)

(출처: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
안 연구)

(4) 일본
¡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전기차 산업의 선두국가이며 V2G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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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12년부터 Nissan에서 전기차가 가구에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자동차인
LEAF를 개발하여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2016년 미국시장에 판매할 계획임.
LEAF는 일본과 유럽에서 V2G와 관련한 실증에 사용되기도 하고 V2G 상용화
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혼다 역시 FCX 클라리티라는 모델을 출시하여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실험을
시작함. FCX 클라리티는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의 1/6에 해당하는 60kWh를
공급할 수 있음.
¡ 도요타의 경우 프리우스 PHV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추가한 개량형 모델을
개발 중에 있음.
¡ 일본의 가장 큰 전력회사인 Tokyo Electric Power Company(TEPCO, 동경전
력)에서는 V2H를 위한 충·방전 가격을 설정하였으며 V2H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해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 낮과 밤의 요금차이가 약 2.6배에 이르며 TEPCO의 V2H요금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Ⅱ

본

-16> 일

금

동경전력의 8-Hour Nightly Service 요

제

(출처: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
안 연구)

(5) 덴마크
¡ 덴마크는 국가 에너지의 20%가 풍력 발전으로부터 생산되는 풍력발전의 선두국
가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음.
¡ 덴마크

최대

에너지회사(Dong

Energ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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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Edison

프로젝트가

Bornholm섬 중심으로 시행되었음. 이 프로젝트의 경우,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지 않기 위해 V2G 기술을 이용하려 하였으며, 간헐적인 풍력발전량을
평탄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연계하였음.
¡ 이와 같이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풍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및 V2G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전력수급균형 및 풍력발전의 출력 불안정에 의한 전력과 주파수 불안정을 막기
위해 V2G를 적용하려 함. 차액거래 등의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덴마크의 경
우에는 출력의 변동이 큰 풍력발전이 많이 설치되어 출력 및 주파수의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점에서 V2G를 출력과 주파수 안정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하지만 개별 전기차 용량은 풍력발전 용량에 비해 매우 작음. 전기차의 용량은
10~24kW이며 풍력발전단지는 MW단위이므로 개별 전기차가 계통에 미치는 영
향은 매우 미미함.
¡ 따라서 다수의 전기차를 연계하여 관리하기 위해 집합사업자(aggregator)를 두
어

이들이 충·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음. 집합사업자는

개별 전기차의 정격용량과 SOC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계통 상황에 따라 전기
차들을 관리하고 계통 전력 및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함.
<그림

Ⅱ

-17>

덴마

템

크의 V2G 시스

구성도

(출처: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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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구)

¡ 덴마크 전력회사인 Elspot은 2012년 9월, V2G 실증시험을 위한 충·방전요금체
계를 구축함.
－ 충·방전 비용을 1시간 단위로 다르게 책정하였고, 방전비용의 경우에는 계통 설
비비용 등을 감안하여 충전비용보다 €3/MWh(약4,000원/MWh) 낮게 책정함.
17:00~18:00의 요금이 가장 높으며, 새벽 4:00~5:00의 요금이 가장 저렴함.
<그림

Ⅱ

-18>

덴마

크 Elspot의 시간별 V2G

충·

금

방전 요

(출처: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
안 연구)

(6)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V2G 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전력계통의 3가지 특성을 고려
한다고 명시함.
<그림

Ⅱ

-19>

프랑

스의 V2G 서비스를 위한 전력계통의 3가지 특성

(출처: 기초전력연구원, 2016, V2G(Vehicle to Grid) 실증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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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구)

¡ 특히, 프랑스에서 V2G 이용의 주 목적은 계통의 주파수 유지임. 피크부하 저감
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 주파수 조정을 위한 V2G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전기차의 V2G를 통한 주파수 유지를 위해서는 보조서비스 시장에 적은 용량도
입찰이 가능하여야 함. 따라서 보조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최소 용량을 MW단
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송전운영자가 얻
은 이익을 집합발전 사업자와 전기차 소유자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서도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7) 이스라엘
¡ V2G에 대한 정책은 없으나 전기차 충전 요금 결정과 배터리 충전의 청구에 대
한 정책은 마련이 되어 있음.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
지로 정리됨.
¡ 첫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충전요금은 전력당국이 결정하고 발표하며, TOU
요금 산정방식을 채택함. 두 번째, 민간 충전소에서 비정기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충전 공급업체가 결정함. 세 번째, 국가 인프라부는 필요할 경우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의 전기요금에 통제권 부과를 명할 수 있다는 내
용임.
¡ 한편, 배터리 충전의 청구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서비스 제공업체는 당국이 정하는 전기요금에 따라 개인 가정의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고객의 충전 공급업체에 청구한다는 내용이며 둘째, 공
공장소에서는 비정기고객 및 충전 공급업체에 전력 당국이 정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청구한다는 내용임.
－ 세 가지 요소는 기반시설(초기구성) 비용, 유지보수 비용, 전력소비 비용으로 구
성됨.
－ 기반시설(초기구성) 비용은 공공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과 전력 송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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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비용이며, 유지보수비용은 공공장소의 충전소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 송신망에 연결된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고, 전력소비 비
용은 소비자가 충전소에서 소비한 전력에 대한 비용임.

제 2절. 선행연구 분석
2. Kublia et al. (2018)의 연구156)
○ 스위스의 PV+ESS, EV, 히트펌프 소유자 902명을 대상으로 유연설비 접속
증가에 따른 에너지 설비 사용제한 간 trade-off에 대해 소비자 선호도 조사
○ 전력 공급은 4개의 속성과 각 속성별 4개 수준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8개의
선택집합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음.
○ 4개의 속성에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음.
- 공급자가 프로슈머의 수요에 개입하여 분산 유연설비(distributed flexibility)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는 고객이 자신의 인프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포기함을
시사함.
<그림

Ⅲ

-5>

전력 계약 속성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156)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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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설비 (PV, 전기차, 히트펌프)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유연성 자원의
이용은 <그림 III-6>에 제시되어 있음.
－ 프로슈머의 선호도는 전력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도에 의해 측정됨
- 주요 속성: 전기요금, 에너지 믹스, 유연설비 이용률, 계약기간

–

유연설비에 대한 옵션이 없는 경우 프로슈머가 자가 소비를 극대화하고, 생산과
소비 데이터를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가정함.

–

(PV plus battery) 전력회사가 개입할 경우 자가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전력회사
데이터 접속이 허용되는 두 가지 불편에 직면.
- (PV plus battery) No Flex에서 Super Flex로 갈수록 소비자의 자가 소비율은

75%에서 30%로 감소.
－ (EV) No Flex의 경우, 사용자는 EV 배터리의 충전 레벨을 완전히 제어 가능.
－ (EV) Super Flex의 경우 전기차 충전이 40%만 보장되어 있어 주행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수명
저하도 예상됨.
- (Heat pumps) 유연설비의 증가는 온수 제공의 제약을 의미
<그림

Ⅲ

회

-6> 세가지 영역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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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용 속성에 따른

레벨 분

류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그림

Ⅲ

-7> 유연성 설비의 설치 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재량

권

정도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 <그림 III-8>은 태양광+배터리에 대한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부분 효용 가
치 분석 결과를 설명한 것임.
－ (a)는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설명한 그래프이며, 전원 믹스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유연설비의 중요도는 낮음.
－ (b)는 개인 속성 수준에 따른 부분효용가치를 나타냄
－ (b)는 주어진 속성의 평균수준에 따라 응답자의 선호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양의 값은 효용 증가, 음의 값은 효용 감소를 의미함.
－ 가장 낮은 요금인 50CHF, No Flex, 수소나 태양광 등의 그린 파워 믹스,
계약기간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연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초래된 불편함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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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8> PV

+배터

분효

리의 상대적 중요성과 부

용 가치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 <그림 III-9>은 EV에 대한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부분 효용 가치 분석 결과
를 설명한 것임.
－ (a)는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설명한 그래프이며, 전원 믹스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계약기간의 중요도는 낮음.
－ (b)는 개인 속성 수준에 따른 부분효용가치를 나타냄
－ (b)는 주어진 속성의 평균수준에 따라 응답자의 선호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양의 값은 효용 증가, 음의 값은 효용 감소를 의미함.
－ 가장 낮은 요금인 50CHF, No Flex, 수소나 태양광 등의 그린 전원 믹스,
계약기간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연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초래된 불편함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EV) 가장 낮은 요금인 50CHF, No Flex, 수소나 태양광 등의 그린 파워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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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EV) 보장된 요금 수준의 60%이하로 요금 수준이 감소하면, 유연설비 옵션에
대한 수용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오목 커브를 보임.

<그림

Ⅲ

분효

-9> EV의 상대적 중요성과 부

용 가치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 <그림 III-10>은 EV에 대한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부분 효용 가치 분석 결
과를 설명한 것임.
－ (a)는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설명한 그래프이며, 유연설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계약기간의 중요도는 낮음.
－ (b)는 개인 속성 수준에 따른 부분효용가치를 나타냄
－ (b)는 주어진 속성의 평균수준에 따라 응답자의 선호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양의 값은 효용 증가, 음의 값은 효용 감소를 의미함.
－ 가장 낮은 요금인 50CHF, No Flex, 수소나 태양광 등의 그린 파워 믹스,
계약기간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연설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유연설비의 속성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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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분효

-10> Heat Pumps의 상대적 중요성과 부

용 가치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 <그림 III-11>은 유연설비에 대한 암묵적 불편비용(지불용의액)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임.
－ (PV) 암묵적 비용의 범위는 한 달 기준 4.4CHF에서 15.24CHF으로 나타남.
－ (EV) 암묵적 비용의 범위는 한 달 기준 3.85CHF에서 45.16CHF으로 나타남.
－ (Heat Pumps) 암묵적 비용의 범위는 한 달 기준 95.9CHF에서 369.9CHF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PV와 EV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제시한다면 유연설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 Heat Pumps의 경우 암묵적 비용이 월평균 전력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이 어려워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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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11> 유연설비에 대한

암묵

편

적 불

비용(지불용의

액

)

(출처 : Merla Kublia,b, Moritz Loocka, Rolf Wüstenhagena, 2018, ‘The flexible
prosumer: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co-create distributed flexibility’, Energy
Policy 114)

3.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 연구
나. 해외 연구
(1) Roe et al. (2001)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미국 소비자의 녹색 전력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선택실험법(컨조인트)에 의한 설
문조사에 의해 추정함. 월전기요금, 계약기간 및 고정가격 여부, 연료믹스, 대기
오염도는 컨조인트 분석에 사용된 주요 속성임.

–

그 결과를 21개 전력회사의 녹색전력에 대한 프리미엄 요금 자료를 이용한 회
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음.

–

미국 전체를 6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녹색 전력을 재생가능연료나 원자력에 의
해 생산하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경우 추가적인 전력요금 지불용의액이 지역별
로 또는 연료별로 편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추정 결과
－ 지역이나 그룹별로 대기오염 1% 저감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월 $0.38~5.66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컨조인트 기법에 의해 분석된 지불용의액이 실제 프리미엄보다 과대평가된

- 525 -

것으로 나타남.

(2) Batley et al. (2001)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영국의 경쟁적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 지불용의액을 추
정.
－ 전력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 녹색구매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한편 자발적으로 녹색전력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하면 공공재라는 전력
의 특성상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지불
하도록 하는 시민접근형 녹색전력구매제와의 비교를 시도함.
－ 시민접근형

녹색전력구매제는

영국에서 비화석연료의무화제도

(Non Fossil

Fuel Obligation: NFFO)의 형태로 운영됨. 즉 전력공급회사는 일정 비율의 비
화석연료를 공급해야 하고, 소비자는 화석연료세 (Fossil Fuel Levy)를 지불하
는 방식임.
¡ 추정 결과
－ 응답자 667명 중 34%가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녹색전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평균 16.6%인 것으로 나타남.
－ 즉 기존의 전기요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16.6%를 더 낼 용의가 있음.

(3) Nomura and Akai (2004)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추정법 (CVM)을 이용하여 일본 소비자들의 녹색전력
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
－ 설문에서 대답한 지불용의액과 실제 지불용의액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녹
색전력 프리미엄 지불을 보상하기 위해 어떤 항목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인지를
추가로 질문함.
¡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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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불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녹색전력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월 2천옌 (17달
러)으로 나타남.

(4) Rose et al (2002)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자발적 녹색전력 구매제도는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민간 공급구조를 갖고 있으므
로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공급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함.
－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액이 달성되어야 녹색전력이 공급되는 provision point
mechanism을 통해 과소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10명 이하의 소규모
실험 (laboratory experiment) 및 100명 규모의 대규모 실험방식 (field
experiment)에 의해 검증하였음.
¡ 추정 결과
－ 요금 환급시스템과 더불어 공급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
공될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5) Clark et al (2003)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개별 소비자의 내면적 혹은 외면적 요인에 의해 녹색전력에 대한 자발적 구매제
도의 성패가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함.
－ 우편설문을 통해 디트로이트 지역의 녹색전력프로그램 참여자 및 비참여자를 대
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비참여 동기를 조사함.
－ 자발적 녹색전력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동기를 내면적 요인과 외면적 요인으로 구
분하고, 내면적 동기로는 이타심 (altruism)과 환경적 배려심(environmentalism)
을 고려하였고, 외면적 요인으로는 가계소득과 더불어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고
려함.
¡ 추정 결과
－ 타심과 환경적 배려심, 가계소득, 가구원수가 참여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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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nsla et al (2008)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스웨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색전력에 대한 지불용의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함.
¡ 추정 결과
－ 환경문제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생태계에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의식수준, 이타심 등이 녹색전력에 대한 긍정
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7) James Yoo et al(2014)의 연구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방법
－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을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소
비자의 선호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음.
－ 조건부로짓 모델, 랜덤 파라미터 모델, latent class, hybrid 모형을 이용하여 선
택실험법결과를 추정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지역내 일자리 증가 정도, 전력 요금을 고려하였으며,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는 정치성향,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 등을 고려함.
－ Convolution 방법과 Kernel density plot을 통해 집단별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단을 구분하여 신재생에너지 선호를 추정함.
¡ 추정 결과
－ PWTP class에서는 전력요금을 제외하고 모든 속성이 지불용의액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중 풍력 에너지 비중이 지불용의액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남.

(8) 신재생에너지원별 지불용의액 추정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종합
¡ 표 III-2 및 III-3에서는 CVM 및 CE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가치추정 결
과를 비교 및 요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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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원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4개의 연구결과가 비교되어 있음
¡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지불용의액이 추정되었으나 바이오에너지
의 경우 Cicia et al. (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거나 음의 지불용의액
을 보이고 있음

<표 III-2>

Surve
y
time

2000

WTP
(US$/m
onth)
0.030.47
0.1114.22

신

Survey
area

1999

2000

2011

¥2,00
0(aro
und
$17)
4.615.02

액

결

추정 연구

과(국외)

Object analyzed

Author

For 1% decrease in GHG emission

U.S

1.0314.43
16.6%
extra

재생에너지 지불용의

U.K

Japan
Pennsylv
ania

1% decrease in GHG emission 1%
increase in renewable fuel 1% decrease
in fossil fuels
1% decrease in GHG emission 1%
increase in nuclear fuel 1% decrease in
fossil fuels
mean WTP of 16.6% extra for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newable
sources
increase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WTP for a program promoting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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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et al
2001

Batley et
al
2001

Nomura and
Akai
2004
Yoo and
Ready 2014

<표 III-3>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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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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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chers et

and

al.

Ready

(2014)

' ff

O kee 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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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t

재생에너지원별 지불용의

R e n e w a b l e
energy source

(2007)

Yoo

신

14.68~21.54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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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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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Wi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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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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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idal

a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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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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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33.6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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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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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기준 및 보상체계 조사

본 장에서는 해외의 전력계통 현황 및 출력제어 기준을 조사하여 국내 기준 개발에 참고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보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마련이 앞서 있는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하와이(미국) 등 4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관련하여 국내의 보상 필요성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제 1 절 해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례

1. 덴마크

<그림 3.1> 2019년

덴마

크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단위 : GWh, %]
[8]

덴마크는 2019년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약 58%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장
활발히 보급된 국가 중 하나이다. 위 그림은 덴마크 발전부문 발전량 현황을 보여준다. 이
중 석탄, 오일,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기의 발전량의 합은 5,335GWh이며 그 비율은 약
18%이다.
덴마크의 경우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동성 재생에너
지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타 국가와 연계를 통한 전력교환을 통한 수급균
형 유지이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과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용량 대비
연계선 비중이 약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전체용량 대비 연계선 비중이 1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연계선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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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9].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연계선으로는 Konti-Skan과 DK2-Sweden 두개의 연계선이 있으
며, Konti-Skan을 통해 전력을 최대 680MW까지 수입할 수 있고 740MW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DK2-Sweden을 통해 최대 1300MW를 수입할 수 있고, 1700MW를 판매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의 연계선은 설비용량 1700MW 1개가 운영 중
이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와 독일 사이의 연계선은 DK1-Germany와 Kontek 두 개의 연계
선이 있다. 먼저, DK1-Germany의 경우 최대 1,500MW 전력을 수입할 수 있고 반대로 최
대 1700MW의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Konek의 경우 설비용량이 600MW이다. 덴마크는
추가적인 연계선을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도 2022년까지 연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계선을 통한 실시간 전력교환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변동성 위험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International Comarison of Wind and Solar
Curtailment Ratio’에 따르면, 높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2014년 덴마크의
발전제약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0].

2. 아일랜드

<그림 3.2> 2019년 아일

랜드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단위 : GWh, %]
[8]

아일랜드는 2019년 기준 전체 발전량 대비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약 31.1%
로 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아일랜드는 크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EIRGRID Group 에 의해 전력계통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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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으로, 아일랜드 전체의 최대수요는 6,532MW 였으며, 최저수요는 4,064MW로
나타났다. 이중 아일랜드의 최대수요 및 최소수요는 각각 4,940MW, 1,932MW이었으며, 북
아일랜드에서는 최대수요와 최소수요가 각각 1,628MW, 457MW이었다[11]. 또한, 2017년
기준 아일랜드 전체의 연계선 현황을 살펴보면, 북아일랜드-잉글랜드 연계선인 Molye
HVDC(450MW)와 아일랜드-웨일즈 연계선인 EWIC HVDC(530MW)을 보유하고 있다[12].
EIRGRID에서 발간한 ‘Annual Renewable Energy Constraint and Curtailment Report
2019’에서는 아일랜드의 재생에너지 출력감발을 제어 주체 및 원인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
며, 2019년 기준 해당 4가지 구분에 따른 감발량 및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12].
① Transmission (TSO) Constraints : TSO의 지시로 지역 내 선로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출력감발

② Testing (TSO) : TSO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테스트로 인한 출력감발
③ Curtailment
- High Frequency/Minimum generation : 주파수 기준 및 일반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제한 기준으로 인한 출력감발
- SNSP Issue : 전력계통 내 비동기(Non-Synchronous) 발전원 비율 제한으로
인한 출력감발
- ROCOF/Inertia : 주파수변화율(Rate Of Change Of Frequency) 기준 및 전력
계통 내 관성에너지 확보 기준으로 인한 출력감발
④ Other Reductions
- DSO/DNO Constraints : DSO 또는 DNO의 지시로 지역 내 선로혼잡 문제 해
결을 위한 출력감발
- Developer Outage : 발전기 개발자의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
로 인한 출력감발
- Developer Testing : 발전기 개발자의 발전단지 테스트로 인한 출력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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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그림 3.3> 2019년 아일

분

재생에너지 출력감발 구

에 따른 감발량 및

비율[단위 : MWh, %]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가능용량 대비 7.8% 비율의 재생에너지 출
력감발이 발생하였다. 해당 재생에너지 출력감발 7.8%는 다시 4가지 출력감발 구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비율은 ① Transmission (TSO) Constraints–4%, ② Testing
(TSO)-0.0004%, ③ Curtailment-3.7%, ④ Other Reductions-0.1% 로 나타났다.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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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9년

독

일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단위 : GWh, %]
[8]

독일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 및 태양광발전의 점유율이 각각 21%,
8%를 차지하였다. 2019년의 독일 발전원은 발전량이 큰 순서로 석탄 30.01%, 풍력
20.38%, 천연가스 15.28%, 원자력 12.14%, 태양광 7.69%, 바이오 7.22%, 수력 4.24%,
폐기물 2.03%, 오일 0.82%, 기타 0.2%로 나타났다.
독일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더욱 늘려 원자력발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
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6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변동
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확대 비중이 가장 크며,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 및 예측 불확
실성의 문제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제약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변동성 재
생에너지 발전제약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UNDESNETZAGENTUR의 ‘Report Monitoring
report 2018’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참고자료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계통에 병입
된 재생에너지의 발전제약 사례를 정리하였다[13].
2017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제약량은 5,518GWh로 2013년 554.8GWh 대비 약 10배 정
도 증가하였다. 2017년 발전원별 발전제약량을 살펴보면, 풍력이 전체 9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태양광 3.0%, 바이오가 1.1% 그리고 기타 0.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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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09-2017년

독

일 전력계통에

병입 신
된

재생에너지의 발전제약량

아래의 표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의 풍력 발전량 및 풍력 발전제약량을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의 풍력발전량은 44.6TWh로 풍력발전 비중이 약 7.99%에 불과하였지
만, 이후 풍력발전 설비의 꾸준한 증설로 인해 풍력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에는 풍력발전량이 103.4TWh로 풍력발전 비중이 17.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풍력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풍력발전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한 출력예측 오차 빈
도 및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발전제약이 2011년 0.92% 수준이었
던 것이 2017년에는 5.12%까지 급증하였다. 독일에서 발전제약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송전선로 혼잡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풍량이 많은 북부 해안지방에 풍력 발전기의
70%가 집중되어 있지만, 전력수요는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부에서 생산
된 전력을 남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 혼잡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제약이 시행되었다. 송전선로 혼잡문제로 인한 풍력 발전기의 발전제약량은 전체 풍력
발전기 발전제약량의 60% 이상 차지하며 독일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표 3.1> 2011-2017년

연도

전체 발전량 풍력 발전량
(TWh)
(TWh)

독

일의 풍력 발전제약량 및 비율

풍력 Curtailment
(TWh)

Penetration Ratio
Wind(%)

Curtailment
Ratio Wind(%)

2011

557.9

44.6

0.41

7.99

0.92

2012

570.8

46.0

0.36

8.05

0.78

2013

596.4

53.24

0.48

8.92

0.90

2014

548.5

55.2

1.22

10.06

2.21

2015

580.4

75.7

4.12

13.43

5.44

2016

609.6

78.2

3.53

12.83

4.51

2017

602.3

103.40

5.29

17.17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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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증가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발전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대응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 대응 방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른 국가와 송전선로를
통한 계통연계이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
웨덴, 룩셈부르크 9개국과 연계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전력을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독일의 전체 전력 수입량과 수출량은 각각 28,079GWh, 83,435GWh인 것으로
나타나 전력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3개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네덜란드, 폴란드, 룩셈
부르크 6개 국가에게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향후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송전선
로, 기존의 국가들과의 계통연계 확대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벨기에 등의 국가와도 연계를
진행 및 계획을 하고 있어 변동성 재생에너지 자원의 확대에도 출력제어 문제를 비교적 안
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4. 하와이(미국)
미국 하와이 주의 전력공급 회사는 크게 Hawaiian Electric 과 KIUC(Kauai Island Utility
Corporative) 두 개의 회사가 존재한다. Hawaiian Electric 는, 투자자 소유의 유틸리티이
며 오아후 섬을 담당하는 HECO (Hawaiian Electric Company)와 마우이 섬, 몰로카이 섬,
라나이 섬을 담당하는 MECO(Mauai Elctric Company), 그리고 하와이 섬을 담당하는
HELCO(Hawaii Electric Light Company)로 구분된다. 반면, KIUC는 Kauai섬에 전력을 공
급하는 협동 조합으로 운영된다. 아래 그림은 하와이의 주요 전력공급사(유틸리티) 현황을
보여 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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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하와이의 전력공급사(유틸리티) 현황
아래의 표는 2017년 기준 하와이 주요 섬들의 발전기 설비현황을 보여준다[15]. 공통적으
로 석유를 주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용량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설비로
구성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가장 인구가 많은 Oahu 섬이 2,544MW로 가장 많은 설비를 운
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Maui섬이

433MW,

Hawaii섬이

413.9MW,

Kauai섬이

181.1MW, Molokai섬이 19.1MW, 그리고 Lanai 섬이 13.6MW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은

1317.4MW였으며,

이중

Customer-Sited

태양광

720.1MW,

Grid-Scale 태양광 63.1MW, 풍력 202MW, 기타신재생(ESS 포함) 332.2MW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력회사(유틸리티)들은 각 설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설비는

크게

기저부하

설비(Firm

Power),

급전가능

설비(Cycling

Unit),

기존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계약 발전사업자 설비, 신규 IPP 계약 발전사업자 설
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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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7년도 하와이 전력

회

사별 전력설비 구성

Hawaiian Electric

HECO
Oahu

설비용량(MW)

2,544

433

13.6

19.1

413.9

3423.6

181.1

3,604.7

석유

1,471

251.6

10.4

12

238.3

1,983.3

124

2,107.3

석탄

180

-

-

-

-

180

-

180

893

181.4

3.2

7.1

175.6

1,260.3

57.1

1317.4

Customer-Sited 태양광

502

103

2

2.1

90

699.1

21

720.1

Grid-Scale 태양광

45.5

5.8

1.2

-

-

52.5

10.6

63.1

풍력

99

72

-

-

31

202

-

202

246.5

0.6

-

5

54.6

306.7

25.5

332.2

체신

타신

기

재생

재생 (ESS

포함

)

HELCO
Hawaii

KIUC
전체 하와이
전체
Kauai

2017년도

전

MECO
Maui Lanai Molokai

Hawaiian
Electric

전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와이 급전순위를 살펴보면, 지력, 석탄, 폐기물에너지 발전설비가 기
저부하 설비로 우선적으로 발전에 참여하며, 다음으로 Cycling 설비, 기존 IPP 사업자 설
비, 신규 IPP 사업자 설비, 첨두부하 설비 순으로 참여한다[16]. 하와이의 전력 수요는 주
로 19-21시에 가장 높으며, 09-15시에는 태양광의 전력생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대에서는 첨두부하 설비를 통해 출력을 제어하지만, 경부
하 시간대에서는 전기차 충전과 신재생에너지까지도 출력제어에 참여한다.

<그림 3.7> 하와이 전력설비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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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와이의 2019년 기준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크기 순으로 석유(petroleum) 63.2%, 신재
생에너지(Renewable energy) 20.3%, 석탄(coal) 12%, 기타발전 3.7%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20.3%는 다시 태양광 12.7%, 풍력 4.9%, 바이오매스 2.7%, 수력 0.9%로 구
성된다.
이처럼 하와이의 경우 전체 발전량에서 석유를 원료로 사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
다. 하와이 주의 경우 대부분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료가 저렴하고 설치 규모가 큰 석탄
이나 원자력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9
년 기준 하와이의 평균 전기요금(Average electricity rates)은 약 29cent/kWh로, 미국 전
체 평균 전기요금 약 10cent/kWh 보다 상당히 높으며, 값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많은
전력사용자들이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매년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증
가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하와이의 년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GWh) 현황을 나타내며, 분산형 태양광발전(Distributed PV)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14].

터

<그림 3.8> 2012년부

까

2019년

지 하와이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GWh)

현황

하와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RPS 제도를 통하여, RPS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비율(RPS
Level)을 2019년 기준 28.4%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는 70%,
2045년 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RPS 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하
여 하와이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으며, Hawaiian Electric은 재생에너지 출
력제어 원인을 1) 공급 과잉 (Oversupply), 2) 계통 제약 (System Constraint), 3) 발전사
요청 (Facility Requested) 등 3가지로 구분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awaiian
Electric의 원인에 따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MWh)은 아래 그림(<그림 3.9> 참고)과 같
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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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Electric의 경우, 각 지역별로 원인에 따른 출력제어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aui 섬과 Lanai 섬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력제어 원인이 가
장 많이 나타나며, Hawaii island 는 발전사 요청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Oahu 섬은 계통 제약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즉, 하와이 신재생에너지 출력 감발의 주요 원인은 경부하 시간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잉으
로 인한 출력감발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나, 이외에도 정오에 상당량의 태양광 출력 증가로
인한 풍력발전 감발, 작은 계통 규모로 인한 계통안정도(주파수 및 전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출력감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재생 발전원의 출력
감발은 SCADA 시스템의 자동 신호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LIFO(Last In First Out)
를 적용하나, 출력감발로 인해 연간 에너지 생산량의 60% 이상 생산하지 못한 발전 설비와
FIT 제도가 적용된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감발 발전기 순서에서 제외한다.

<그림 3.9> 2015~2019년 Hawaiian Electric의 원인에 따른 지역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MWh)

그러나 선로 혼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 설비
의 경우 감발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감발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하와이에서는 신재생에너
지 증가에 따른 출력감발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완화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NERL의
‘Wind and Solar Energy Curtailment: Experience and Pratices in the US’에 따르면 다

- 544 -

음과 같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 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Ÿ

Must-run 발전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소발전용량 감소

Ÿ

경부하시 ON 상태의 일반발전기 일부를 OFF로 변경(재생에너지 우선순위 공급)

Ÿ

Qucik start 발전기의 설치 및 수요반응자원 확보를 통한 예비력 확보(재생에너지 변동
성 대비)

Ÿ

분산형 태양광발전단지 내 스마트미터링 설치 및 출력제어량 확보

Ÿ

경부하시 과공급된 출력을 소모하기 위하여 급속 EV 충전소 설치 확대

Ÿ

Down reserve 확보량에 풍력발전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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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주요 원인
앞 절에서 국외 주요 국가 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Curtailment)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
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다수의 전력계통 운영기
관은 송전선로의 혼잡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의 수급균형을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기관 및 계통운영자는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출
력제어를 수행한다. 국외 전력계통운영기관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원인과 이에 대한 내
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18].
<표 3.3> 국외 계통운영 기

원인

관

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주요 원인

송전선로 혼잡

수급 균형

송전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재생발전기 건설속도

다늦

내용
보

어지는 경우,

족

송전용량 부

관

기

T

ERCO

으

압

계통전
, 부하가 적은

, MISO,

PJM,

파

및 주

길

변동이 생

시간대에 수급균형을
출력제어로

으로 발생

AESO, CAISO,
계통운영

많 나

계통안정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

안

수에

시

정도 유지

AESO, BPA, CAISO,

T

ERCO

SPP, PSCO

ISO-NE,

, ISO-NE,
HECO

PSCO

이와 같은 출력제어의 원인에 따라 국외 계통운영기관은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아래의 표[19]는 북미와 유럽지역 주요 계통운영기관의 출력제어 방식을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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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외 주요 계통 운영기

관

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방식

구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식
- 최

근

에 건설된 발전기부

터

- Must-Run 발전기가 최소 출력을 내도

HECO

결

출력제어 순서를

록

한

정

뒤

, 사전에 정해

진

출력제어 순서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

-

CAISO

혼잡 결
해

- 선로

MISO

효

에 가장

먼

과적인 발전기를

저 출력제어 지시

혼잡

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

입
분

- Economic bids(경제

찰)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

- Basepoint

이내에 따

NYISO

-

10MW

신

호를 5

이상

Center(GCC)로부
Spain

풍력

터

통제

발전기

됨

르
들

면

지 않으

은

- 전일 시장에서 예정된 출력제어 및

Penalty 부과

두

모

당

Generation

함

Control

일 시장에서 실시간 출력제

어 수행
- 석탄 발전기, 복합 발전기, 수력 발전기

으로 풍력 발전기 출

력제어 수행

Eirgrid

랜드

(아일

다음

)

- 출력제어 대상 풍력발전기는 Eirgrid control center에 의해 제어
되며 출력제어

신

호에 10초 이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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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야함
해

제 3 절 해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 분배 방법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을 분배하기 위해 국외 주요 전력계통운영기관은 전력계통 및 전력시
장의 상황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분배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경우, 출력제어 방법에 따라 각 재생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발전사의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계통운영기관은 출력제어 방법에 따른 계통 운영적인 상
황뿐만 아니라 발전사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계통운영자가 출력제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5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20].
1) 효율성: 전력망 내 각 발전기의 최적 이용률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2) 확실성: 출력제어 용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 제공해야 함
3) 단순성: 계통운영자가 수행하기 쉽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워야 함
4) 공정성: 발전사업자들의 계약 적용 및 이행이 공정해야 함
5) 적용가능성: 발전기 추가 등 전력계통 환경변화에도 적용가능 해야 함
출력제어량 분배방법은 전력계통 운영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하루전 또는
당일 발전계획 수립시 가격입찰이 가능한 전력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시장적인 방법
과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적인 방법은 발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시간대별 발전량을 예측하여 가격입
찰이 가능한 전력시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중앙급전의 출력 증감발 지시를 통하여 재생
에너지의 출력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적 방법을 통한 출력제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출력 예측 오차가 적고 출력제어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제어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반면 발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가격 입찰하는 전력시장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 비시장적 방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분배가 가능하다. 비시장적
인 출력제어 분배 방법은 크게 1) LIFO, 2) Pro RATA, 3) Rota, 4) FRR, 5) Technical
best, 6) Greatest carbon benefit, 7) Most convenient, 8) Generator size 등으로 분류
한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LIFO(Last

In

First

Out),

Pro

RATA,

Rota,

FRR(Fractional Round Robin) 방식이다[21]. 시장적인 분배방법 및 비시장적인 4가지 분
배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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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적인 분배방법 :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기반 출력제어
량 분배

<그림 3.10> 재생에너지

입

찰시장 기반 출력제어량

분배

방법

시장적인 분배방법은 재생발전기 별 감발량을 입찰하여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감발이 가능한
발전기부터 감발 시행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식에 따르면 경제성을 근거로 발전기별 감발비
용 입찰을 수행하고, 낙찰된 비용에 의해 감발한다. 즉, 최저비용으로 감발이 가능한 발전기
부터 감발을 수행한다.

2. 비시장적인 분배 방법 : LIFO, Pro RATA, Rota, FRR
가. LIFO(Last In First Out) : 발전기 진입의 역순으로 출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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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법 : 1) LIFO

- 진입 순서 : G-a → G-b → G-c (감발 순서는 진입 순서의 역방향)
- 각 발전기 설비용량 : G-a(30 MW), G-a(20MW), G-c(10MW)
단, 이용률 100% 가정
- 총 감발 필요량 : 30 MWh
비시장적인 방안 중 첫 번째인 LIFO 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진입순
서가 다른 3개의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출력제어 과정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었다. 각 발전
기 설비의 용량은 각각 G-a(30MW), G-a(20MW), G-c(10MW) 이며, 이용률은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1시간 동안 100%로 설정하였다. 또한, 3기의 발전기 특성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
였다. 시스템의 총 출력제어 필요량은 30MWh 로 설정하였다. 진입 순서는 G-a → G-b
→ G-c 로 가정하며, 출력제어 순서는 진입순서의 역순인 G-c → G-b → G-a 순서로 진
행된다. 가장 먼저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발전기 G-c 의 발전량은 10MWh 로 총 출력제어
필요량인 30MWh 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발전기를 모두 출력제어 하더라도 추가적인 출력
제어량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감발은 진입순서가 두 번째로 늦은 발전기 G-b 가 수행을 하
며, 남은 출력제어량과 G-b의 발전량이 동일하므로, 나머지 출력제어량인 30 – 10 =
20MWh 를 모두 G-b 가 출력제어 한다. 가장 먼저 진입한 발전기 G-a 은 출력제어를 하
지 않으며, 두 번째로 진입한 발전기 G-b 는 20MWh, 가장 늦게 진입한 G-c 는 10MWh
를 출력제어하게 된다. 즉, 진입순서가 늦을수록 먼저 감발을 수행하게 되므로 먼저 계통에
진입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기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나. Pro RATA : 모든 발전기를 균등한 용량으로 출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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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법 : 2) Pro RA

T

A

- 각 발전기 설비용량 : G-a(30 MW), G-a(20MW), G-c(10MW)
단, 이용률 100% 가정
- 총 감발 필요량 : 30 MWh
- 각 발전기의 출력제어량 :
(각 발전기 설비용량/전체 설비용량) × 총 출력제어 필요량
Pro RATA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설비용량을 가진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었다. 각 발전기의 출력제어량을 구하기 위하여 위
의 식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G-a 발전기의 출력제어량 = 30/(30+20+10) × 30 = 15MWh
G-b 발전기의 출력제어량 = 20/(30+20+10) × 30 = 10MWh
G-c 발전기의 출력제어량 = 10/(30+20+10) × 30 = 5MWh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큰 발전기는 설비용량이 작은 발전기보다 일반적으로 발전량이 더
크다. 그러므로 설비용량이 커서 발전량이 많은 발전기가 발전제약을 발생시키는 더 큰 원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제어의 공정성을 위하여 설비용량이 큰 발전기가 더 많은 용
량의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Pro RATA 방법은 설비용량에 비례하여 모든 발
전기에게 출력제어량을 분배하고 있어 공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단,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기에게 출력제어 지시를 내려야하므로 출력제어 빈도가 매우 많아져 계통운영자가 출력
제어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 Rota : 사전에 정해진 순서로 순환하며 출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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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 방법은 미리 정해진 순서로 순환하며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어한다. 해당 출력제어 순
서인 발전기의 발전량이 필요한 출력제어량보다 많은 경우, 해당 순서의 발전기만 감발하여
도 출력제어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해당 순서의 발전기의 발전량보다 필요한 출력제
어량이 많은 경우, 다음 순서의 발전기도 함께 감발하도록 한다. 해당 방안은 계통 운영자
의 재량으로 순환 순서가 변경 가능하다. 또한, 개별 발전기 별 출력제어 횟수는 출력제어
빈도가 높아질수록 거의 동일하지만, 출력제어량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발전기 별 이용률
편차는 커질 수 있어 공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라. FRR : 정해진 순서와 설비용량 비중에 따라 분배하여 출력제어
FRR 방식은 Rota와 Pro RATA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 출력제어 방법이다. 즉, 사전에 정
해진 순서와 설비용량 비중을 고려하여 출력제어량을 분배하는 방법이다. 출력제어 순서는
주로 발전단지 별로 순환 출력제어하며, 해당 출력제어 순서 내의 발전기 별 설비용량 비중
에 따라 각 발전기들에게 출력제어량을 분배한다. 해당 방안도 Rota 처럼 계통 운영자의 재
량으로 순환 순서가 변경 가능하다. 비시장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법들을 비교 분석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3.5> 비시장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법 비

구분

비시장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법 비교

LIFO

(Last In First
Out)

Pro RA

교

T

A

•
•

발전기

진입

역순의 출력제어 방식

재생에너지 발전기별 평균 이용률의

음

•
•

적
발전기 균등 출력제어 방식
재생에너지 발전기별 평균 이용률의

•많음
•
•개

진

사전에 정해

별 발전기의 출력제어

FRR
(Fractional
Round Robin)

•
•개

다큼

FRR보
발전기 설비용량을

고려

별 발전기의 출력제어

다 작고

Rota보

편

차가 크

나 체
, 전

, 출력제어

횟

수는

거

매

으

, 출력제어

일/주/월 바

의 동일하

출력제어

작 나

차가

순서대로 순환 감발하는 방식

계통 운영자의 재량으로 순환 순서는

Rota

편

나

뀔

수

, 평균 이용률

수는

거

의 동일하

수도 Pro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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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나

, 평균 이용률

A에 비해 적

음

차가

편

수는

수가

있음
편

하여 순환 감발하는 방식

횟
횟

횟

횟

차가

제 4 절 해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원인에 따른 출력제어량
주요 보상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발전 가능한 용량에 대하여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전력
량 판매수익 감소로 인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최적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22].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출력제어 원인에 따라 보상제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
지 출력제어 주요 원인은 1) 전력 공급원의 과잉발전으로 인한 문제, 2) 전력망 제약문제
3) 전력망 확장 지연 문제, 4) 계통안정도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력제어 원인에
따른 적정 보상방안의 주요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6>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원인에 따른 출력제어 보상방

원인

보상 방안 주요 설명
⦁재생에너지를

잉

공급과

통한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전력시장의

낮 져

재생에너지
한계가격이

문

제

신

아

⦁단, 자발적인
⦁전력망의 과

가격

⦁계통운영자와

완

므

호에 따라 출력제어를 유도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유도가

잉투
루 짐
업

당

자 방지를 목표로 해

출력제어가 이
전력망
제약

안

필

황

요한 상

필
필

로 보상 불

에서는 보상

요

요

전력망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어

발전사

전보상

자 간의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어에 대하여

업

만

⦁계통운영자와 발전사 자 간의 합의 수준 미 의 출력제어는 무보상
⦁전력망 사 자의 전력망 증설 지연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 해
전력망
확장 지연

⦁전력망

권

업
업

사

한 유무에 따라 발전기별 보상제도를

⦁재생에너지

안
문

계통

정도

제

켜

시

는 경우, 해

발전설비의 급전

적용

출력제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을

예비력

필
줄 므
루 져야 함
안
술
알
요량을

출력제어가 이

⦁일반적인

있
다르게

자가 증설 지연에 대한 책임이

휘 야함
당

이

키

로, 예비력 비용을 감소시

어

전력계통

계통운영자가 기

정성 유지의 목적으로는 보상이

적 원인을

려

기 어

완

화

는 목표로

필 없 나
필
요

으

운 경우에는 보상이

요

,

먼저, 전력계통에 전력 공급원의 과잉발전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 수급을 일치시켜
야 하므로 변동비가 높은 발전기를 출력제어 해야 경제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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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들도 전력시장에 가격입찰이 가능해야 한다.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가격이 0 또는 마이너스가 되므로 가격신호에 따라 출력제어를 유도하여
보상이 불필요하나, 만일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출력제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상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력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는 전력망의 과잉투자 방지를 목표로 출력제어가 이루
어져야 한다. 보상제도는 계통운영자와 발전사업자의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
어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상을, 합의수준 미만의 출력제어는 무보상을 제안하였다.
전력망 확장 지연에 따른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가 연계된 전력망의 송전 제약이
발생하여 해당 제약을 막기 위한 전력망 증설 계획이 지연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
때, 전력망 사업자가 전력망 증설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의
급전 권한의 유무에 따라 보상기준을 차별화한다. 즉, 이미 우선 급전 권한을 부여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경우는 완전한 보상을 하고, 우
선 급전 권한이 없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
금을 제외한 시장가격으로 부분 보상을 한다.
계통안전도 문제에 따른 출력제어는 예비력 확보 비용을 감소시켜 출력제어의 당위
성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의 목적으로는 보상이
필요 없으나, 계통운영자가 기술적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이 요구된다
고 보았다.

1. 북미 주요 기관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제도 검토
북미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제도는 각 지역별 TSO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급 불균형, 송전선로 혼잡, 송전설비
의 계획된 정비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상황에서의 출력제어는 보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계통 안정도 문제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의 출력제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주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 간에 맺어진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ing Agreement, PPA)에

따라

출력제어

보상방안이

구분된다. 의무인수계약

(Take-or-pay)을 한 경우, 전력구매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제어된 에너지를 보상해야
하는데, 보통 손실된 세금공제 금액을 보상한다. 특히, 의무인수계약을 한 경우 비록 송전사
업자가 출력제어 지시를 내렸더라도, 전력구매자는 발전소와 맺은 계약에 근거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의무인수계약을 한 경우에도 송전 제약, 계획 점검 및 공급 과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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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출력제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력계통 비상상황으로 인한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 각 주별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다[3].

AESO, ISO-NE에서는 발전소와 전력구매자 간 전력구매계약 조건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출력제어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발전량은 경제급전을 기반으로 결정되
며 가격이 마이너스일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는 발전할수록 손해이므로 발전하지
않아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출력제어가 이루어진다.
BPA에서는 보상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12년에는 출력제어를 초과공급 프
로토콜(Oversupp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신재생 발전사에게 출력제어
보상 제도를 만들었으나, 발전사의 분담 비용 관련 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전력수급을 목적으로 풍력발전기는 출력제어 될 수 있으며 이때의 출력제어량
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PSCO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회사에서 의무인수계약을 이용하고 있지만, 해당 계약
에는 출력제어 보상 규정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개정된 전력구매계약에서 전력수
급에 의한 출력제어는 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송전제약 관련 출력제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력 수급을 목적으로 출력제어를 실시한 경우, 출력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었던 에너지와 생산세액 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를 함께 보상한다.
APS, NV Energy, HECO에서는 출력제어 보상에 대한 조건부 기준을 설정하였다.
APS는 일반적으로 출력제어의 지령이 TSO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APS가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일정 기간은 출력제
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NV Energy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만 출
력제어 보상을 했으나, 기존 발전기의 출력을 감소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HECO는 출력제어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하지 않으며, 매년 계약 시에 출
력제어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에너지 가격을 책정한다.

2. 국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 분배 방안의 경우, 국내에서는 비시장적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식
을 적용해야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비시장적 출력제어 분배방안인 LIFO, Pro
RATA, Rota, FRR 방안을 살펴보았다. 비시장적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식 적용 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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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적용해야한다.
LIFO 방법은 전력계통에 늦게 진입한 발전기부터 출력제어를 수행하여 초기 진입한 발전사
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출력제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발전기를 감발하
는 것이 아닌 진입순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출력제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신규 발전사업자의 계통 진입 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Pro RATA 방식은 전력계통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많이 진입할수록 모든 발전기가 설
비용량 비중에 맞추어 감발해야 하므로, 계통운영자 입장에서 개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들에게 서로 다른 출력제어 지시를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게 출
력제어량이 분배가 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발전기 이용률 편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출력제어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때 고려할만한 방식이다.
Rota 방식도 계통 내에 재생발전기가 많아질수록 출력제어량은 많아지게 되고 출력제어 빈
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출력제어 빈도가 높을수록 각 발전사업자 별 출력제어 횟
수는 거의 동일해진다. 또한, 사전에 출력제어를 수행할 순서를 정해놓기 때문에 계통운영
자와 발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순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 적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FRR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설비용량 비중을 고려하여 출력제어량을 분배하는 방법
이며, 국내 제주지역에서 실제로 수행된 임시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방법이다. 따라서
해당 방식을 국내 적용할 경우, 계통 운영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이해도가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Pro RATA와 Rota 방안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는 FRR 방안은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한 출력제어 방식으로 파악된다. 중장기적
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도매시장 도입으로 보상제도 없이 가격신호에 따라 출력제어를 시행해
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은 출력제어 원인에 따라 보상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북미의 경우에도 각 지역별 TSO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원인에
따라 보상 방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수급 불균형 문제나 송전
선로 혼잡 문제, 그리고 송전설비의 계획정비 등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한
경우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출력제어량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통 안정도 문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의 출력제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미사례에서 송전선로 혼잡 등 지역적 출력제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비상상황으로 인
한 출력감발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는 대부분의 북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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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통 운영기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촉진
시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제약 원인에 따라 출력제어를 보상 방안을 검토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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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변환 동향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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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디지털변환 대응 현황 분석
제 1 절 디지털변환의 개념
본 절에서는 전력거래소의 디지털변환 추진 전략을 제안하기에 앞서 디지털변환에
대한 개념과 산업별 디지털변환이 적용되는 분야들을 살펴본다.

1. 디지털변환의 정의

<그림 2-13-1>

디 털
지

진 략

변환 추

전

요소.

미국의 IT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IDC(2017년)에 따르면 디지털변환은 ‘기업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
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
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A.

T.

Kearney(2016년)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행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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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리서치 및 컨설팅 기관들의 디지털변환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디지털변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최신의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방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변환의 개념은 ‘기업 내에 기업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실제
적으로 활용하여 운영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조직 문화의 혁신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변환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으
로써 디지털변환을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IT 선도 기업들은 산업 및 시장의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디지털변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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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변환 적용분야
디지털변환이 기업 사이에서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술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기 때문
이다. 디지털 기술의 다각적 활용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3].
디지털변환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기존 서비스 산업의 고도
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자동화 시스템 등 3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4].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정밀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고, 운영시스템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화된 가
치사슬이 분산화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업체와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정보를 모아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모
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를 디지털 플랫폼이라 부르며, 이 분야
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은 여러 업종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가치사슬을 확
장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ICT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간 융합
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 제조업에서는 제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던 비
즈니스 모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제품 판매와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중심의 사업 모델로 변환하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과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비스업에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형
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간 투입이 확대되며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디지털변환으로 촉발되는 서비스 산업 영역 및 시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침체된
서비스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핵심 디지털 기술 역량
을 갖춘 기업은 무한한 활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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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디 털
지

업

변환을 통한 주요 서비스

예측
유
통
업
전
력
/
에
너
지
의
료

생산
§

§

최적화를 통한

§

수요 동향 예측

강
신뢰

§

수급 예측

§

발전자산의
평가

§
§
§

화

§

자동화

§

Merchandising

§

장 운영

자동화

위

관

유지

리의

§

낭
난

에너지

§

전기 도

§

병

비 감소

예방법 실시

원운영 자동화

신
개
진
교
업
조 탈징
파악
학습
룹

속성과 정확성
선을 위한

단의 자동화

§
§

교
육

§

취업
학
새
파악
졸업 강점 강조

시장 수요예측

생평가를 위한
로운 요인

§

생

지원

션§ 매

형

로모

사이

장 내 계산

실시간

자동화

§

시간별 동적

금

으로 가격

최적화

§

생산자와 소비자
실시간

방지

최적화
환자인식 §

맞춤 프
웹 트
맞춤
요

전기 생산수율

§

예측

가격의 최적화

§

§

드론
배

을 이용한

정확한 치료비용

험

환자의 위

업체 택

공급

선

자동화

§

소비통찰력 제공

§

가상직원을 통한

매칭

예상

§

§

고객

서비스

자동화

§

게

환자에

처방전

제공

§

감소

길

가상직원의

안

내

사의 일상
무 자동화

§

맞춤

가상직원의

달

최적화
성§

로운 가치.

지원

화

향상

응

수요대

질병
고 험군

§

새

출하는

§

창고 매
/

창

판촉

최적화

§

에서

기 이

§

후

§

목표에

따른 그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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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학습
학
고취
형

생의 자기인식

제 2 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변환 동향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해 사업과 경영 구조를 재편할 목적으로 디지털변환 추진하고 있다 [6]. 기업 수명
이 점점 짧아지고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와 기업 운
영 활동에 근본적인 변혁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변환은 첨
단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 적용을 통해 프로세스 효율화, 비즈니스 모델 변혁, 생
태계 구축까지 확장하여 실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외 기업과 국내 공공기관
대상으로 디지털변환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의
디지털변환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국외 기업에서의 디지털변환 추진 동향
국외 글로벌 기업에서의 디지털변환 추진 동향은 크게 프로세스 효율화, 비즈니스
모델 변혁, 생태계 구축에 있다 [7].
첫 번째 추진 동향인 프로세스 효율화는 경쟁업체보다 우수한 효율성 및 시장 적시
성 제고를 목표로 아웃소싱까지 포함한 전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혁을 말한다.
우선 제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프로세스 효율화 사례로 스마트팩토리가 있다. 스
마트팩토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고객 니즈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말한다. GE(General
Electric)의

‘생각하는

공장(Brilliant

Factory)’,

Simens의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s, CPS)’으로 가치사슬 관리(Value Chain Management)
의 디지털화 실현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경영환경 분야에서는 ‘경영관리 지능
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용 절감, 외부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단순하고 반복
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기업 내 자료수집 및 데이터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 전반에 걸쳐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두 번째 추진 동향은 비즈니스 모델 변혁이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고객
니즈 맞춤형의 솔루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면서 고부가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
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변혁은 크게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리커
링 비즈니스(Recurring Business)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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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최종 서비스 측면에서 ICT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며, 자사의 디지털 기술과 노하우를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하고 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리커링 비즈니스는 제품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구조조정 후 회생에 전
력하고 있는 일본의 Sony, Toshiba가 이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추진 동향인 생태계 구축은 경쟁기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외부업
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족한 디지털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주도권 강화
를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다양한 기술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경우 단독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며 외
부 자원을 활용한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시기가 되었다. 현재의 글로벌 기업들은 ‘하
이퍼 코피티션(Hyper-Coopetition) 확대’와 ‘오픈 디지털 이노베이션(Open Digital
Innovation) 강화’ 전략을 통해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이퍼 코피티션’은 업
종, 경쟁 여부에 상관없이 글로벌 협력업체, 사업파트너까지 포함한 수평 통합을 구
축하는 전략이다. 가전업체의 아마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가전개발,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 데이터 처리기술을 지닌 Nvidia, Intel
과의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오픈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디지털 기술 확보를 목적
으로 외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등 외부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제품 및 비
즈니스의 신속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외 기업에서의 디지털변환 추진 동향
을 정리하면 <표 2-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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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국외

추진 영역

추진 동향

글 벌 업 디 털
로

마트
팩토

§

관

§

스

프로세스
효율화

리

경영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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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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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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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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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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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계 구축

버물
템
슬
디 털 현
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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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싱
f z 클 드

(Simens) 사이

관
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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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

으로 전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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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

§

경영 환경

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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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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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즈니스
모델
변혁

§

조업

의

(

T

etra Pak) Microso t A ure

를 통

한 원격 서비스 지원

조노
담긴 마트
매뉴팩 링 프트웨 신흥 업 판매
§
커링 즈니
고객
커링
독 델
즈니 § T
디 털 술 활 고 익 커
링 업 조
진
퍼 § 빅데 터
플랫폼
협 개
코피티션 →
–
z
업 혁
디털 술
오픈 디 털 §
업체 극 탐색
노베 션
활 개
서비스화

§

(Bosch) 자사의 제
처

소

(Sony) 리

리

비

하우가

어를

비

스

(

oshiba)

하이

지

구

기

을

이

에

직접서

모

용한

제시

수

리

로의 전환 추

자율주행차: Nvidia

이

국 기

이 , 인공지능 기반

지

스

스를 통한

비스 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구

형 사

생태계
구축

라우

(Simens) 자사 사

을 축으로 한

Mercedes-Ben

변 에 유망한

정한 후 이를 보유한 외부
Digital Innovation

동을

를 적

시

제 3 절 전력산업에서의 디지털변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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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전

지

기 을선
해 Open

<그림 2-3-1> 4차 산

업혁

명시대 전력산

업

의 변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이 일상
생활에 보급될수록 축적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
이며,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되는 정보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분석 시스템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사람보다 정확한 분석을 실현
시킨다는 점에서 디지털기술을 전력산업에 적용해 본다면 전력산업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함께 전통전원의
생산부문에서 최적화를 끌어낼 것이며, 이는 설비운영의 최적화에 따른 연료비용
및 운전유지비 등 변동비용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간헐적 발전을 하는
재생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송·배전망 운영의 최적화, 정확한 수요예측 및 수요관

리, 수요자원시장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최대부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0-11].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 속도가 급격히 늘고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전통적 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질 경우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 수준의 균형점에 도달하면 전력소비자 간의 거래요인이 급증할 것이다. 대
형 전력회사에서 구매하는 전력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발전한 전력이 보다
저렴하다면 전력소비자는 각자 생산한 전기를 타인과 거래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생
길 것이며 블록체인과 같은 개인 간의 거래기술이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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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비저장성과 실시간 수급일치라는 전력의 물리적 특성상 전력산업은 기본적으로 비
효율적인 산업이다. 수급의 실시간 일치와 비저장성이라는 항목은 전력산업에서 항
상 전체 발전설비를 최대수요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미래의 최대수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예상 최대수요 대비 일정량의 예비발전설비를 추가로 가
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과 수요 부분에서 미래 예측력
의 정확도를 급격히 높여준다면 비저장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정할지라
도 설비이용률을 크게 향상시켜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의 개선은 장
기적으로 고정비의 감소를 의미하며 전기요금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2>는 전력산업에서의 디지털변환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를 보여준다.

<그림 2-3-2> 전력산

업

에서의

디 털
지

분야

변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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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대

효

과.

1. 국외 전력산업에서의 디지털변환 추진 동향

판매

<그림 2-3-3> 국외 주요국 전력

업

시장의 사

자 증가

현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석탄, 원자력 등의 전력공급 시스
템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선진
국에서는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의 전력수요도 성장세
의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욱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의 영향으로 전력산업의 산업구조가 수요관리 중심, 마이크로 그리드 확대
및 능동적 소비자 등장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여건 변화에 대한
전력회사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신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회
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전력회사 2.0 전략을 채택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기존 사업
역량을 해외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전력회사의 대응과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장착한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전력산업의 미래 모습은 이전과는 판이
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전력회사 2.0 전략은 분산형 발전의 운영, 소유권과 연관이 있는 자산 관리와 스마
트 미터, 스마트 그리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 관리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전력회사 E.ON은 자산관리 중심의 전략을, 이탈리아의 Enel과 독일의
RWE는 정보 관리 기반의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Enel은 스마트 미터를 모든 가정
에 보급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달성하면서 향후 스마트 배전망 분야의 세계 선두가
되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RWE는 전기자동차용 충전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선두 주자이다. 그리고 스마트 홈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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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판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저렴하고 다양해진 센서들이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이러한 센서에서 수집되는 무한대에 가까운 빅
데이터의 활용 증대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의 인공지능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접목되는 플랫폼 기반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산업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발전에서는 센서 부착 양
이 증가되고, 빅데이터 기술 및 분석 툴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설비 예비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전력 시장운영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예측
및 운영을 전체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송전과 배전에서는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안정적인 설비운영과 시설보수의 자동화가 증
가하고 있다. 전력수용가에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
를 유도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환경 및 전력요금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유럽·미국·호주의 판매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안
으로 디지털변환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전력 판매사업자들은 디지털
변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유럽, 미국, 호주에서의 신규
판매사업자는 증가하고, 전력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유틸리티 간의 판매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디지털변환에 주목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유치·
확보, 마진율 증대 및 고객유치·서비스 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고객에 대한 요금제를 설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더 높은 마진율을 지닌 고객 군을 식별하며, 고객의 사용패턴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개발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McKinsey&Company 설문에 따르면, 80% 이상의 전력 판매사업자 리더들은 디지
털 기술이 판매사업과 매우 연관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 중 50%는 전력
판매가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대다수 전
력 판매사업자가 수년 전부터 디지털변환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변환
을 아직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디지털변환 핵심은 기업의 문화를 적
극적 디지털 수용자(digital-attacker)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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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외에도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McKinsey&Company는 전력 판매사업자가 성공적인 디지털변환을 추진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사적 디지털화 추진의 필요성이다. 성공적인 디지털변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특정 부서의 단독 추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고 경영진의 명확한 디지
털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 Top-Down 방식의 디지털변환 추진을 강조하였다.
둘째, 앞으로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전력거래가 높아짐에 따라 고
객과의 접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에 전력 판매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지향적 문화 수용이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안정성 중심의 업무프로세스에서 민첩한 업무프로세스로의 변화를 제시하였
다. 민첩한 업무프로세스의 변화 방안으로는 우선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솔루션 도출을 위해 단기간 몰입이 가능한 다기능 프로젝
트팀(cross-functional team)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모듈화된 시스템 구성 및 운영으로 유연한 IT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다. 중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완전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초창기
부터 유연하고 모듈화되어 있으며, 디지털 특성이 잘 반영된 IT인프라를 곧바로 활
용할 수 있다. 대형 유틸리티의 경우 전통적 업무 설계방식과 애자일 접근 방식 간
의 균형점을 찾아서 특정 프로세스를 더욱 유연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IT하
드웨어 외에도 상품소유권, 디자인, 모듈 앱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직원들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프라와 활용능력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분야
는 데이터양이 방대하므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 고객서비스 비용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챗봇,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 고객센터 비용 절감이 가능
할 것이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진율 관리와 맞춤형 고객 관리가 이루어질 것
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채용 프로세스 도입은 직원만족도 증가
등 매우 넓은 범위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확장 가능한 자동화 구현으로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제시하였다. 기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처
리함으로써 고차원적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여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

- 571 -

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McKinsey&Company가 제시한 전
력 판매사업자가 성공적인 디지털변환을 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표
2-3-1>와 같다.

<표 2-3-1> 전력산

업

전사적 디지털화 추진

디 털

- 성공적이

지

변환을

필
디 털

위해서는 전사적 참여가

고 진
T
디 털
진

- 최

경영

비전과

의 명확한

로

너

프 슈머
트렌드
고객
업문 활
고객 니즈
고객
맞춤
재생에너지와

로

의 전

에 따른
화

성화

를 반영한

유연한 IT 인터페이스 환경

다

가능한

성을

고객 지향적 문화 수용

형 서비스 제공

기능

성화

- 전

신

변환을 위한 요소.

지향적 기
-

민첩한 업무 프로세스

몰입
프 젝트팀 활
문 갖춘
파트 십 강

지

세계적

지

변환 추

- 단기간 내

-

수

op Down 방식의

지

디 털

에서 성공적인

업

외부 사

자와의

- 사용자
설계
- 사용자

듈

화적 모

템

화된 시스

활
높
업데 트 체
안
용도가

지속적인

관

화

친

리 방

이

은 SW의
및

계적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와 활용능력 확장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구현

업 빅데 터 분

- 기

내

이

확보
-

데 터분
이

유치
-

체

계적인

석 역량을

데 터관
이

석 역량

갖춘
안

리 방

- 단순 반복
인재

업

무의 자동화

템

- PC & Mobile 연동 시스
구축

구축

미국의 AEP(American Electric Power)는 스위스의 자동화 그룹인 ABB와 협업하
여 변전 설비 자산관리 시스템인 VENTYX를 개발하였다. VENTYX는 다양한 모니
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AHC(Asset Health Center)로
전송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 자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현장 근무자에
게 제공하여 현장 근무자가 작업 지시 결정에 도움을 준다.

호주의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인 AEMO(Australian Energ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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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변전 설비 자산

입력

다

니터링

양한 모
시스

템

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 터
이

통합

관

템

리 시스

분석

리

인사이

TX
Y

실행

데 터분
알고 즘
트
이

VEN

도출

.

결과지표

설비의 수명주기

석

을 통한

징

의 특

향상 등
기

활

회

요인을

용한 전

략

Ÿ

운영성과

Ÿ

재무성과

Ÿ

비

즈니

스 리스크

수집

Operator)는 데이터 접근 및 선택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여 우연하고 새로운 서비
스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변환의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변환을 진행하
고 있다. <표 2-3-3>는 AEMO의 디지털변환 전략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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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AEMO의

디 털
지

디지털변환 전략

Ÿ

게 갈 없고 안
디 털 험
데 터 결
사용자에

등이

확장 가능한

Ÿ

이

무

지

경

전하며

Ÿ

Ÿ

저

른 서비스와

새

한 비용으로

빠르

Ÿ

철

안

보

지

합리화된 비
로운

전하며 확장

에

스

시스

도출

용

로그

산자원

도출

에너지 시장과의 기

가 절감,
속도

버 안

저한 사이

위한 보

없고 안
디 털 코 템
즈니 응 프 램
새 분
플랫폼
존 터페
T
신규
근
개
버 안
등이

인

이스

를 위한 참가자 비용 감소, I

로운 서비

스 제공

Ÿ

과.

원, 직원, 소비자가 사용할 수

및

다

효

및 기대

기대효과

가능한

성을 위한 단일 소스

API를 통해

고 렴

회
있 갈
는

제공

제공

Ÿ

략

변환 전

을 지원하기

Ÿ

설계

사이

단

참가자의 시장 접

선

보

기능 향상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인 ENGIE는 에너지 관리 디지털 플랫폼인 Blue.e를 개발하
였다. Blue.e는 산업공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성능지표를 도출하고 에너지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산업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3-4> 에너지

관 디 털 플랫폼
리

지

작프

Blue.e의 동

로세스.

스페인의 전력회사인 Iberdola는 실시간 요금제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에너지 소비
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와 지불방식을 선택하는 서비스인 Energy
Wallet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Energy Wallet은 신재생에너지로 소비되는
전력에 대한 신재생인증서를 발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고객의 실
시간 에너지 사용 비용을 보여주고 고객의 미래 에너지 사용을 예측한다. Iberdola
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Energy Wallet의 개발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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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기업의 수익이 600백만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

<그림 2-3-5> 스

회

인 전력

사 Iberdola의 Energy Wallet.

해외 전력산업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사의 부족한 IT기술력을 해외 파트너십
을 활용해 기업 역량을 보강한다는 점이다. 파트너십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E.on,

Sonnen

그리고

호주의

AGL(Australian Gas Ltd)가 있다.
해외 전력산업에서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표 2-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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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해외 전력산

사업 모델

업

에서

파트 십 활
너

을

관련
템 판매

및 HW
임대

I

T

및

에너지

플랫폼

기반

전력

매
개
거래 업
소

/소비

및

인 간
사

VPP 실증

업

사

을 통한

전력의
유동성 확보
및 부가가치

창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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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스 모

다양한 산업의 기업 간 파트너십 활용 사례

태양광
시스

즈니

용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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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변환 사례 분석
제 1 절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변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변환 전략으로는 크게 사무 환경의 변화와 업무 프로
세스의 효율화로 나누어진다.
사무 환경의 변화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사무 공간 내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수평적
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성과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방안으로
고려되는 디지털변환 전략 중 하나이다.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는 크게 ‘경영 관리 지능화’와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로 구분이 된다. 경영 관리 지능화는 기업의 간접 활동에 대한 디지털변환
으로 비용 절감, 외부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
동화하거나 경영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
표적인 기업 경영 관리지능화 사례로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KEI(Key Environmental Indicators), KPO(Knowledge Process Outsourcing) 등
이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와 관련된 직접 활동을 디지털변환 하는 것으로 현
장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니즈 대응
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말한다.
본 절에서는 사무 환경의 변화 전략으로 스마트 오피스 구축, 모바일 오피스 사례
들을 살펴보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전략으로는 RPA, Data Lake를 살펴본다.

1. 스마트 오피스 구축
최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변환을 일환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주목하고 있다. 스마
트 오피스란 기업 문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사무 환경의 변화를 말
한다. 본 항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 사례들을 살펴
본다.

라. 해외 IT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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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식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대표 FAANG(Facebook, Amazone, Apple,
Netfilx, Google) 기업들은 굴지의 기존 제조, 금융업체와는 확연히 다른 오피스 공
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 공간의 핵심
은 낮고 널찍하면서 내부 공간이 탁 트인 캠퍼스 스타일의 사옥을 추구하며, 충분
한 자연녹지가 있고, 일하는 공간과 놀고 쉬는 공간의 조화, 가공하지 않는 날것 그
대로의 인테리어, 건물 중앙의 넓은 계단 보유 등이 있다. FAANG 기업들이 가지
고 있는 공통적인 스마트 오피스요소들을 통해 직원들의 소통과 협업 문화를 증대
시키며, 혁신과 창의력 발현을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업 내부의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요소보
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롭게 유입되
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업무 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란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하며, Dell Technologies는 이
러한 세대들이 업무 환경에 친숙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디지
털 네이티브가 생각하는 업무 환경은 <그림 3-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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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디 털 네 티브
지

이

세대가 생각하는

업

무 환경.

Dell Technologies의 디지털 업무 환경 핵심 요소들은 크게 개인 맞춤형 업무 환
경 제공, 동적 팀 지원, 업무 환경 서비스 소비 간소화가 있다.
개인 맞춤형 업무 환경 제공은 직원들에게 올바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디바이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기반의 사용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 동적 팀 지원은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에서든
보안이 보장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업무 환경 서비스 소비
간소화는 단순 작업의 경우 자동화 및 셀프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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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Dell

T

echnologies의

맞춤 업
형

무 환경 제공.

또한, 사내에 협업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페어 프로그래밍과 사무 공간
의 변화를 주었다. 페어 프로그래밍이란 두 사람이 협업으로 하나의 터미널을 통해
동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삼성 SDS, KB국민은행, 해외 IT 기업 등 많은 IT 기
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페어 프로그래밍은 코딩 작업에 있어서 협조 및
감시를 통해 코딩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업 내부의 디지털 전문 인력 확보, 업무 효
율 향상, 조직의 협업 문화 활성화 등 기업 업무 환경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무공간의 변화로는 기존 고립된 칸막이로 이루어진 사내의 사무실 구조를 칸막이
높이를 낮춤으로써 개방된 사무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사원들 간 협업을 할 수 있
는 문화를 장려한다. 또한, 스마트 공간(Smart Space) 제공을 통해 기존 화이트보
드와 포인터로 진행이 되던 회의를 디스플레이와 터치펜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며,
화상 회의를 지원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기업 내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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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Dell

T

습

echnologies의 Smart Space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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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란 사무용 PC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해 언제 어디서나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
템을 말한다.
Dell Technologies는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디지털 작업공간을 운용
한다. 디지털 작업공간은 단일 콘솔에서 모든 디바이스를 관리하며, 모든 애플리케
이션을 하나의 통합할 수 있는 작업공간 제공, 모든 디바이스에서 싱글 사인 온
(SSO: Single Sign On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
게 해주는 시스템)를 통해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보
딩(On-boarding) 및 디바이스 구성을 자동화하고 간소화시켰다.

<그림 3-1-4> Dell

T

습

echnologies의 Digital Workspace 모

.

또한, Pivotal Cloud Foundry에 기업 내부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사원들 간 공유할 수 있는 ‘Mysales’ 운영하여 실시간 업
무 현황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ysales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직원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
인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조직의 변혁을 위한 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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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5> Dell

T

플 케 션

echnologies의 사내 모바일 어

리

이

기능.

일본 자동차 회사인 Nissan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변환을 추진하기 위
해 GE Global에서 근무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토니 토마스를 영입하
였다. 영입된 CIO는 Nissan이 가지고 있던 업무 환경의 문제점인 사업부 간 고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도입하였
다. 또한 ‘모바일 지원’ 직원을 배치하여 아웃룩(Outlook) 이메일, 스카이프(Skype)
화상 회의, 워크데이(Workday) 인사 소프트웨어 등의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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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마

이크로소

프트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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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

스 365 소

어.

3. 데이터분석을 위한 Data Lake 구축
Data Lake는 “원천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이며 조직 내·외부 수집 데이터의 단일
저장소”와

같다.

Data

Lake를

활용하는

목적은

보고(Reporting),

시각화

(Visualization), 분석(Analytics) 그리고 기계 학습(Machine Leaning) 등에 활용된
다 [16].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토리지 확장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Data Lake가 부상하고 있다. Data Lake의 최근 동향의 변화
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저장과 분석이 분석된 아키텍처, 둘
째는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샌드박스 제공, 셋째는 현업 사용자를 위한 셀프서비스
환경 구축이다.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아키텍처는 Data Lake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과 데이터
를 분석하는 영역을 분리한 아키텍처로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할 때 사용되는 아키텍처이다.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아키텍처의 핵심은 데이
터는 무한에 가까운 저장 전용 영역에 저장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 툴은 분
석을 수행하는 시점에 각 분석 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분석에 가장 적절
한 가상 혹은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적시에 만들어서 저장 영역으로부터 데
이터를 이동 후 분석이 끝나면 바로 삭제가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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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텍

<그림 3-1-7> Data Lake와 Data Warehouse 아

처.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분석 플랫폼은 저장과 분석이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
지므로 데이터 저장 용량이 증가하거나, 분석 CPU가 증가할 때 다른 리소스도 함
께 증가해야 하며 최대 사용량을 고려해서 시스템의 용량을 사전에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아키텍처는 저장 영역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무한 저장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의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아키텍처는 무한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 차원의 장점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원천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빠르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Data
Lake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아키텍처이다.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분석 샌드박스는 빅데이터와 Data Lake의 개념이 확산되면
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 수학적인 방법과 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 데이터
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는 데이터 과학의 역할을 수행할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심의 분석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데이
터 웨어하우스 중심의 분석 환경에서는 엄격한 정제를 거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
터가 매우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데다가 보유한 저장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별도의
샌드박스를 만들어 데이터 과학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
며, 보고서 생성이나 정형화된 분석과 같이 예정된 업무를 위해 24시간이 스케줄링
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데이터 과학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원의 여지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Data Lake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가공이나 변형 등을 대비해서 격리된 데이터 분석 공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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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준다.

<그림 3-1-8> Data Lake의

분 샌드박
석

키텍

스 아

처.

마지막으로 현업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셀프서비스는 전통적인 조직이 디지털변환
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디지털변환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알아차리고 적절하
게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변환의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중 하나가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접
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
이터에 기반을 둔 명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디지털변환 추세에 따
라 독일의 재보험 기업인 뮌헨 리(Munich Re)는 데이터 셀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모든 직원이 Data Lake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데이
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장려하였다.
현업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셀프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를 스스로 준비
하고, 준비된 데이터를 스스로 탐색하여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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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표 3-1-3> Data Lake 추

동향.

주요 특징
Ÿ

저장과 분석이
분리된 아키텍처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분석 샌드 박 스
현업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셀 프
서비스

Ÿ

근클
논
데 터

드

최

라우

인해

의된 아

이

기반의

키텍

가상의 환경에서

Ÿ

실

석

스 제공

Ÿ

Ÿ

효

율적인

사원

데 터분

롭게

을 자유

무 외에 추가적이

데 터
둔
들 데 터분
이

기반을

의

이

리지

활

용으로

운 저장 전용 영역에 저장

업
있음

예정된
행할 수

Ÿ

까

험 분 들
적

스

처

는 무한에 가

Ÿ

오브젝트 토
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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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

강

결

는

석

석

정 제공

화

제공

있 분 샌드박

데 터분 업

명확한 의사
석 역량

석 시스

무를

진

Data Lake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Dell Technologies가 있다. 델 테크놀로지는
기업 내부의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는 UDS(Unstructure Data Solution)
을 운영하고 있다. UDS조직 편성은 기업의 데이터 자본(Data capital - 인적자산,
지적재산권, 운영프로세스, 인프라 등)의 인식의 변화로부터 개편되었다. 기존의 산
업현장에서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단순한 저장 및 관리의 대상이었다
면, 디지털변환을 이루려는 기업들은 기업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새로운 비
즈니스 가치 창출을 목표로 데이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축적된 데이터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도구 및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 기업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1-9>

디 털
지

변환 과정에서

데 터 다루
이

를

기 위한

고려

사항.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새로 직면하게 되는 과제는 데
이터 증가에 따른 유지비용 발생, 데이터 사일로화 문제, 데이터 보호문제, 데이터
분석 툴 사용 문제가 있다.
데이터 증가에 따른 유지비용 발생 문제는 증가되는 데이터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
한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데이터 관리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데이터에서 가치 추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데이터 사일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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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될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도입된 시스템에 저장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업무별 다른 사일로 형태의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데이터 활용 문제
및 접근 권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델 테크놀로지는 기존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산 프로그램인 Hadoop을 사용하였지만, 지속적인 데이터의 증
가, 네임노드 관리, 컴퓨팅 자원 낭비, 데이터 벨런싱 이슈 발생, 기존 데이터 이관
방안, 전력의 비효율성, 데이터 사일로화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했

<그림 3-1-10> Hadoop을 이용

을 때 발생하는

문 점
제

.

이러한 기존 Hadoo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델 테크놀로지는
확장형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플랫폼인 Data Lake 기반의 ISILON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ISILON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하나의 단일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해
주는 멀티 프로토콜(Multi protocol)을 지원하여 데이터 사일로화를 방지해주며, 스
케일-아웃(Scale-Out)

아키텍처를

통해

데이터를

(Concurrency)의 효율을 상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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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처리

함으로써

병렬성

입효

<그림 3-1-11> Data Lake 도

<그림 3-1-12> ISILON의

과.

멀티프 토콜 좌 케 업 웃 조
로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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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

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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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변환 관련 인재 양성 사례
1.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다. 해외 컨설팅 기업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는 감사·세무·재무·자문 등 전 서비스 영역의
디지털변환을 위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약 5조 9500억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KPMG는 기술·인력 혁신을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최신 디지털기술을 도
입하고 전문가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인력혁신을 위해 임직원의 디지털 기
술 능력을 제고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디지털 아키텍처 분야의 전문 인재를 늘리
고 있으며, 미국 내 세계적인 수준의 러닝혁신센터를 만들어 임직원들의 전문성 개
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2020년부터 러닝혁신센터에서 매주 800명의 KPMG
전문가들이 참가해 창의성 및 협업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 디지털 전담 조직 신설
최근 기업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증가와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맞춤
화·개인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19]. 대표적인 사례로
는 네덜란드 금융사 ING에서 도입한 애자일 조직 혁신 사례가 있다. 애자일 조직은
예측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20].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애자일 조직은 시장 진출에 걸리는
시간이 10분의 1수준까지 더 짧고, 생산성이 30% 더 높으며 비용은 40% 절감하고
인력도 30% 덜 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애자일 조직은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
정을 하도록 도와주며, 목표지향적인 애자일 조직은 전통적인 기업이 혁신의 반대
인 타성과 안주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본 항에서는 국내외 기업에서 디지털변환을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전담조직 신설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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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IT업체
Dell Technologies의 IT부서는 제품 관리팀, 개발팀, 제품 설계팀 외 조율 역할을
하는 별도의 밸런스 팀을 따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부서 간 균형 유지, 인력의 효
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전문가 육성 방안으로는 본사에 Digital
Labs 시설을 운영하며, 신입사원은 Digital Labs에 방문하여 디지털 전문가 및 개
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4∼6주간 교육을 받는다.

<그림 3-2-1> Dell

T

T

echnologies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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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조

조

직 구

.

제 3 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전력산업 접목 사례
3.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응용에 해당되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접속자들 사이에 발생되는 거래를 공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분산형 거래방식을 확대시키며, 중앙 공
증기관의 모니터링 비용 및 공증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거래방식이 전력시장 등에 도입될 경우 전력거래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제도적 개선이 병
행되는 정도에 따라 P2P 전력거래시장 형성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에너지 분야에서 P2P 전력거래, 전기차 충전 및 공유, 에
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Brooklyn Microgrid Project’는 미국 브루클린 지역 내 약 50개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이다. ‘Brooklyn
Microgrid Project’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사례로 한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에너지를 이웃 간 P2P 전력거래에 활용하는 구조이다. 각 가구에서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 전력생산 및 전력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해 자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력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제 전력거래가 발생할 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Brooklyn Microgrid Project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모습은 <그림 3-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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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Brooklyn Microgrid Pro ect 어

리

이

모

.

4.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상호소통을 가능
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사물 간 상호소통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많은 기업
은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
술은 기업운영 및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인력의 업무 효율 향상, 산업
활동의 안정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GE에서 개발한 산업 IoT 플랫폼인 Predix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응용 및 개발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사물인
터넷 플랫폼이다. Predix는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전달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분류·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미국의 전기 유틸리티 회
사인 AEP(American Electric Power)는 Predix를 전력망 솔루션에 활용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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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현장 직원은 통합 배전만 운영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휴대한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전력망 정보를 표준화, 시각화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x

<그림 3-3-5> E elon

社

XT

(출처: PREDI

x 플랫폼 입 례

의 Predi

T

he Industrial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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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lat orm(2018년))

독일에 위치한 Software AG社는 10,000여 기업 고객을 보유한 엔터프라이즈 회사
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o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변환을 진행하고
있다. Software AG社는 1969년 컨설팅 회사로 시작하여 메인 프레임 기반의 IT시
스템, 오픈시스템 기반의 IT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하였다.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는 Software AG社는 고객이 서로 연결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포털 검색만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맞추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수합병으로 변화를 도모하였다.

f

社

<그림 3-3-6> So tware AG

즈니

의 비

스 변천사.

Software AG社는 많은 데이터 분석과 통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IoT 기술
을 활용한 디지털변환을 통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
자산, 포트폴리오, 아키텍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였
다. 기존 보유한 Hybrid Integration Platform인 Webmethods에 IoT 기술을 활용
하여 IoT&Analytic Platform인 Cumuloicty IoT를 개발하였다. Cumuloicty IoT는
IoT device와 device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이다.

<그림 3-3-7> Cumulocity Io

T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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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그림 3-3-8> 제

T

의 Io

조

<그림 3-3-9> 제

조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제

라인의 시설

관

리자 정보화

라인 감시.

면

.

Io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IoT Edge Computing 기술이
중요하다. 3가지의 관점에서 IoT Edge Computing 기술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연결성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관점이다. 각각의 Edge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하나의 클라우드로 모을 때 동시에 많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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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며, 하나의 클라우드에 모든 Edge를 연결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속도의 관점이다.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빠른 정보의 처리가 중요하
다. 예를 들어, 생산라인에서 로봇을 생산할 때 로봇의 고장 여부를 클라우드에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클라우드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의 관점이다. IoT device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업
로드할 때 보안이 잘되어야 한다. 낮은 보안성으로 데이터의 손실 또는 훼손은 분
석 정확도를 낮추므로 데이터의 보안성은 항상 높아야 한다.

T

<그림 3-3-10> Io

Edge Computing의 주요 3가지

관점

.

IoT Solution은 접근방식, 트렌드, 방법론 등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기존
IoT Solution은 특정 프로토콜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들을 연계하는 통신단 역할인
CMP(Connection

Management

Platform),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역할인

DMP(Device Management Platform), 디바이스 위에 앱 설계를 진행하는 역할인
APP(Application)로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존 IoT Solution이 가지고 있
는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IoT 디바이스마다 데이터의 연관성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의 연관성 및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DMP를 하나의 레이어
로 통합하고 그 위에 데이터 분석 레이어를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IoT 디바
이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CMP는 통신 수단이므로 통합할 수 없어 각각의 IoT 디바이스별로 다룬다.
IoT 접근 방식을 수평적인 플랫폼으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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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Software AG社는 가지고
있다.

<그림 3-3-11> Io

f

T 근
접

社

<그림 3-3-12> So tware AG

교

방식의 비

의 Io

.

T 플랫폼 개
의

발 목표.

Software AG社가 제공하는 IoT Platform의 아키텍처는 <그림 3-3-13>에 표현되
어 있다. Device Connectivity & Management는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고 데이터
추출하는 단계이다. Data & Analytics는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실제
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Integration & API는 고객 정보, 상
품

정보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단계이다.

Application Enablement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단계이다. Solution Accelerators는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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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So tware AG

T 플랫폼 키텍

의 Io

아

처.

Software AG社는 IoT 디바이스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인
것을 고려하여 시계열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해당 솔루션은 시간 단위로 들어
오는 정보에 민감한 에너지산업과 같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은 시간
단위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모델링하여 모니터링, 예측,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솔루션이다.
Software AG社에서 제공하는 Cumulocity IoT는 대표적으로 2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Robotic Paint station management이다. Robotic Paint station
management는 로봇 도장 공장 내의 다양한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기준으
로 개별 로봇 및 그룹 로봇들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장의 품질 및 효율적
인 공장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두 번째는 Wind Farm management이다. Wind
Farm management는 풍력 발전기에 설비된 수많은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Wind Farm management은 풍
력 발전기 터빈 및 전체 관리가 Edge 및 Cloud 환경을 통해 운영된다.

- 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