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변동성 신재생 전원 중 풍력 발전
원에 대한 유, 무효 출력 제어의 기술적 방법과 해외 전력계통
운영기관의 변동성 신재생 출력 제어 방안을 분석한다. 해외 각
국의 신재생 발전원 침투에 따른 출력 제한 비율 변화추세에 대
해 소개하고 일부 국가의 출력 제한 해소 사례를 소개하며, 해
외 출력 제한 보고서를 통해 선진 계통 운영회사가 출력 제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서    론

새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에 따라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변동성 신재생 전원의 유효, 무효 전력 출력제어의 필요성
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계통에서
신재생 발전 비중은 매우 작아 풍력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력의 출력제한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
의 없기 때문에 풍력이 이미 많은 발전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
외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5개 국가 및 미국과 중국으로 이루어진 두
그룹의 재생발전원의 연도별 출력제한 비율 변화 추세를 살펴보
고 국제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에서 작성한 ‘Wind and Solar Energy
Curtailment’ 보고서를 통해 미국 계통 운영회사들이 출력 제한
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하는지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출력 제한 주요 원인

상대적으로 신재생 발전 설비보다 연계송전선로의 건설 속도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력발전기 출력을 보내려
해도 송전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연계송전선로 용량 이하로
출력 단지 출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경제성 확보
를 위해 풍력단지보다 적은 용량의 연계송전설비를 구축하여 출
력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림 1> 송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한

<그림 2> 발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력 제한

상대적으로 심야시간에는 주간보다 전력수요가 적지만, 풍력은
심야시간에 이용률이 증가하여 전력계통 전체 발전량이 계통 수
요보다 높아지는 공급과잉(Over Supply) 현상이 발생 한다. 원
자력, 석탄 발전은 재 기동에 긴 시간과 고비용이 소요되어 기
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므로 공급과잉 해
소를 위해서는 기저 발전기 정지보다 풍력 발전의 출력 제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2.2 해외 신재생 발전 침투 비율에 따른 출력제한 통계 현황

표 1 은 VRE Curtailment가 최소화된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
인, 아일랜드 및 독일 국가들의 통계를 보여준다. 이 그룹의 국
가들은 높은 VRE 침투 비율에도 불구하고 Curtailment비율이
4%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3을 통해 VRE 침투 비율이
증가함에도 VRE Curtailment Ration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룹의 국가들은 세계에서 VRE 침투 비율이 가장 높은 상
위 5개국 임에도 각 국의 TSO가 지난 10년 동안 입법 및 규제
체계와 함께 대량의 VRE를 수용하기 위해 계통을 적절히 계획
하고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유럽 국가의 VRE 출력 제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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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 국가 VRE Curtailment-Penetration

유럽 국가에 비해 북미 및 중국의 VRE 출력 제한 비율이 유
럽보다 상당히 높다. 북미의 ERCOT과 중국은 각 2009년과
2012년의 출력 제한 비율이 17%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
였지만 이후 출력 제한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ERCOT은 CREZ(Competitive Renewable Energy Zone)계획
수립을 통한 송전선로의 추가 확보를 통해 송전 제약에 의한 출
력 제한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중국 또한 내륙과 인구 밀도가
높은 해안지역 사이의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출력 제한
을 크게 감소시켰다.

  2.3 미국의 TSO 별 Wind and Solar Energy 
Curtailment 기술 현황

  2.2.1 출력 제한 시행 방법

출력 제한의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첫번째로는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Automated Signaling 방
식과 전화 또는 설정치 지시를 통한 수동 출력 제한 방식인
Manual Signaling이 있다. 일부 계통 운영 회사는 출력 제한 지
시 전달의 확인이나 일부 풍력 설비에 대한 설정치 지시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도 한다.

  2.2.2 출력 제한 보상

출력 제한에 대한 보상은 출력 제한 유형, 보상금액, 특정 신재
생 발전 기술 및 관할 구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는 시장 가치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며 다른 유형의 지원에 의한
수익은 포함하지 않게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출력 제한이 발생하는 특정 유형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기에나 독일은 송전 제약에 따른 제한은 보상
하지만, 계통 안정도 변화에 따른 보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스페
인은 실시간으로 제어되는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기술적
제약에 인한 제한은 보상하지 않는다.

  2.2.3 출력 제한 완화 전략

계통 운영자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출력 제한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원의 가변성 및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이에 따라
출력 제한을 감소시킨다. 표 2 에서는 각 계통운영회사 별 출력
제한 완화를 위한 전략을 보여준다.

  <표 2> 미국 계통 운영회사 별 출력 제한 완화 전략

3. 결    론

현재는 신재생 발전원의 비중이 높지 않아 우리나라 계통 운영
회사인 한전에서는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고 있으나, 3020목
표 달성을 위해 급격한 신재생 발전원이 투입된다면 계통의 안
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재
생 발전원에 대한 운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선로 및 설비 확장을 통해 신재생 발전원의 수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ERCOT나 중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선로용량 확보만으로도 상당한
Curtailment비율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적절한 비용분담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
발전원 운전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원의 운전 특성
을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및 운전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계통연계 규정(Grid Code) 정비 및 시험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계통 상황에 따라 신재생 전원의 능동적인 대
응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스페인과 같이 일정 규모(ex.
10MW) 이상 설비를 계통 운영자 관리 안에 두어 해당 설비의
출력을 계통 운영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련 연구 개발
촉진 및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 신재생 발전원 비중이 증가할수
록 계속해서 달라지는 계통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
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운전 전략에 반영하여 높은 신재
생 발전원 투입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계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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