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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장기 압 안정도 분석을 한 로그램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장기 압 불안정 상은 력 계통에 투입되어 있는 무
효 력과 련된 제어기 에서 그 동작특성이 수 분에서 수십 분에 이
르는 제어기에 의해 발생한다. 기존에 장기 압 안정도 분석에는 상용 
툴의 Full-time Domain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하지만 기존의 
Full-time Domain 알고리즘에 의해 장기 압 안정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연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시 분에 의한 수치 에러
로 인하여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장기 압안정도 분
석을 하기 해 동  시모의 알고리즘(Quasi-Steady-State 
Algorithm)을 도입하 다. 동  시모의 알고리즘을 용한 로그램을 
보이고, 이에 따fms 모의를 한구 력계통에 용하 다.

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발생한 많은 역정 은 인 , 물 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역정 의 상당수가 압 불안정에 의해 계통 체의 
압 붕괴로 이어져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무효 력에 계된 설

비들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과여자- 여자 limiter(OXL, UXL) 
 ULTC(Under Load Tap Changer) 등과 같은 수분에서 수십분

(Long-term)의 응동 특성을 갖는 력설비에 의해 결정된다.[1] 그러나 
지 까지 개발되어온 알고리듬은 수 (transient)의 응동 특성을 갖는 
력 설비만을 고려한 과도안정도평가를 해 개발되었다. 한 수십분
(Long-term)에 해당하는 역까지 시뮬 이션 하기 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며, 수치 인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한 신뢰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개발된 동  시모의 알고리즘(Quasi-Steady-State Algorithm, QSS). 
QSS을 용하 다. 알고리즘은 수  이내의 아주 짧은 순간의 변화는 
안정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상
당한 시간  이득을 볼 수 있다. 단기 동특성을 보이는 제어기의 미분 
방정식을 수 으로 처리하고, 장기 압 안정도와 련되어 있는 제어
기의 분석에 을 맞추게 된다.[2] 용된 알고리즘은 실제 계통인 한
국 력계통에 용하여 모의하 다.

2. 본    론

  2.1 준동적 시모의 알고리즘의 개념

  형 으로, 다양한 시간에 따른 압 안정도를 분석하기 하여, 일
반 인 력계통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 된다.

  

   


  




 
  

  식(1)은 동기기, 여자시스템, 조속기 등과 같이 계통 내에서 빠른 응동 
특서을 가지는 제어기의 식이다. 식(2)는 력 계통을 구성하는 방정식
으로 모선의 개수가 N개일 경우 2N개의 수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식
(3)은 병렬 무효 력 보상설비(shunt capacitor)와 같은 불연속 특성을 
가지는 제어기의 동작과 련된 식이다. 식(4)는 연속 인 제어 특성을 
가지는 장치의 식이다. 여기서 x는 transient state variables, y는 

algebraic variables이다. 는 텝 조 기기와 같은 불연속 동작, 는 
부하 회복 동특성과 같이 연속 동작의 변수이다. 
  기존의 Full-time Domain Simulation의 경우 와 같은 미분방정식을 
수치 분을 이용하여 해를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기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장기 동특성 모의를 하는데 있어 많은 시
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치 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입된 동  시모의 알고리즘은 수  이내의 짧은 순간의 변화는 안정
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통 내에서 빠른 응동 특성을 가지는 제어
기의 식을 간략화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3]

 →   

 식(5)를 0으로 놓는데, 이 의미는 단기 압 안정도는 안정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장기간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단기간에서는 당연히 안
정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단기 동특성을 가지는 제어기의 미분
방정식을 수 으로 처리하고, OXL(Over eXcitation Limiter)이나 
ULTC(Under Load Tap Changer)와 같은 장기 동특성을 가지는 제어기
의 동특성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동 시모의 알고리즘은 많
은 미분방정식의 갯수를 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연산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정한 수 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2.2 ULTC에 의한 부하회복 모델링

  력 계통에 사고 발생시, 부하양이 감소하지만, 부하특성에 의해 스
스로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조류계산상에서는 사고 발생시, 부하가 시
간과 무 하게 일정한 평형 에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하
의 동  회복 특성이 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기 압 안정도 분석  
시에는 이러한 부하회복 특성을 부여해야 한다. 
  력계통 내에서 부하회복 특성을 부여하고, 그 시간특성이 긴 제어기 
에서 ULTC(Under Load Tap Chager)에 해서 모델링하 다.
  ULTC는 양 단에 걸리는 압을 모니터링 하여 dead band에 벗어날 
경우, 탭비를 조 하여 일정한 수 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부하의 
크기에 따라 기계 으로 탭을 조 하기 때문에 다른 제어기에 비해 느
린 동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ULTC에 의한 부하 회복 특성이 장기 
압 안정도 분석에 있어서 요한 사항이다. 이번 모의에 사용하는 한국 
계통의 기존 워 로워 데이터는 154kV에 변압기를 통해 부하가 연결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압기에 2차측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동작을 수행하는 ULTC를 모델링하여 장기 부하 
회복 특성을 부여하 다.

  

<그림 1> ULTC 모델링

  그림(1)과 같이 ULTC의 탭 비율이 제어된다. 이차단의 압을 데드
밴드 ‘d'로 유지시키기 하여, 탭비 'r'을 조 한다. 이차단의 압을 

찰하여 버스 압이 (
)와 

)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ULTC가 동작한다. 탭비가 변환될 때, 그 동특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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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은 ULTC 이차단 압의 reference 압이고, T는 ULTC

의 동작 시정수이다.[4]

  2.3 사례 연구

  본 노문에서는 장기 압안정도 분석을 하여 동  시모의 알고리
즘을 용하 다. 이를 실제의 한  계통에 용하여 모의하 다. 모의
된 결과는 캐나다 Powertech. 의 TSAT과 비교하 다. 용된 데이터는 
2007년 8월 EMS 조류 계산 데이터를 이용하 다. EMS 데이터는 
154kV와 하단 부하에 변압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변압기를 
ULTC에 의한 부하회복 모델을 다이나믹 데이터로 구성하 다. 

<그림 2> 수도권 남동부 지역 154kV 계통도

  그림(2)에 나타나 있는 수도권 남동부 지역은 345kV 변 소 사이에 
154kV 송 선로를 통해 연계되어 있는 몇 군데  한 곳이다. 사고 시
나리오는 15 에 bus#4650(신수원)-#4750(신용인)와 #4650(신수
원)-#4751(신용인)의 345kV 송 선 2회선을 제거시키고 총 300 를 
찰하 다. 찰 모선은 22.4kV 병  부하모선이다. 병  부하는 신수원
 연결되어 있는 154kV #4735 병  모선이 재 ULTC를 통해 22.4kV 

4개의 부하모선과 연결되어 있다. 사고 발생 후 ULTC의 이차단인 
22.4kV #65620(병 ) 부하를 찰하 다. 

<그림 3> ULTC투입 전 모선 65620(병점)의 전압

  그림(3)은 ULTC가 투입되지 않은 계통의 모의 결과이다. 기에는 
같은 값으로 진행되다가 15 에 사고가 발생한 뒤에, QSS는 압이 
0.98p.u로 떨어지고 TSAT결과는 0.975p.u로 떨어지게 되어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ULTC투입 후 모선 65620(병점)의 전압

  그림(4)는 ULTC를 투입했을 때의 결과이다. ULTC를 응동시키기 
하여 데드밴드를 (1.0+0.01 ~ 1.0-0.01)로 설정하 다. 15 에 사고가 발
생하여 두 결과 모두 압이 0.99 으로 떨어졌다. 2차단의 압이 데드
밴드내에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ULTC가 응동하게 된다. QSS결과의 
경우, ULTC가 두 번 응동한 뒤에, 략 57  지 에서 압 벨이 데
드배느 안으로 들어와서 동작이 멈추게 된다. TSAT 결과의 경우, 

ULTC가 응동함에 따라 압이 올라가는 수 은 QSS 결과와 유사하
다. 두 결과의 수치 으로 략 0.05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QSS의 경우 300  시뮬 이션에 
하여 그 연산시간이 TSAT에 비하여 매우 빠르다. 매우 빠른 연산시

간과 한 정확성을 얻을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은 실계통인 한 계통의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 압 안정도 
시모의를 용하 다. 실제의 장기 동특성에 의한 부하회복 특성을 계통
에 부여하기 하여 장기 동특성을 가진 제어기를 모델링하 다. 다른 
여러 가지 제어기 에서 ULTC에 을 두어 해석하기 하여 ENS
에 구축되어 있는 배 용 변압기 부하 단 로 ULTC를 사용함으로써 
운 되고 있는 실제의 계통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었다. 기존에 장기 
압 안정도 해석에서, Full-time Domain 알고리즘이 가지는 수치 인 에
러와 긴 연산시간을 해결하기 하여 동  시모의 알고리즘을 용하
다. 동  시모의 알고리즘을 용하여 기존의 상용툴과 비교하여 

정한 수 의 정확성과 빠른 시간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추후의 연구로, ULTC이외에 장기 동특성을 가지는 제어기의 특성을 
악하여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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