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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echnological advance of power elcetronic devices using
semiconductor switches in last several decades , invoke the increase
of switching devices’ penetration in the system like STATCOM or
HVDC and also, increase the difficulty to adjust switching
characteristics in the virtual simulating configuration, which are not
capable of reflect the detailed phenomena. To investigate harmful
effect of switching devices into the grid, detailed modeling of power
electronic devices are necessary, and the first step for entire grid
modelling is simulate power system in time domain model. In this
paper, simple two bus system with synchronous generator and
infinite bus on the other side has been compromised in two
simulation environment, using PSS/E and Matlab/Simulink. Comparing
the result of two simulation result will give answers to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wo type of simulation environment.

1. 서    론

전력용 반도체 기술의 성장으로 지난 수십 년간, 스위칭 소자를 이용한
장비들이 계통에 투입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계통 내에서
STATCOM이나 HVDC와 같은 장비들의 비중을 증가시켰으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 또한 대부분이 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전자 설비를 이용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계통에서 이러한 설비들이 차지하는 비중
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계통 내에서 전력전자 설비의 증가는 계통 계
획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모델링 방법에 따라
해당 설비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성 자체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해당
설비의 모델링이 용이하고 정확한 특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확한 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순시치 기반의
Matlab/Simulink를 이용해 기존의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성한 모델
을 재구성 및 결과 치를 반영해 보았다.

2. 본    론

  2.1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PSS/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모선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전체 시
스템은 1개의 동기발전기와 무한모선, 부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Three Bus PSS/E 구성

전체 시뮬레이션 상의 전압은 100kV 이며 동기발전기 접속단에는 계
통 연계를 위한 5MW 의 병렬 부하가 접속 되어 있다. 또한, 계통과 동
기 발전기의 직접적인 연결은 순시치 모델 시뮬레이션에서는 구현이 불
가능한데 이는 동기발전기의 특성상 송전선로의 주 구성요소인 리액턴
스 성분과 직렬로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과 같은 AC 선로의 운영은 발전기의 P 생산량, 부하의 P, Q 소비
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격 전압 운전 범위가 정해지면, 이론적인 조류
계산을 통해 나머지 변수들의 P, Q 값이 결정되게 되며 조류계산에서
나타나는 손실과 동기운전을 위해 필요한 부족한 P, Q 값들은 무한모선
이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순시치 기반의 시뮬레이션인
경우 동기 발전기의 출력 상태에 따라 계통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그림 2> Three Bus MATLAB/SIMULINK 구성

동기발전기의 특성상 계통과 연계를 위해서는 Startup 과정을 통해 계
통 주파수와 발전기 회전자 전기장을 동기화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순시치 시뮬레이션에서 계통 구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데, 투입 순간의 계통 위상각, 삼상 전류, 전압치를 동기화된 초기치로
입력해야 한다.
동기 발전기의 P,Q 출력은 발전기 용량과 Governer, Exciter 의 동특성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PSS/E의 경우 dynamic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정
값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PSS/E 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모델들은 정해진 동특성 모델들을 이용해 이득, 제한치, 시지연 값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MATLAB/SIMULINK 에서는
자유롭게 제어 로직을 변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 동작만
다루었다.

  2.2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 프로그램인 PSS/E를 이용한 결과는 <그림 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상상태 동작의 경우 PSS/E 는 별도의 수치 변환 없이도 입
력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가 직관적이다. 1번 모선에 접속된 부하의 경
우 발전단의 안정적인 계통 접속을 위한 고 저항 모선으로 PSS/E 에서
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MATLAB/SIMULINK 의 시뮬레이션 환
경을 반영한 것이다. 3번 모선의 부하가 소비하는 유효전력은 무한모선
과 동기발전기가 공급하고 있으며, 무효전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까운
모선에 위치한 무한모선이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PSS/E 계통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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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동기발전기의 초기
치를 원하는 P,Q 출력을 위한 값으로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동기
발전기의 출력은 계통의 위상각과 전압 말고도 Governer 와 Exciter 의
값에도 영향을 받지만 정상상태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상수 값이 입
력되어도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SS/E 의 모델
라이브러리에 있는 TGOV1 Governer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Exciter 의
경우 상수값으로 입력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Governer 의 전달함수값을 Discrete 한 영역의 전달함수로 변환하여 적
용하였는데 이는 향후 스윗칭 소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전체 시뮬레이
션 환경이 Descret domain에서 구성되어야 함을 고려한 결과이다.
MATLAB/SIMULINK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PSS/E 와 같은 계통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기발전기 출력과 전체 계통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진동은 Governer 의 동특성에 의한 결과로 진폭의 크기는 통상
0.001p.u. 이내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

 <표 1> 동기발전기 MATLAB/SIMULINK 초기치 

<그림 4> PSS/E Model Library TGOV1 구성도

<그림 5> MATLA/SIMULINK TGOV1 구성도

<그림 6> MATLA/SIMULINK 동기발전기 회전자 속도, Pe 출력

<그림 7> MATLA/SIMULINK 동기발전기 P,Q 출력

3. 결    론

늘어나는 전력전자 설비를 계통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비
의 자세한 모델링이 가능한 순시치 기반의 시뮬레이션 이 적합하다. 통
상적인 계통 분석이 PSS/E 등의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특성 또한 PSS/E 의 dynamic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순시치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을 고려해야 하며,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상정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필
요하게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의 시뮬레이션만 고려하였
지만 dynamic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PSS/E 라이브러리 모델과 MATLAB/SIMULINK 간의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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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ase B phase C phase

Iabc(p.u.) 0.529 0.529 0.529

Angle(theta) -19.15 -139.15 100.8

Inertia(H) 20

Damping 

factor(D)
0.1

Pole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