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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rea of severity (AOS) assessment is defined as a
set of the fault positions that can result in the voltage sag bigger
than certain level for sensitive buses simultaneously. Using the AOS
assessment, the location of devices for compensating voltage sag can
be determined as the site expected to less voltage sag at the
sensitive bus. The energy storage system based on the control
strategy emulating the traditional synchronous generator can
contribute the fault current with fast response. Therefor are of
venerability (AOV) can be reduced. The energy storage system
installed by the AOS assessment has function which can experience
relatively less voltage sag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role of
energy storage.

1. 서    론

순간전압강하는 민감 산업 수용가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전력
품질 문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1]. 대부분의 순간전압강하의 발생
원인은 전력계통에서의 사고전류 또는 큰 전동기의 기동전류 때문이다.
순간전압강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간전압강하 보상 기법
개발뿐만 아니라 대상 전력 계통의 순간전압강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순간전압강하 평가는 전력계통 내 관심 지역에서 연간 특정 수준 이
하의 순간전압강하를 얼마나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순
간전압강하를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지역(area of venerability; AOV)과
사고 확률 데이터가 필요하다[2]. AOV는 전력계통 내 특정 위치에서 특
정 수준 이하의 순간전압강하를 발생시키는 사고 위치 범위이다. 따라
서, AOV에 포함되는 모선과 선로들의 사고 확률 데이터로부터 해당 위
치에서의 특정 수준 이하의 순간전압강하 발생위치를 알 수 있다.
전력계통 내 단일 위치에서 순간전압강하를 경험할 수 있는 사고 위
치들의 범위를 나타내는 AOV는 다수의 관심 위치에 대한 AOS(area of
severity) 개념으로 확장된다[3]. AOS는 다수 관심 모선에서 동시에 특
정 수준 이하의 전압강하를 야기하는 사고 위치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AOS 평가 결과는 2개 이상의 관심 민감 부하에서 동시에 순간전압강하
를 얼마나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되므로, 더 높은 순간전압강
하 보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빠른 응답 특성의 배터리와 같은 전원장치를 가지
기 때문에 기존의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관성을 모방할 수 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발생된 전력에 대한 유효 및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압 품질 유지뿐만 아니
라 사고 및 과도적 높은 전류가 요구될 때 빠른 응답으로 전류를 주입
하여 계통의 순간전압강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원장치는 전력계통의 외란에서 단독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 만약 소규모 전력계통이라면, 계통의 외란에 의
한 전원장치의 운전 정지는 과도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
어 더 큰 전력계통의 외란이 발생될 수 있고, 계통 전체 정전으로 파급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관심 모선에서 순간전압강하를 더 적게 경험하
기 위해서, AOS 평가에 기반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위치를 결정하는 방
법을 소개한다. 특히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이 에너지 저장장치를 요구하
는 소규모 전력계통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위치는 더 높은 투자대비
효과를 가져줄 수 있다.

2. 본    론

  2.1 순간전압강하 평가
순간전압강하 평가에 의해 특정 관심 부하에서 연간 순간전압강하가
몇 회나 발생될 것인지가 예측 가능하다[1].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위해

서는 AOV와 경험에 기반한 사고 확률 데이터가 필요하다. AOV 계산
은 전통적인 전력계통 고장계산을 역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AOV는 민감부하가 특정 전압 이하의 순간전압강하를 경험 할 수
있는 사고영역에 포함되는 선로 및 버스를 제공한다.
AOV는 단일 관심 모선에 대한 사고영역을 포함한다. 여러 관심 모선
에 대한 AOV는 서로 중첩되는 새로운 AOS 영역을 만들어낸다[3]. 이
와 같은, AOS는 다수 관심 모선에서 동시에 특정 수준 이하의 전압강
하를 야기하는 사고 위치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n개의 관심 모선에

대해서 n개의 AOV를 이용하면, n 수준까지 
  



 개의 AOS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은 3개의 관심 모선 A, B, C에 대한 AOV(A), AOV(B),
AOV(C) 로부터 AOS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그림 1>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Area of severity

  2.2 전력전자 기반의 분산전원장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입력 에너지원에 따라 전원장
치가 구분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이 병렬로 운전되는 전원
장치도 있다. 이러한 전원장치들은 입력 에너지원에 따라 그 출력 특성
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생산된 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전력계
통으로 바로 공급될 수 없다. 따라서, 전압원형 인버터(voltage source
inverter; VSI)와 같은 전력전자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VSI의 제어 방
식은 에너지원의 출력 특성에 따라 grid-forming과 grid-following 제어
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VSI 기반의 전원장치는 입력 에너지 발
생원의 출력 특성보다, VSI 제어 특성에 따라 전원장의 특성이 결정된
다.
Grid-forming 제어 기반의 VSI는 출력 전압을 제어하여 전력계통으
로 기준 전압 및 주파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grid-forming 방식의 VSI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이 빠른 응답의 순간
높은 출력이 가능한 DC-link 전압을 요구한다. 이러한 grid-forming
VSI를 채용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는 순간전압강하와 같은 외란 에서도
한계 용량 이내에서 기준 전압 및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류를
공급한다. 보통, 기존의 동기 발전기와 같은 특성의 droop 제어 기법을
채택한다. Droop 제어 기반의 Grid-forming VSI는 식 (1), (2)와 같은
정상 상태 기준 주파수 및 전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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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 

는  번째 분산전원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설정

치이고,  ,  는  번째 분산전원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출

력이고, 는 정격 주파수이고, 는 유효전력과 주파수간의 droop 특

성의 기울기(static droop gain)이고, 는 정격 전압이고,  무효전력

과 전압간의 droop 특성 기울기이고, 는 계통의 공통 운전 주파수
이고,  는  번째 분산전원의 단자 전압이고,   이다.

Grid-following 제어 기반의 VSI는 계통 전압과 주파수에 상대적인
전압과 주파수를 출력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공급한다. 보통
d-q 비간섭 전류 제어기를 채택한다. 이러한 grid-following VSI는 계통
의 전압에서 순간전압강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강하된 전압에서 생
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전류 공급이 필요하지만 전력용 반도
체의 전류 용량 한계 문제로 전력 공급이 불가능 하다. 이때 과전류 및
주파수 추정 불가 문제로 인해 장비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운전 방지 검
출 기능이 요구된다. IEEE-1547 표준에서는 표 1과 같이 계통의 전압
이상에 따라 VSI의 계통 연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grid-following VSI는 순간전압강하에 민감한 장비로 구분되어야 한다.
보통, grid-following VSI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이 출력이 불안정한 에
너지원이 해당된다.

<표 1> 분산전원장치의 계통연계기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리드코드 요구조건에서는 grid-following VSI
가 계통의 외란에서도 운전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통에 연계되어, 사
고가 제거 되었을 때 계통이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드코드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가적
인 하드웨어 및 제어 알고리즘이 요구될 것이다.

   2.3 에너지 저장장치 위치 결정 방법
본 논문의 에너지 저장장치 위치 선정 방법은 AOS 평가에 기반을 둔
다. AOS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전력계통에서의 관심 모선들이
지정된다. 관심 모선은 간헐적인 출력특성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원 또는
손실비용이 비교적 큰 수용가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저장장
치 설치 위치 선정 방법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 후보지를 결정
한다. 각 후보지에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되었을 때, AOS 평가를 실시
한다. AOS의 각 수준 및 관심 모선 묶음들에 대한 주의 영역으로부터
순간전압강하 예측 횟수(expected sag frequency; ESF)를 계산한다. 가
장 낮은 ESF를 나타내는 ESS의 위치가 관심 모선들이 동시에 순간전
압강하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위치로 선정된다.

  2.4 사례연구 
IEEE-57 bus 시스템에서 본 논문에서 소개한 에너지 저장장치 위치

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 수행되었다. 각 관심 민감 모선은, 19, 31, 42번
모선이다. 테스트 시스템은 57개의 버스, 64개의 선로, 3기의 발전기, 4
기의 신재생에너지원, 14기의 변압기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역률
1로 유효전력만을 공급한다. 각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하는 유효전력은
20[MW]이고 PQ 모선으로 모델링된다. IEEE-57 bus 시스템의 나머지
자세한 파라미터는 [4]에서 제공된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추가되기 전
테스트 시스템에서 순간전압강하 평가는 표 2에서 첫 번째 결과와 같다.
시스템 전체 ESF는 30.161(event/year)로 나타났고, AOS2-3은
21.857(event/year)로 나타났다. 시스템 전체 ESF는 3개의 관심 모선 중
하나 이상 모선에서 지정된 전압 이하의 순간전압강하를 경험하는 횟수
이고, AOS2-3은2개의 관심 모선 이상에서 지정된 전압 이하의 순간전압
강하를 경험하는 횟수이다. 미리 결정된 에너지 저장장치의 후보지에 대
해서 AOS 평가가 수행되었다. 각 후보지에 대한 AOS 평가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러 후보지 중, 25번 모선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다. 시
스템 전체 ESF는 10.206(event/year)로 나타났고, AOS2와 AOS3는
0.186(event/year)로 나타났다. 2개의 관심 모선이상에서 순간전압강하를
경험하는 횟수가 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해서 20회 수준으로 예상된 ESF
가 1회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OS 평가에 기반한 순간전압평가 결과로부터 에너지
저장장치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AOS 평가에 의한 에
너지 저장장치는 기존의 에너지 저장장치 역할에 더하여 주요 관심 부
하들이 순간전압강하를 더 적게 경험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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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Range
(% of base voltage)

Clearing time in sec.

V < 50 0.16

50 < V < 88 2.0

110 < V < 120 1.0

V < 120 0.16

ESS Bus
AOS1-3 AOS2-3 AOS3 AOS2 AOS1

Total Subtotal A+B+C A+B A+C B+C A B C

None 30.161 21.857 21.333 0.216 0.000 0.307 1.704 3.617 2.983

16 11.824 2.042 1.476 0.226 0.000 0.341 1.715 3.583 3.023

25 10.206 0.186 0.094 0.000 0.059 0.033 1.921 2.262 3.317

26 11.490 0.938 0.823 0.013 0.030 0.073 1.904 2.950 3.367

29 11.592 1.542 1.289 0.089 0.000 0.164 1.818 3.490 3.214

36 10.928 0.487 0.390 0.019 0.021 0.057 1.948 2.842 3.202

38 11.488 0.853 0.673 0.050 0.017 0.114 1.885 3.242 3.379

44 11.871 1.147 0.932 0.076 0.004 0.135 1.871 3.494 3.354

49 11.871 1.293 0.973 0.135 0.000 0.186 1.841 3.578 3.301

55 11.736 1.925 1.423 0.224 0.000 0.278 1.723 3.563 3.051

57 10.633 0.482 0.275 0.193 0.000 0.014 1.807 3.683 2.914

<표 1> AOS 수준에 따른 순간전압강하 예측 횟수(ES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