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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study the generator capability curve
about the relay coordination on the basis of generator protection and
control developed by NERC.

1. 서    론

국내 전력수요는 약 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전기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
고 있기에, 전력계통이 예기치 못한 고장발생에 크게 영향 받을 가능성
이 높다. 발전기 및 송전망 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의 취약성
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전력망 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계통 보호 및 제
어에 관한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신뢰도 측면에서
현 전력계통 적합성을 고려한 발전기 및 송전망 보호시스템의 설치, 보
호협조, 오동작 분석 및 조치사항,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내 전력계통 보호 및 제어에 관련된 기준은 ‘전력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시장 운영규칙’, ‘계통보호 업
무 편람’ 및 ‘계통보호 업무처리 지침’ 등에 분산되어 정의되어 있어 이
의 통합·정리가 필요하다[1].
전력계통의 안정도는 계통이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정하게 운전
을 계속할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통에 전
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 전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발전기는 계통의 안정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압과 주파수 등을
조정한다. 발전기 제어 및 부하공급능력을 포함한 발전기 보호 협조의
필요성은 발전기 보호 엔지니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2,3,7].
최근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는 발전기
보호 및 제어의 협조를 위한 기준을 개발하였다. 전력계통 보호 및 제어
에 관한 기준개발을 위해, 미국 NERC 및 지역 신뢰도기구의 발전기 보
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발전기 보
호시스템의 설치, 보호협조, 오동작 분석 및 조치사항, 시험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서 국외 신뢰도 기준 NERC에는 PRC-003-1, PRC-004-2a,
PRC-004-WECC-1, PRC-005-1b, PRC-005-2, PRC-019-1 등이 있다
[4]. NERC PRC-019-1(Coordination of Generating Unit or Plant
Capabilites, Voltage Regulating Controls, and Protection)에는, 발전기
또는 발전소의 용량, 전압 조정제어 및 보호의 협조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고 특히, 발전기 공급능력곡선(Generator Capability Curve)과 발전기
보호 협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1,5,6].
근래, 국내 계통의 무효전력 공급능력에 관한 연구, 국내 계통의 발전
기 무효전력 공급능력 산정에 관한 연구, 국내 및 PJM 발전설비 보호계
전기준 비교연구, 발전기 동기탈조 및 계자상실 보호계전기의 정정과 협
조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3,8,9].
본 논문에서는 NERC의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서 규정된 발전기의
공급능력곡선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전기 보호 및 제어의 협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본    론

  2.1 발전기 공급능력곡선
그림 1은 발전기 공급능력곡선이다. 발전기를 구성하는 구조물에는 정
해진 온도 상승한도가 있어서 운전 범위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범위는
고정자 권선 제한(Stator Winding Limited), 회전자 권선 제한(Rotor
Winding Limited), 고정자 끝단 철손제한(Stator End Iron Limited) 등
세 가지의 다른 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 조건에 따른 발전기의 열
적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자 권선 제한은 발전기 권선의 전류 운반
능력에 대하여 관련되어지고 회전자 권선제한은 회전자의 전류 운반 능
력에 대하여 관련되어진다. 또 고정자 끝단 철손 제한은 여자의 상당 부
분이 발전기 계통으로부터 공급되고 계자 전류의 감소를 야기 시키며
단기간 조건에 대하여 관련되어 진다. 각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를 x축

에 유효전력, y축에는 무효전력을 표시하고 이것을 발전기 공급능력곡
선이라 한다. 그림 1에서, ① 곡선은 Armature Heating에 의한 Limited
를 나타내며, ② 곡선은 Field Heating에 의한 Limited를 나타내고, ③
곡선은 Armature Core End Heating에 의한 Limited를 나타낸다. 발전
기를 구성하는 도체, 절연체 등의 요소는 정해진 온도상승한도 내에서
운전이 제한되는데 냉각방식이나 매체에 따라 온도 상승이 달라지고 운
전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발전기 공급능력곡선은 온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발전기의 냉각 방식이나 계절, 수소냉각기의 경우에는
수소압력에 따라 냉각능력이 변하므로 공급능력곡선도 변하게 된다.

<그림 1> 발전기 공급능력곡선

  2.1.1 NERC에서 규정된 발전기 공급능력곡선

<그림 2> P-Q 다이어그램의 발전기 공급능력곡선

그림 2는 P-Q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된 발전기 공급능력곡선으로 여러
가지 보호 협조에 관하여 나타내고 있다. P-Q 다이어그램에는 과여자
제한기(Over Excitation Limiter), 저여자 제한기(Under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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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r), 계자상실(Loss of Field), 정태안정도 한계(Steady State
Stability Limit)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것을 R-X 다이어그램으로 변
환하게 되면 그림 3과 같이 된다.

<그림 3> R-X 다이어그램의 발전기 공급능력곡선

  2.1.2 P-Q 곡선의 R-X 곡선 변환
그림 1에의 발전기 공급능력곡선은 통상 P-Q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낸
다. 이러한 공급능력곡선에 대한 정보는 모든 발전기 제조사로부터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자상실 계전기(40)와 계통 후비 보호인 거리계전
기(21)와 같은 발전기 보호기능은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이런 계전기의
특성은 통상 R-X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4는 P-Q 곡선을 R-X 곡선으로 변환과정을 나타낸다. CT 및
VT 비율(Rc/Rv)은 1차측 저항값을 2차측 저항값으로 변화하여 계전기
를 설정하며 kV는 발전기의 정격전압이다.



 



 ∠ (1)



 



 ∠ (2)

  2.2 발전기 보호 및 제어간의 협조
발전기 보호에 관련하여 보호방식에는 고정자 권선의 단락 및 지락보
호, 후비보호, 과여자보호, 저여자보호, 계자상실보호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식이 있다. 이런 보호방식 및 제어간의 협조 중 저여자 보호의 협조
및 계자상실 보호에 관하여 논하였다.

  2.2.1 저여자 제한기 AVR 협조
계통 전압이 상승 또는 정상적인 운전 범위를 벗어날 때 까지 여자
시스템은 거의 그 공급능력의 극단에서 동작하지 않는다. 전압 과도 상
태 동안에 여자 제어는 정격 정태제한값(rated steady state limits)을 초
과하는 발전기와 여자시스템의 단기 동작을 허용한다. 여자 시스템 제어
및 보호 계전기는 픽업 크기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시간지연을 고려하
여 조정해야 한다. 저여자 제한기의 설정은 발전기 공급능력곡선을 고려
하고, 계자상실 계전기, 저여자 제한기 자체 동작이하에서의 특성을 더
하여 설정하게 된다. 이런 특성은 각 발전기에 따라 달라진다. AVR은
기존 운전 조건을 계산하도록, 발전기 단자 전압과 상전류를 사용한다.

  2.2.2 계자상실보호 협조
동기발전기의 계자상실은 발전기와 전력계통에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계자상실상태는 빠르게 감지되고 발전기 손상을
필하기 위해 계통으로부터 분리 시켜야 한다. 빠르게 감지되지 못한 계
자상실상태는 무효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무효전력을 흡수하여
전력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발전기 계자상실이 일어날 때
발전기는 유도발전기로 동작하게 되어, 슬립에 회전자 철손의 와류전류
를 야기할 경우, 회전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주요 발
전기의 발전기 계자상실 상태를 검출하는데 넓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발

전기 단자에서 임피던스 변화를 감지하는 거리계전기를 사용한다. 계자
상실 보호는 정상적인 저여자 운전영역과 동기탈조 영역을 침범하지 않
도록 일정부분의 부동작대(Offset)를 두어 협조한다.

(a)

(b)
<그림 4> P-Q 곡선에서 R-X 곡선으로 변환과정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ERC PRC-019-1항목인 발전기 또는 발전소의 용량,
전압 조정제어 및 보호의 협조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발전기의 공급
능력곡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P-Q 곡선을 R-X 곡선으로 변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끝으로 발전기 보호 및 제어간의 협조
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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