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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PSS/E(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ing)를 이용하여 계통 내의 발 기 탈락을 모의하고, 모의 결과
로 얻은 주 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한국 체 계통의 시스템 성상수
를 계산하고 특징을 분석하 다. 진동성분이 포함된 시간에 한 주 수 
형에서 진동성분에 한 향을 억제하여 성상수를 추정하기 해 

주 수 형을 다항식의 형태로 근사화 하 다. 체 력계통은 총 11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 다. 각 구분된 지역에서의 시스템 성상수를 추
정하 다. 

1. 서    론

  주요 발 기 탈락 는 Tie line 탈락 등으로 인하여 계통의 력 공
량이 부족해지면 력계통의 주 수는 비정상 주 수로 감소한다. 감
소 정도가 크면 주 수에 한 보호 시스템이 발 소에서 활성화 될 
것이고 결과 인 발 소의 단은 연결된 계통을 분리시키거나 계통의 
정 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발  감소에 따른 계통의 주 수 응답 특
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1].
  이때 성에 한 성질은 주로 외란이 발생했을 때 운 되고 있는 발
기의 종류와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외란 발생 후 처음 몇  동안의 
주 수는 오로지 성 응답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2]. 따라서 
각 지역의 성상수를 추정하여 그 비교를 통해 외란의 종류를 별하
고 외란의 치를 추 하는 응용이 가능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PSS/E로 구성된 한국 력계통을 11개의 지역으로 구
분하여 각 지역의 성상수를 추정하 다. PSS/E 시뮬 이션으로부터 
얻은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Matlab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성상수를 
추정하 으며, 그 과정에서 발 기간의 동기화로 인해 주 수 형에 포
함되는 진동성분의 향을 억제하기 하여 다항식의 형태로 근사화 하
다. 

  2. 전력계통 관성상수 추정[1]

  발  는 부하의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력계통의 주 수 변동 특
성은 다음 식 (1)과 같이 근사화 된다[3]. 



∆ 
∆ ∆                 (1)

  ∆  : 주 수의 변화
  ∆  : 부하기반 시스템에서의 발  손실량의 p.u.값
   : 시스템의 성상수
    : 정격 시스템 주 수[Hz]

    : 시스템의 력/주 수 특성

  손실량(∆)을 알고 있다면, 발 기 탈락 시 에서(=0) 주 수의 변
화는 0(∆  )이므로, 발 기 탈락 시 에서의 주 수 변화율
(∆ )을 계산하면 다음 식 (2)를 이용하여 성상수()을 추

정 할 수 있다.





∆  
  

∆
                    (2)

  일반 으로 주 수는 발 기간의 동기화로 인해 진동성분을 포함하므
로 주 수 변화율을 계산하기 해서는 이 진동성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 으로 진동요소의 주기보다 충분히 더 긴 주기(외란 발
생 시 부터 14 )동안 주 수를 찰하여 시간에 한 다항식의 형태

로 근사화 하 다. 
  진동성분이 클 경우 5차 다항식의 형태가 근사화에 가장 하며, 근
사화한 다항식은 다음 식 (3)의 형태로 표 된다.

∆                  (3)
  이 때 는 외란 발생 시각에서 부터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Least Squares method[4]를 통하여 ∼의 계수를 추정하기 하

여, 식 (3)의 방정식을 식 (4)의 행렬형태로 나타내었고, 식 (4)는 식 (5)
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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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식 (6)과 같은 방법으로 미지수 를 구하여 ∼의 계수를 구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모의된 주 수의 변동과 의 과정으로 근사
화하여 구한 주 수 변동 그래 이다.

<그림 1> 시뮬레이션 결과와 근사화된 그래프의 비교

  이때 식 (2)의 분모항

∆  
  

은 계수 과 같으므로 력계

통 성상수는 다음 식 (7)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7)

3 모의 및 결과

  3.1 모의된 한국 전력계통 모델

  실계통 기반의 PSS/E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력계통을 모델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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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발전기의 종류 및 지역 발전기 탈락 용량[MW]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평균

(a) 서인천 C/C, ③ 인천 600 19.2 19.3 19.0 19.3 19.2 19.3 19.2 19.2 19.3 19.4 19.4 19.3

(b) 서인천 C/C, ③ 인천 1200 19.6 19.6 19.4 19.6 19.6 19.6 19.5 19.5 19.7 19.8 19.7 19.6

(c) 서인천 C/C, ③ 인천 1800 20.6 20.6 20.4 20.6 20.5 20.6 20.5 20.5 20.7 20.8 20.8 20.6

(d) 보령 T/P, ⑥ 대전 485 15.9 15.9 16.07 15.9 15.8 15.8 15.6 15.5 15.7 15.7 15.7 15.8

(e) 보령 T/P, ⑥ 대전 970 16.6 16.2 17.0 16.2 16.1 16.1 15.9 15.9 15.9 16.0 16.0 16.2

(f) 보령 T/P, ⑥ 대전 1460 15.8 15.9 15.3 15.8 15.9 15.8 15.7 15.7 15.9 15.9 15.8 15.8

(g) 보령 T/P, ⑥ 대전 1950 16.2 16.2 16.0 16.2 16.1 16.1 15.9 15.9 16.1 16.1 16.0 16.1

(h) 보령 T/P, ⑥ 대전 2440 16.5 16.5 16.2 16.5 16.5 16.5 16.4 16.3 16.5 16.6 16.5 16.5

(i) 보령 T/P, ⑥ 대전 2930 17.4 17.4 17.8 17.4 17.6 17.3 17.1 17.1 17.3 17.3 17.3 17.4

(j) 보령 T/P, ⑥ 대전 3474 18.5 18.4 18.5 18.4 18.4 18.3 18.1 18.1 18.3 18.3 18.2 18.3

(k) 하동 T/P, ⑪ 창원 497 15.5 15.4 15.5 15.5 15.3 15.4 15.0 14.9 15.1 15.0 14.9 15.2

(l) 하동 T/P, ⑪ 창원 994 15.6 15.6 15.0 15.6 15.5 15.6 15.3 15.1 15.3 15.2 15.1 15.4

(m) 하동 T/P, ⑪ 창원 1491 15.9 15.9 15.5 16.0 15.8 15.8 15.5 15.3 15.5 15.4 15.4 15.6

(n) 하동 T/P, ⑪ 창원 1988 16.5 16.4 16.9 16.5 16.3 16.3 16.0 15.8 16.0 15.9 15.9 16.2

(o) 하동 T/P, ⑪ 창원 2485 16.9 16.9 16.5 16.9 16.8 16.8 16.4 16.3 16.5 16.4 16.3 16.6

(p) 하동 T/P, ⑪ 창원 2982 17.5 17.6 17.5 17.5 17.5 17.5 17.1 17.0 17.2 17.1 17.1 17.3

(q) 울산 G/T, ⑩ 부산 600 18.8 18.8 18.9 18.8 18.6 18.7 18.3 18.1 18.0 17.8 17.9 18.4

(r) 울산 G/T, ⑩ 부산 1200 19.2 19.4 18.5 19.4 19.2 19.4 18.9 18.6 18.6 18.3 18.4 18.9

(s) 울산 G/T, ⑩ 부산 1800 20.6 20.5 20.7 20.6 20.2 20.4 19.7 19.4 19.4 19.1 19.2 20.0

(t) 울진 N/P, ⑨ 대구 987 15.4 15.5 14.9 15.5 15.3 15.5 15.3 15.2 15.3 15.3 15.3 15.3

(u) 울진 N/P, ⑨ 대구 1906 16.0 16.0 15.8 16.0 15.8 15.9 15.7 15.7 15.8 15.8 15.7 15.8

(v) 울진 N/P, ⑨ 대구 3019 17.0 17.0 17.3 17.0 16.9 17.0 16.8 16.7 16.8 16.9 16.9 16.9

(w) 울진 N/P, ⑨ 대구 4064 18.2 18.2 17.8 18.2 18.2 18.2 18.1 18.1 18.3 18.3 18.3 18.2

(x) 울진 N/P, ⑨ 대구 5109 18.7 18.6 19.0 18.6 18.6 18.5 18.4 18.4 18.6 18.6 18.5 18.6 최대값

(y) 울진 N/P, ⑨ 대구 6154 20.2 20.2 19.6 20.2 20.2 20.2 19.9 19.9 20.2 20.3 20.1 20.1 최소값

<표 1> 한국 전력계통에서의 시스템 관성상수 추정 결과

다. 계통은 1220개의 모선과 248개의 발 기, 1906개의 선로로 구성되
어있고, 총 부하량은 63680MW이며, 총 발 량은 64700MW이다. 
  모델링된 한국 력계통에서는 Tie line과 Economic dispatch 제어는 
이 시스템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채, Automatic Generation 
Control(AGC)의 1차 제어로 고려되는 조속기만으로 각 발 기에 한 
주 수 제어가 이루어진다. 
  성상수 추정을 하여 한국 력계통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11개의 
지역으로 구분하 다. 

<그림 2> 한국 전력계통 모델

  3.2 시뮬레이션

  서인천 C/C(③지역), 보령 T/P(⑥지역), 하동 T/P(⑪지역), 울산 G/T
(⑩지역), 울진 N/P(⑨지역)의 지역에서 다양한 용량의 발 기 탈락을 
발생시켜 11개의 각 지역의 표 인 345kV 모선에서 주 수 변동을 
찰하 다. 본 논문에서는 Matlab을 사용하여 찰된 주 수 변동에 
한 시스템 성상수를 추정하 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성상수의 추정 결과를 다음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의 ∼
은 각각 ①∼⑪  지역에서의 성상수를 나타낸다. 추정된 성상수를 
보면 발 기 탈락 치와 발  탈락량에 따라 성상수는 변동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3과 같이 발  탈락량이 클수록 성
상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상 으로 발 기의 수가 은 
⑦∼⑧  지역의 성상수가 상 으로 발 기의 수가 많은 다른 지역
의 성상수 보다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발전 탈락량 증가에 따른 관성상수(case (k)~case (p))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S/E를 사용하여 한국 력계통을 모델링하여 11개
의 지역으로 구분한 후 다양한 지역에서 발 기를 탈락시켜 각 지역의 
주 수 변동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상수를 추정하 다. 추정 결과 발
기 탈락 치와 발  탈락량에 따라 성상수는 변동함을 알 수 있고, 
발  탈락량이 클수록 성상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된 각 
지역의 시스템 성상수를 이용하여 외란의 종류를 별하고 외란의 
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응용이 가능 할 것이다. 
   Case (e)의 추정된 성상수의 평균값(16.2 )이 동일 발 소의 발  
탈락량이 더 큰 Case (f), Case (g)의 추정된 성상수의 평균값(각 15.6
, 16.1 ) 보다 더 큰 값을 갖기도 하는데 이에 한 추가 인 분석 

이 필요하다. 한 체 력계통의 발 량과 부하량에 따라 시스템 
성상수는 달라지므로, 다양한 발 량과 부하량에 한 데이터로 한국
력계통을 모델링하고 시뮬 이션하여 상 계를 악하는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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