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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NG복합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
어 수도권 인근 발전소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LNG
복합발전은 수도권 부하비율 감소에 따라 발전량이 줄어들게 된다. 2018
년 계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권의 부하수준이 70%까지 떨어졌을 때,
거의 모든 수도권 복합발전이 정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신가평
과 강원을 잇는 765kV급 융통선로의 2회선 상정사고 발생 시 수도권
무효전력 공급원이 줄어들어 전압이 불안정해진다. 이와 같은 상정사고
를 대비해 수도권 복합발전 중 일부는 제약운전을 시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운전을 하는 수도권 LNG복합발전의 발전량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절한 위치에 FACTS설비를 투입하고자 한다.
FACTS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시키기 위해 LNG복합발전의 발전량 감
소에 따른 전압변화에 대해 Tangent Vector Component가 가장 큰 수
도권 345kV 모선을 선정해 STATCOM을 투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운전을 하는 복합발전의 발전량을
감소시키고 관찰하고자 하는 모선과 거리가 먼 비수도권 발전량을 증가
시켜 수급을 맞춘 뒤 전압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 때, 하나의 계통을 2
개의 지역으로 구역화하여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F-V 해석을 이용한
다.

1. 서    론

국내 전력계통은 발전량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부하밀집지역인 수도권
으로 전력조류가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
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6개의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로를 이용한
다. 조류량이 매우 큰 765kV급 융통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도권
내 무효전력 공급 지장으로 전압 불안정 현상과 함께 광역정전이 일어
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융통선로 사고를 대비해 최소한의 부하를 차단시
켜 고장파급을 방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 인근 LNG복합발전의 제약운
전까지 고려해야 해야 한다. 융통선로 사고를 대비해 발전단가가 비싼
LNG복합발전을 가동해야하는 방안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
래서 제약운전을 해야 할 신인천CC, 장문CC, 동두천CC의 9개 발전기를
대체할 STATCOM을 투입하는 방안을 구해야 한다. 적절한
STATCOM의 투입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제약 발전을 할 복합발전의
발전량을 줄여가며 수도권 345kV급 모선들의 전압을 관찰한다. 이 때,
복합발전의 발전량을 감소한 만큼 관찰할 모선들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리가 먼 비수도권 발전기의 발전량을 늘려가며 F-V 해석
을 수행한다. F-V 곡선에서 융통한계를 나타내는 융통전력 한계점과
최대한 가까운 점에서의 기울기인 Tangent Vector Component를 구하
여 복합발전 발전량 감소에 의한 수도권 345kV급 모선들의 영향을 나
열한다. 그리고 발전량 감소 대비 전압변동률이 가장 큰 모선과 비교하
여 이를 검증한다. F-V 해석을 수행할 때 제약발전을 하는 발전기들의
발전 감소량이 분담되지 않도록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기를 우선순위로
탈락시키는 경제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기울기가 가장 큰 모선이 방사상의 형태로 말단에 있는지 혹은 이미
FACTS 설비가 투입되었는지를 고려하여 STATCOM을 설치한 후 해
당 모선이 아닌 다른 모선에 STATCOM을 설치했을 때 제약발전을 하
는 발전기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한다.

2. F-V 해석

  2.1 F-V 분석의 개념
F-V 해석은 단일 계통인 국내 전력계통을 2개의 지역으로 구역화하
여 A지역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B지역의 발전량을 감소시켜 연계선로
에 흐르는 융통조류량의 증가에 따른 전압안정도 한계를 보는 해석방법
이다.

<그림 1> F-V 해석 개념도

제약발전을 하는 B지역의 LNG복합발전의 발전량을 감소시키고, 수도
권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리가 먼 비수도권 A지역의 발전량
을 증가시켜 수급을 조절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2].

   (1)

  ∆ (2)

∆  (3)

 : A지역에서 j 발전모선의 초기 발전량

 : B지역에서 i 발전모선의 초기 발전량

 : 지역 B의 초기 전체 발전량

∆ : 지역 B의 전체 발전 변화량
 : 지역 A의 발전모선 j의 발전력 증가 부담

 : 지역 B의 발전모선 i의 발전력 증가 부담

  2.2 F-V 곡선을 이용한 Tangent Vector Component 도출
두 지역의 각 발전 변화량에 따라 6개 융통선로에 흐르는 조류량은
증가하고 수도권의 모선 전압은 아래 F-V 곡선처럼 떨어진다.

<그림 2> F-V 곡선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복합발전의 감소량과 전압과의 관계를 관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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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 곡선을 그린 후 안정 한계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융통조류량
변화에 따른 전압 지점의 미분값을 통해 Tangent Vector Component를
구한다. 이 감도 지수를 이용한 전압 변동 dV 성분은 취약모선을 선정
하는데 이용된다[3].

3. 모의결과

  3.1 F-V 분석 결과
검토대상 계통은 2018년 계획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계통은 신가
평7-강원7 765kV급 2회선 상정사고를 고려하여 신인천CC, 장문CC, 동
두천CC 중 총 9기의 발전기를 제약 운전하는 특징이 있다. 전압 불안정
을 대비해 제약 운전을 하는 발전기를 급전순위표를 이용해 하나씩 줄
여가며 수도권 345kV급 모선의 전압을 관찰하였다. 관찰한 결과를 이용
해 F-V 곡선 중 안정 한계점과 가까운 지점의 Tangent Vector
Component를 구하여 STATCOM을 투입할 모선을 선정한다. 이 때, 발
전량을 줄이기 전과 후의 수도권 전압변화를 통해 검증한다.

 <표 1> 제약발전 감소 시 가장 영향이 큰 상위 5개 모선

모선 이름
Tangent
Vector

Component
모선이름

전압변동률
(pu)

곤지암 -0.00920 곤지암 0.0508

동서울3 -0.00766 동서울3 0.0432

미금3 -0.00681 미금3 0.0389

삼성전자 -0.00589 삼성전자 0.0352

신수원3 -0.00589 신수원3 0.0351

<표 1>은 제약 발전량을 감소시켰을 때 Tangent Vector Component
를 통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상위 5개 모선을 정리한 표이다.
Tangent Vector Component를 이용해 구한 취약모선과 전압변동률이
가장 큰 모선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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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V 곡선

<그림 3>은 STATCOM 투입 위치 후보로 선정된 여주CC와 곤지암
모선 그리고 급전순위에 의해 발전기 기동을 멈춘 특징을 보여주는 신
부평3 모선, STATCOM이 이미 투입되어 평평한 구간이 존재하는 양주
3 모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주CC와 곤지암 모선의 경우 안정 한계점
과 가까운 점에서 가장 변화량이 커 <표 1>과 같이 STATCOM 투입
위치로 선정되었다. 이 모의에선 발전기를 대체할 사안으로 발전단가가
높아 우선순위의 발전기 기동을 멈춰 유효전력뿐만 아니라 무효전력 출
력까지 줄일 수 있는 급전순위표를 활용했다. 양주3 모선의 경우 그 결
과가 극명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STATCOM이 설치
되어 있는 신부평3 모선의 경우 STATCOM 용량에 맞춰 융통조류가
변해도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전체 전압변화량 또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나열한 모선들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한 여주CC의 경우 곤
지암과 방사상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STATCOM 투입위치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345kV급 모선과 연결성이 좋은 곤지암을 택하여
400MVAR 용량의 STATCOM을 설치하고 <표 2>를 통해 검증했다.

 <표 2> STATCOM 투입 위치 선정에 대한 검증

STATCOM
투입 여부

곤지암
400MVAR
STATCOM
투입 후

서안성3
400MVAR
STATCOM
투입 후

신시흥3
400MVAR
STATCOM
투입 후

대체할 수
있는 발전기

신인천G9
신인GT10
신인GT11
장문GT#1

신인천G9
신인GT10
신인GT11

신인천G9
신인GT10

<표 2>는 곤지암에 STATCOM을 투입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표이
다. 곤지암에 400MVAR 용량의 STATCOM을 투입했을 때 신인천G9,
신인GT10, 신인GT11, 장문GT#1의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다. 곤지암보
다 Tangent Vector Component가 낮은 서안성3, 신시흥3 모선에 같은
용량의 STATCOM을 투입했을 때보다 더 많은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전체 제약발전량을 대체할 STATCOM 투입 위치 선정

STATCOM 투입 모선 용량

곤지암 400MVAR

동서울3 400MVAR

신포천3 400MVAR

동두천CC 400MVAR

서서울3 400MVAR

서안성3 400MVAR

<표 3>은 F-V 분석을 통해 Tangent Vector Component가 가장 큰
모선에 STATCOM 400MVAR를 투입한 뒤 F-V 분석을 되풀이하여
STATCOM을 투입한 결과이다. 곤지암 모선을 비롯해 총 6개 모선에
STATCOM을 투입했을 시 전체 9개 제약 발전 중이던 복합발전을 대
체할 수 있었다.

4. 결    론

수도권 LNG복합 발전소는 발전단가가 높더라도 765kV 상정 사고 시
계통 안정도 확보를 위해 제약 운전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
발전을 하는 복합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STATCOM 투입 위치 선정
방안을 F-V 해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F-V 곡선에서 Tangent
Vector 성분을 이용하여 각 모선별 감도 지수를 도출하였다. 감도 지수
가 가장 큰 모선이 제약발전 감소 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전압
변화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모선에 400MVAR 용량의
STATCOM 투입하여 제약 발전 중이던 수도권 인근 LNG복합 발전소
를 대체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STATCOM 설치 모선을 선정한 방법은 F-V 시뮬레이션
만을 이용한 결과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지 부족으로 인해
STATCOM을 설치하지 못할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KETEP)의 지원을 받아수행한 연구 과제 (No.20134030200340)와
2011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No.2011-0017650)

      

[참 고 문 헌]

[1] Jeonghoon Shin,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ad Shedding
Scheme for Improving Voltage Stability of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Synchro-phasor Data”, p.1530-1539, SEP. 2010

[2] Kang, Sang-Gyun, “Centralized Control Algorithm for Power
System Performance using FACTS Devices in the Korean Power
System”, p.353-362, SEP. 2010

[3] P. Kundur, Power systems stability and control, McGraw-Hill,
p.1013-1019,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