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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한전 계통의 수도권 부하 밀집과 지중화 선로 증가로 인해
수도권 345kV 계통 과전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조상설비 투입 후에
도 과전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 과전압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345kV 과전압 해소를 위한 345kV-154kV 변압기 탭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효율적인 과전압 해소를 위해 탭 감도를 이용
하여 탭 조절을 수행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345kV-154kV 변압기
의 2차측 전압을 올리면 1차측 전압이 떨어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렇
지 않은 경우를 찾아내고 해당 원인을 분석하였다. 모의를 위한 데이터
는 2014년 한전 과전압 모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 서    론

최근 한전 계통의 수도권 부하 밀집과 수도권의 지중화 선로 증가로
인한 수도권 345kV 계통 과전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전압 해소를
위한 조상설비 투입 후에도 과전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상
설비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345kV 과전
압 해소를 위해 조상설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과전압 해소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과전압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선로 개방은 계통 안정
도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발전기 단자전압 조정은 ULTC 조작으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45kV-154kV 변압기 탭 조정을 통한
345kV 계통 과전압 해소를 모의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345kV-154kV
변압기의 탭 조정을 통해 2차측 전압을 높여주면 1차측 전압은 이에 반
비례하여 떨어진다. 이는 2차측 전압을 높이기 위해 1차측 모선에서 2차
측으로 나가는 무효전력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345kV-154kV
탭 조정을 통한 전압 변화를 수식적으로 구하여 감도값을 구하고, 과전
압 해소를 위한 탭 조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1차측과 2차측 전압 변화가
비례인 경우를 찾고, 이를 수식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2. 본    론

  2.1 탭 조정에 대한 전압 변화
탭 조정에 대한 전압 변화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탭 조정에 대한 전압 변화 (1)

위 탭-전압 감도를 연쇄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
다.

(2)

위 식에서 ∂V/∂P, ∂V/∂Q는 Newton-Raphson 조류계산법의
Jacobian 행렬의 역행렬로 구할 수 있다. ∂P/∂t, ∂Q/∂t 는 다음과 같
이 연쇄법칙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3)

위 식의 ∂P/∂G, ∂P/∂B, ∂Q/∂G, ∂Q/∂B는 전력방정식의
Hybrid 표현법 혹은 극좌표 표현법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G/∂t, ∂
B/∂t는 탭 조정에 따른 어드미턴스 변화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2.1.1 어드미턴스 변화에 대한 전력 변화
어드미턴스 변화에 대한 전력 변화는 전력방정식을 어드미턴스로 편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어드미턴스를 G, B로 나누어 각각의 성분 변화
에 대한 전력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먼저 k 모선의 전력방정식
Hybrid 표현은 다음과 같다.

(4)

위 식을 편미분하여 i-j 모선 사이의 어드미턴스 변화에 대한 i 모선
의 전력 변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2.1.2 탭 조정에 대한 어드미턴스 변화
변압기 권선비가 t에서 t'로 변할 때, 이에 대한 어드미턴스 행렬 수

정법은 다음과 같다.

(6)

위 식을 G, B로 나누어 탭 조정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탭
조정에 대한 어드미턴스 변화를 구할 수 있다.

(7)

 
  2.2 사례 연구
2014년 한전 과전압 모의 데이터에서 345kV 계통 과전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한전 모의 계통 345kV 과전압 모선 목록

Bus name Voltage[p.u] Voltage[kV]
영서3 1.0457 360.77
동서울3S 1.0468 361.15
영등포3 1.0468 361.15
신양재3 1.0485 361.73
신시흥3 1.0438 360.11
신시흥3S 1.0438 360.11
신시흥3#2 1.0457 360.77
신안산3 1.0448 360.46
화성3S 1.0437 360.08
평택 TP3 1.0429 359.80
신성남3 1.0499 3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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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과전압 모선에 연결된 345kV-154kV 변압기 탭과 345kV 모선
과의 탭 감도는 위 수식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

 <표 2> 한전 모의 계통 345kV 과전압 모선 탭 감도

Bus name 변압기 Tab CKT 탭 감도
영서3 영서3-영서1 1 0.0824

동서울3S 동서울3S-동서울1

1 -0.007
2 0.0018
3 -0.007
4 0.0018

영등포3 영등포3-영등포1
1 -0.017
2 -0.0171
3 -0.017

신양재3 신양재3-신양재1
1 0.0113
2 0.0113
3 0.0112

신시흥3S 신시흥3S-신시흥1
1 -0.0064
2 -0.0057
3 -0.0059

신시흥3#2 신시흥3#2-신시흥1
4 -0.0014
5 -0.0015
6 -0.0015

신안산3 신안산3-신안산1
1 -0.0095
3 -0.0094
4 -0.0095

신성남3

신성남3-신성남1
1 -0.0057
2 -0.0057
3 -0.0056

신성남3-신성남1S
4 -0.0087
5 -0.0096
6 -0.0095

위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모선은 해당 모선에 연결된 변압기 탭과 양
의 감도를 가지고 있고, 일부 모선은 음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 양의 감
도를 지닌 경우는 1차측 탭비를 높이면 전압이 증가하지만, 음의 감도를
지닌 경우는 반대로 전압이 감소한다. 아래는 345kV-154kV 탭을 조정
하여 이에 대한 345kV 전압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3> 한전 모의 계통 345kV-154kV 탭 조정에 따른 전압 변화

Bus name 변압기 탭 변화 전[p.u] 탭 변화 후[p.u]
영서3 영서3-영서1 1.0457 1.0409
동서울3S 동서울3S-동서울1 1.0468 1.0464
영등포3 영등포3-영등포1 1.0468 1.0474

신양재3 신양재3-신양재1 1.0485 1.0428

신시흥3S 신시흥3S-신시흥1 1.0448 1.0452

신시흥3#2 신시흥3#2-신시흥1 1.0438 1.044

신안산3 신안산3-신안산1 1.0457 1.0457

신성남3
신성남3-신성남1 1.0499 1.0503

신성남3-신성남1S 1.0499 1.0491

모의 데이터에서 345kV-154kV 변압기 2차측(154kV) 전압은 운영 전
압인 160kV에 맞춰져있다. 이 때 탭을 조정하여 2차측 전압을 162~4kV
로 증가시켜주었을 때, 1차측(345kV) 전압은 감도값과 유사한 경향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차측 과전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 탭 조정을 통해 2차측
전압을 높여주면 1차측 과전압이 개선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변압기 탭
과 음의 감도를 갖는 경우는 탭 조정을 반대로 수행하여 2차측 전압을
낮춰야한다. 음의 감도를 갖는 경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등포3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등포3의 영등포3, 영등포1과의 전압-무
효전력 감도는 다음과 같다.

 <표 4> 영등포3 무효전력-전압 감도

Bus name
영등포3 영등포1

MW MVAR MW MVAR

영등포3 0.001 0.0064 0.0015 0.0064

위 표는 영등포3, 영등포1의 무효전력이 1MVAR 증가하면 영등포3의
전압이 0.0064p.u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결과는 영등포3-영등포1 변압기 탭 조정에 따른 영등포3, 영등
포1의 P, Q 변화 감도이다.

 <표 5> 영등포3 탭-전력 감도

∂P, ∂Q 1번 탭 조정 2번 탭 조정 3번 탭 조정

∂P(영등포3) 1.863836 1.875607 1.864411

∂Q(영등포3) 51.23866 51.56225 51.25448

∂P(영등포1) -1.86384 -1.87561 -1.86441

∂Q(영등포1) -53.6417 -53.9805 -53.6583

영등포3의 탭 감도는 <표 4>와 <표 5> 행렬 곱으로 구하여진다.
<표 5>를 살펴보면 영등포3-영등포1 1차측 탭비가 증가할 때 영등포3
의 Q 증가량보다 영등포1의 Q 감소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표 4>를 살펴보면 영등포3의 영등포3과 영등포1의 무효전력-전압
감도가 같기 때문에 탭 조정에 따른 무효전력 변화가 더 큰 영등포1의
무효전력 감소에 따라 음의 탭 감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과전압이 문제가 될 때, 탭 조정은 다른 방안들과 함께 중요한 과전압
해소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탭 조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과전압이 악화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선 전압과 탭 조정 사이의 감도를 구하고 탭 조정에
따른 과전압 악화와 해소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를 통해 특정 모선은
연결된 탭의 탭비와 실제 전압이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탭비와 전압이 반비례하는 경우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추후 해당 연
구가 전압 위반 해소를 위한 최적화된 탭 조정 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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