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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압 안정화 제어 스킴 개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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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 technology advancement related to computer & communication and measuring devices allows system 

operators to adopt more intellig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to their power systems in order to prevent massive 

system blackout. Among them, wide-area monitoring and control(WAMAC) system based on synchro-phasor technology 

has been widely applied to power systems for their own purposes. In this paper,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ad 

shedding scheme to improve voltage stability in KEPCO system is introduced. Summary of WAMAC technology being 

developed and applied in the world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survey is proposed. And methodology to develop voltage 

stability index and multi-step load shedding scheme based on synchro-phasor data is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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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력산업 기에는 모든 운 자들이 계통운 에 신뢰도 

 안정도 향상을 꾀하 지만 재의 력산업은 경제성에 

더욱 큰 비 을 두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 으로 하여 력

기반시설에는 투자를 멈추고, 운  을 계통의 안정도 한계

까지 끌어올려 운 하게 됨으로서, 이 에는 경험하지 못

한 압 붕괴 상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 하고 있다[1]-[2]. 

력산업에 경제성을 추구하기 해서는 신뢰도와 안정도

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계통이 확장되고 복

잡해지면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한 측이 어려워 졌으며, 

인  계통과의 연계로 인하여 사고 측의 불확실성은 더더

욱 증가하 다. 이러한 우발 상황에 운 자가 빠르게 처

하기 해서는 계통을 실시간으로 감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개발되어 계통에 용되고 있는 Synchro-phasor는 

계통의 변 소  발 소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압과 

류를 Phasor 형태로 측정하는 장치이며, 기존의 측정 장비

와는 다르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하여, 측

정 데이터를 매우 정 하게 시각(時刻) 동기화할 수 있으며, 

취득 데이터의 Sampling 주기도 매우 짧아,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력계통의 

Dynamic Snapshot을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3]-[5]. 이는 기존의 SCADA/EMS 시스템의 단 을 크게 

극복한 것으로써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계통 동요에 따른 계통의 동  응답  연속되

는 계통 고장(Cascaded outages) 등에 한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고 그 제어방안을 제시하는 역계통 실시간 감

시  제어(Wide Area Monitoring And Control, WAMAC) 

시스템의 구 이 가능하다[6]. 이미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역계통 실시간 감시시스템(Wide-Area Monitoring System, 

WAMS) 시제품이 개발되어 장 용 에 있어, Synchro- 

phasor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7].

국내 계통은 수도권 부하집  비 비수도권 발 력 집

상에 따른 원거리 송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압불안정에 의한 규모 역정 의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어, 이에 한 다양한 응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러한 방법  계통에 압 불안정을 유발하는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부하를 차단하여 규모 역정 을 방하는 부

하차단 시스템(Special Protection System, 이하 SPS)이 

재 운용 에 있다. 그러나, 상기 시스템은 오 라인 시뮬

이션을 통하여 미리 결정된 단기 을 용함으로써 기

치 못한 계통사고나 실시간 계통운  상황을 정확히 반 하

지 못하고 있어, 효과 인 부하제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부하특성  재의 계통 상태

를 정확히 반 하여 계통의 압안정도를 온라인으로 감

시․평가하고 최 으로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Synchro 

-phasor 데이터 기반 온라인 수도권 압안정화 제어 스킴

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행 부하차단 시스템을 Synchro-phasor

를 응용하여 최 으로 운용하기 한 스킴 개발을 해, 

2010년 국가 략과제로 진행 인 “Synchro-phasor 데이터

를 이용한 수도권 압안정화 제어시스템 개발”과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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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 특 징 장 

일본(TEPCO)

․WAMAC 개발  계통 용 완료
․독립 보호 시스템은 거리계 기가     
  동작하거나 PMU 신호가 상 붕괴 
   압을 감지했을 때 작동

․송 선로 사고시, 성공 으로 독립 보호 시스템 동작
․다양한 상정사고 시에도 안 하게 계통을 보호

국(CSG,ECG)

․WAMAC 개발  계통 용 완료
․지역간 진동 핑 향상에 기여
․PMU 신호의 피드백 제어시스템 설계
․보호제어를 한 실시간 지수 제공

․기존의 PSS 같은 핑 제어기의 경우, 역 측, 상호 
  작용, 설치 치의 유연성 제약에 따라 지역간 진동 핑을 
  효과 으로 할수 없다는 단 을 극복
․정상상태, 다이나믹 상태, 과도 상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력계통의 최  보호 가능

노르웨이(ABB)

․개발  Prototype 테스트 완료
․테 난 임피던스와 부하 비교를 통한 
  압 불안정성 측(VIP) 기법 개발
․Secondary Voltage Control(SVC)를 
  한 캐패시터 뱅크의 제어

․ 압 불안정성 측  무효 력 비량 실시간 분석을 
  통한 안정성  송효율 증가
․SVC 기법 용으로 상정사고 시 무효 력 공 의 신뢰성 증가

캐나다
(Hydro-Quebec)

․개발  Prototype 테스트 완료
․Secondary voltage control을 이용한 
  장기 압안정도 지수 개발
․단기 압안정도 향상을 한 SVC  
  동기 조상기 제어 기법 설계

․실시간 장기 압안정도 측정으로 안정도 향상  송      
  효율 증가
․SVC  동기 조상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안정도 향상 
   최  송  가능

미국(EPRI,BPA) 

․개발  Prototype 테스트 단계
․부하차단, 독립운  scheme 개발
․ 역 진동 주 수  감쇠비 계산
․UFLS, UVLS 지수 개발

․주 수, 압, 압각 등을 실시간 contour로 표
․정  제어  SPS scheme 개발로 계통 안정도 향상
․ 역 진동 주 수  감쇠비 실시간 표 으로 안정도 측

호주(Psymetrix)
․개발  Prototype 테스트 완료
․실시간 주  진동 모드 계산 기법

․ 력계통 안 도 향상  안 한 력 송  가능
․발 기  제어기의 진동 특성 확인

멕시코
(SIMEFAS)

․WAMAC 개발  계통 용 완료
․계통 특성 곡선 실시간 계산
․Automatic Generator Shedding 기법

․정  제어  SPS scheme 개발로 계통 안정도 향상
․사고시 자동으로 발 기  부하를 탈락하여 계통의 
  안정도 향상 도모

표 1  Synchro-phasor 응용기술 해외사례 분석 (제어응용 심)

T able 1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synchro-phasor applic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 2 에서는 국내외 Synchro 

-phasor 응용기술 사례  기술 수 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제 3 에서는 행 수도권 부하차단 시스템에 한 개요  

문제 을, 제 4 에서는 행 시스템의 개선을 해 본 과제

에서 개발할 내용  이를 해결하기 한 기술 인 근방

법에 해 소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Synchro-phasor를 

이용한 역계통 실시간 감시, 제어기술의 비   목표에 

해 기술한다.

2 . 국내외  기 술 동향  수 분 석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본 에서는 Synchro-phasor의 

응용기술에 한 해외  국내 기술동향을 문헌 조사를 통

해 정리하고 분석하 다. 특히, 학술 , 이론 인 연구 보다

는 Synchro- phasor를 이용하여 역 제어기를 설계  실

계통에 용한 해외 사례를 심으로 조사하 다. 한, 해

외 사례들의 기술 특징과 장 을 소개함으로서 본 과제를 

포함한 국내 기술 개발의  치를 조망하고자 한다. 

2 .1  해 외  기 술 동향

일본의 동경지역은 력계통 구조상 국내의 수도권과 비

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경지역에도 부하량이 크고 

집되어 있어 역 정 에 해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구조 인 단 을 극복하고자 

Synchro-phasor를 동경지역의 주요 발변 소에 설치하 다.  

Synchro-phasor에서 측정되는 실시간 계통정보를 바탕으로 

동경 내 요 부하를 역정 으로부터 방어하고 송 선로 

정지시 계통분리(Islanding Protection System) 등을 한 

SPS를 개발하고 실제 용하고 있다[8]-[9].

국의 경우는 Synchro-phasor의 측정 데이터를 피드백

하여 제어 스킴에 사용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10]. 국은 역 지역 핑 제어 시스템(Wide Area 

Damping Control System)을 구 하기 해 응형 제어 

략을 구 하고 다기 HVDC를 제어하는 스킴을 개발하여 

국 남부 계통의 역 안정도를 확보하 다[11].

ABB사는 노르웨이 계통의 압 불안정도 측  압

안정도 향상을 해서 Synchro-phasor를 이용한 실시간 제

어 기법을 용하 다. 압 불안정도 측(Voltage 

Instability Prediction) 기법을 개발하여 용하 고[12], 

SVC (Secondary Voltage Controller)를 설계하여 캐패시터 

뱅크를 제어함으로서 계통의 압안정도 향상을 한 스킴

들을 실계통에 용하 다[13].

캐나다의 Hydro-Quebec 한 Synchro-phasor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분야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SVC 

 동기조상기를 제어하기 해서 Synchro-phasor 데이터

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기 압안정도 뿐만 

아니라 장기 압안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어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15].

그 밖에도 미국, 호주, 멕시코 등에서도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한 역 제어시스템 설계  계통 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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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다. Synchro-phasor를 이용하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용한 해외 사례들에 한 특

징  장 을 표 1에 간략히 요약하 다.

2 .2  국내 기 술 동향

국내에서는 2004년에 한국 기연구원 주 으로 시작되었

던 “실시간 력계통 감시시스템 (K-WAMS) 개발” 과제에

서 처음으로 Synchro-phasor를 이용한 실시간 계통 감시시

스템을 국내 력망에 용하 다. K-WAMS는 계통의 

압, 류의 Phasor를 시각 동기화하여 앙시스템에서 모니

터링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계통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시 경

고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까지 Synchro-phasor를 이용하여 계통의 핑 향상, 압

안정도 향상을 한 역 제어기 설계  SPS 구축을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본 과제는 기존의 계통 모니터

링을 한 K-WAMS 기능을 넘어서서 국내 계통의 실시간 

역 제어를 달성하기 해 시작되었다. 

그림 1은 문헌조사를 통해, 약 30건의 Synchro-phasor 

응용 사례들을 수 별로 분석하여 도식화 하 다. 시뮬 이

션 기반 테스트와 실 계통 용한 사례들을 발  정도에 따

라 구분한 결과, 재 국제 으로도 실시간 역제어를 한 

계통 용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 

국내의 기술 개발도 Synchro-phasor를 제어에 용하는 기

술은 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과제의 성공 인 수행을 

통해, 국내 계통제어 기술의 선진화는 물론, 동일분야 해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Synchro-phasor 응용기술 개발  용에 한 국내

외 수 비교

Fig. 1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ges for synchro-phasor application 

3 . 행 수도권 부하차단시스템( SPS)  개요

3 .1  행 SPS 차단방식

우리나라 계통은 발 기들의 부분이 수도권 남쪽에 

치하고 있고 체 부하의 약 42%가 수도권 지역에 집 분

포되어 있어, 력공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소  북

상조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상조류 공 선로는 765kV 선

로를 포함한 주요 345kV 6개 선로이며, 이들 선로의 상정사

고시,  수도권지역은 무효 력 수  불균형으로 인한 압불

안정 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765kV 1루트 2회선 차단

시(신안성-신서산)에는 계통운  측면에서 더 이상 압불

안정 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역정  방지를 

한 마지막 수단으로 수도권 부하를 차단해야만 한다. 이

를 하여 재 계통에는 고장 방지를 한 수도권 부하

차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림 2는 신안성-신서산 765kV 1루트 2회선 차단시의 부

하차단 로직이다. 신서산 송 선로의 고장으로 선로 차단기

가 ‘OPEN’ 되어 트립신호가 송출 되거나 선로조류의 크기

를 검출(선로 정격용량의 10% 이하)하여 일정한 수 이하가 

되면 UCR(Under Current Relay)이 동작하고(이때 과도안정

도를 고려하여 당진화력 발 기가 순시 차단, 선로양단의 

shunt reactor 순시차단), 서서울 모선 압이 340kV 이하로 

500msec가 유지되면 UVR(Under Voltage Relay)이 동작한

다. 상기 두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남서울지역과 

수원 력 부하  1,500MW를 일  차단하게 된다(신태백 

T/L은 400MW 차단)[16].

그림 2 행 수도권 부하차단 시스템의 제어로직 (신서산T/L)

Fig. 2  Current SPS scheme(Sinseosan T/L)  

3 .2  행 SPS의  차단량 산 정방법  개선

행 SPS의 부하차단량 산정은 융통 력 해석(fV 해석) 

기법을 용한다[17]. 그림 3은 이를 도식 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 부하차단량 산정에 있어서의 목 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안정화(stabilization)이다. 즉, 

안정화의 목 은 재 운 에서의 발 패턴 (G1)을 이용

하여 765kV 2회선 루트 고장을 용하여 조류계산이 수렴

하도록 하는 부하차단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하차단

량을 결정하는 데 용되는 표 계통은 어느 특정한 운

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실제 계통 운 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할 것이며 좀 더 심각

한 조건에서 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하차단량을 산정함

에 있어 운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여유 

(margin)가 추가 으로 고려되었다. 

그림 3에서처럼 이에 해당하는 운 의 발 력 패턴(G2)

을 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해당 765kV 루트 고장을 용, 조

류계산해를 갖도록 하는 부하차단량을 산정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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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차단량은 안정화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18]. 그러므로, 상기 부하 차단량은 

Synchro-phasor 기반의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차단량을 충분히 일 수 있다고 단되며 운  불확실성에 

한 여유를 고려한 차단량 체를 일  차단하기 보다는, 

안정화 될 수 있는 양을 1단계로 차단한 후, 계통의 압회

복 추이를 보고 다시 차단량을 단계별로 제어하는 방식을 

용하여 차단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0 F

현재 운전점
(발전패턴 : G1)

건전상태

(G2)

: 안정화

: 불확실성 고려

: 안정화

: 불확실성 고려

765kV 고장

(부하차단 )
수렴

그림 3 765kV 2회선 루트 고장시 부하 차단량 산정기법(

행)

Fig. 3 The method to determine amount of load to be 

shed for the case of 765kV lines outage

한, 행 SPS의 제어기 이 되는 서서울( 는 동서울) 

모선 압 크기  지연시간 역시, 오 라인 해석에 의해 결

정된 값으로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응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4는 2007년 실제 계통에서 발생한 765kV 2회선 트

립신호 송출(신태백T/L, 선로사고가 아닌 계 기 오동작)로 

인해, 부하차단 시스템이 동작할 뻔한 사례를 오 라인에서 

모의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처럼, 선로 ‘OPEN’ 이벤트와 

함께, 동서울 모선 압이 340kV 이하로 떨어진 후, 180msec 

정도만 유지가 되어 부하차단 시스템이 동작되지 않았다(당

시, 지연시간 조건은 200msec, 이후 500msec로 정정함). 

그림 4  동서울 345kV 모선 압(원자력 5기 운 )

Fig. 4 East-Seoul bus voltage of 345kV S/S 

(5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그림 5  동서울 345kV 모선 압(원자력 6기 운 )

Fig. 5 East-Seoul bus voltage of 345kV S/S

(6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그림 5에서처럼 계통이 보다 더 부하 운 조건(원자력 

6기운 )에서 동일한 이벤트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실제 

선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차단 시스템이 동작하

여 수도권 부하가 차단되었을 것이다(당시 900MW). 따라

서, 부하차단 기 이 되는 감시 상모선의 기 압  지

연시간 한, 정확한 정 , 동  계통운 상황을 반 하여 

히 수정되어야 한다. 

4 . 기 술 개발 내용  근방법

3 에 기술한 행 부하차단시스템의 개선을 포함하여,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한 수도권 압안정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본 과제는 크게 Synchro-phasor 최

치 선정  설치, Synchro-phasor 기반의 압안정도 감시

지수 개발, EMS와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한 

hybrid 형 부하제어 스킴 개발, 개발된 스킴을 장설치  

검증할 수 있는 실시간 시뮬 이터 기반 Test-Bed의 구축 

 실증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에 구 방식에 따른 

부하차단 방식을 구분해보았다. 본 과제는 가변 차단량을 

제외한 3세  부하차단 시스템 개발을 최종목표로 추진하고

자 한다.

구 분 1세 2세 3세

감시정보 Relay EMS/SCADA Sync.-phasor

해석방법 정 해석
(Off-line)

동 해석
(Off-line) On-line 해석

부하차단
기

정
안정도지수

동
안정도지수

실시간
안정도지수

차단량 고정차단량 고정차단량 가변차단량

차단방식 일 차단 다단계차단 다단계차단

표   2  구 방식에 따른 부하차단방식 구분

T able 2  Classification of load shedding scheme 

4 .1  Synchro-phasor 최  설치 치 선정기 법

본 과제에서는 수도권 계통의 모든 주요모선에 Synchro- 

phasor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30기 규모), 압안정도 측면

에서 최소한의 Synchro-phasor를 최 으로 설치하여 목

을 달성하기 한 해석 인 방법을 개발한다. 물론, 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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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유무 등의 장상황이나 계통운 자의 경험에 의해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설비 등 실 인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 설치 치를 결정할 정이다. 설치 상 개소

는 수도권지역의 주요 345kV 모선  주요 발 기이다.

그림 6은 ‘Tree Search Placement Algorithm'으로 미국 

Virginia 학의 Phadke 교수에 의해 제안되었다. 제안된 알

고리즘은 주어진 계통에 하여 모든 모선이 정해진 비가

측 깊이(Depth-Of-Unobservability, DOU) 이하가 되도록 

Synchro-phasor의 설치 치를 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최  

Root 모선을 정하고, 이곳에서 Terminal 모선을 만날 때 까

지 계속 으로 Tracking하여 모든 모선의 DOU가 정해진 

값 이하가 되게끔 설치 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6은 

그 하나의 로써 14개 모선에 2개의 Synchro-phasor를 설

치하여 모든 모선의 DOU가 1이하가 되도록 한다. 본 에

서는 1번, 10번, 14번 모선은 찰 할 수 없는 모선이 된다. 

본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Synchro-phasor의 채

이 충분하여 기기가 설치된 모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

로의 류를 취득 할 수 있다는 제조건이 필요하다[19]. 

그림 6  Synchro-phasor 최  설치 치 선정기법 

Fig. 6  Tree Search Placement Algorithm by Prof. Phadke

4 .2  Synchro-phasor 기반 압안정도 감시지수 개발

실시간 온라인 압안정도 감시지수는 Synchro-phasor를 

이용하여 상계통의 압 불안정상태를 감시하는 요 요

소이며, 한국형 역계통 감시시스템(K-WAMS) 개발시 부

분 으로 용되었다[7]. K-WAMS에 용된 지수는 역 

압안정도 지수(Wide-Area Voltage stability Index, 

WAVI)로써, 감시하고자 하는 상선로를 선정하고, 

Synchro-phasor를 이용하여 선정된 선로 양단의 모선에서 

계통의 정보를 측정하여 그림 7과 같이 T-등가회로를 구성

한다. 등가회로의 각 라미터들은 측정된 계통정보와 류

방정식을 이용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모든 라미터의 

계산이 끝나면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테 닌 등가회로를 구

성할 수 있다. 이 게 구성된 등가회로의 테 닌 항을 이

용하여 ∣ Zapp∣와 ∣ ZTh∣  두 값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추 하여 계통의 압안정성 감시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

[20]. 

WAVI 알고리즘은 가상모선과 가상 선로의 개념을 이용

하면, 감시범 를 확장하여 역계통 감시에 용이 가능하

다. 그림 8과 같이 독특한 압 안정도 특성을 가진 압 

제어지역으로 구분되어진 계통이 있을 때, 각 제어지역에서 

력조류가 흘러 나가고 들어오는 각 모선과 선로를 통해 

가상 모선과 가상 선로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등

가회로를 구성하여 WAVI 알고리즘을 용하면 역 계통

의 압안정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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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감시모선 양단의 정보를 이용한 T 등가회로

Fig. 7  T-equivalent circuit using synchro-phasor data

여기서, 라미터  , 
 , 
  는 옴(Ohm's Laws)의 

법칙과 키르히호 의 류 법칙(Kirchhoff's laws) 그리고 

계통에서 측정된 페이  정보인 v 1 , i 1  과 v 2 , i 2  를 

사용하여 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등가회로로 나타

내면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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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AVI의 역계통 감시제어 방안

Fig. 8 WAVI application for wide-area monitoring

 


 



 




(1)

여기서, 와 는 식(2)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고, 

축약된 계통으로부터 연산되는 와  를 통해 압

안정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WAVI 지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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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등가회로(a)  축약된 테 닌등가회로(b)

Fig. 9  T-equivalent circuit using synchro-phas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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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WAVI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안정한 상태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통은 불안정한 상태

를 나타낸다.

 

4 .3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한 부하제어 스킴 개발

부하제어 방식을 결정하는데 요한 요소는 어느 곳의 부

하를 차단할 것인가? 앙 집 형 방식인가 아니면 분산형 

방식인가? 차단량  지연시간은 얼마인가? 다단계 차단 방

식을 운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고려요소를 

결정하는 요한 기 은 부하차단을 실시하는 목 에 있다. 

세계의 각 력회사들이 운 하고 있는 압 부하차단

(Under Voltage Load Shedding, UVLS)의 경우에도 모두 

개별 인 목 을 갖고 운  에 있으며, 본 과제에서의 부

하차단 목 은 수도권 주요 북상선로 에 765kV 선로의 

탈락 시 수도권의 압안정도를 확보하기 한 부하차단 스

킴의 개발로, 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하 차단량을 최소화

(30%이상 감)하는데 있다.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부하차단 방식의 개발은 의 목

을 염두에 두고 차단개소, 운 방식, 차단량, 시간 지연 등을 

설계할 정이다. 부하차단 개소의 선정은 감도해석, 즉 

압과 무효 력 간의 상 계를 이용하여 최소부하를 차단

하 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모선을 선택하며 부하차단

의 운 목 에 맞게 운 방식을 결정한다. 앙 집 식의 

경우, 특정 지역의 안정도 확보  지역 체의 압유지를 

한 목 에 합한 반면, 분산형은 해당모선의 안정도와 

압유지에 합한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압유

지가 목 이므로 앙집 식을 주로 연구를 진행한다. 부

하차단은 계통의 안정 운 을 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하차

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경제  손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차단량 산정이 요하며 최소한의 차단으로 최

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차단량을 최소로 유지하기 

한 첫 번째 방법은 다단계 차단방식의 도입이다. 부하차

단 방식의 운 목 을 2가지 역(계통붕괴 방, 안정도 여

유 확보)으로 구분하고 첫 번째 차단단계에서 계통의 붕괴

방을 한 최소 차단량을 차단한 후, 계통의 압회복 특

성 등을 감시하여 안정도 확보를 한 추가 인 차단을 실

시하는 다단계 방식을 설계한다. 

그림 10에서 12는 행 부하제어시스템의 차단방식인 일

차단 방식과 본 연구에서 용할 다단계차단 방식을 2009

년 한  최 부하 계통에 용하여 그 효과를 모의한 결과

이다(TSAT 9.0 이용). 상사고는 신안성-신서산 765kV 2

회선 사고를 고려하 으며, 감시 상 개소는 345kV 서서울 

모선 압이다. 다단계차단방식은 상선로 사고 이벤트 신

호와 함께, 부하차단 신호를 최종 송출하기 해 필요한 감

시 상 모선의 기 압을 2가지(0.985pu, 0.970pu)로 변동시

켜 모의하 다. 

결과에서와 같이 각각의 경우 모두, 부하차단을 통하여 

계통 압이 회복되어 압 불안정 상의 발생 없이, 새로운 

운 으로 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제어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OXL, ULTC 등 slow dynamics를 가진 설비

들의 동작에 의해 압불안정 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차단량의 에서 보면, 행차단 방식의 경우 

1,300MW를 일  차단하므로 불필요한 부하차단이 수반되

며, 다단계 차단방식의 용에 있어서도 감시 상 기 압

을 행기 (0.985pu)으로 유지하 을 경우, 3 step까지 동작

하게 되어 결국 1,300MW 부하를 단계 으로 차단하게 된다

(표 2).

그림 1 0  행 일 차단방식 용시의 서서울 모선 압

Fig. 1 0 Voltage of monitoring bus applied for single-step 

scheme

그 지만, 다단계 차단방식을 용하고 기 모선 압을 하

향(0.970 p.u)할 경우에는 그림 12에서처럼, 1 step까지만 부

하차단이 용(660MW)되고 나머지 step은 동작하지 않았

다. 따라서, 다단계 차단방식 용과 함께, 감시모선 압기

의 정선정을 통해 차단량을 감할 수 있다. 감시모선

의 압기 치는 계통이 경험한 최  정상 압으로 부터의 

압강하(deviation) 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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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방식 일 차단( 행) 다단계 차단(개선)

기 압 0.985 p.u. 0.985 p.u. 0.970 p.u.

차단량 1,300MW 1,300MW 660MW

동작단계 1 step 3 step 1 step

표   3  차단방식별 부하차단량 비교

T able 3 Comparison of shedding loads among different 

schemes

그림 1 1  다단계방식 용시의 서서울 모선 압(0.985 기 )

Fig. 1 1 Voltage of monitoring bus applied for single-step 

scheme (reference voltage : 0.985 p.u.)

그림 1 2  다단계방식 용시의 서서울 모선 압(0.970 기 )

Fig. 1 2 Voltage of monitoring bus applied for single-step 

scheme (reference voltage : 0.970 p.u.)

차단량을 최소로 하기 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4. 2 에 

소개한 방법 등과 같은 온라인 압안정도 지수를 이용한 

응형 부하차단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계통의 상황은 시

시각각 변화하며 력설비의 투입과 차단, 그리고 수용가 부

하의 변화 등으로 매일, 매시간 환경이 변화한다. 따라서, 사

 비를 아무리 철 히 한다고 해도 력계통의 불확실성

을 완벽하게 처 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

으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력정보를 기반으로 계통 안정

도 지수를 온라인으로 감시하고, 부하의 임피던스를 연산하

여 차단량을 가변하는 응형 부하차단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에서는 미국 EPRI에서 최근 개발한 VILS 

(Voltage Instability Load Shedding) 스킴[21]을 소개한다.

실시간 압안정도 지수기반의 응형 부하차단방식은 

Synchro-phasor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통을 등가화하여 구

성하고, 이에 한 실시간 압안정도 별을 바탕으로 수행

된다. 계통을 테 닌 등가화한 계통은 그림 1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1 3  계통의 테 닌 등가회로

Fig. 1 3  Thevenin equivalent circuit

측정된 압  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하모선으로 공

되는 부하량을 계산하면 식(4)와 같다.

 


 


(4)

의 수식을 E 2Y 로 나 어 normalize를 하고, 역율 φ를 

용하여 p의 수식으로 표 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5)를 v 로 미분하면 식(6)과 같다.

 


 


   



  (5)




      (6)

식(6)은 v의 4차 방정식이며 v를 v 제곱으로 치환하여 해

를 구하면 critical v 값  최  p 값을 구할 수 있다(식7).


 



 
 



  


(7)

에서 구해진 값은 식(8)과 같이 표 되어 critical 

voltage  최  력 달 가능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는 압불안정을 감지하기 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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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8)에서 계산된 수식을 통하여 압안정도 여유를 계산

할 수 있으며 수식으로는 식(9)와 같이 표 된다.

      

   

(9)

그림 14는 VILS 스킴의 수행순서도이다. 순서도에서처럼, 

본 스킴은 부하차단을 최종 결정하는 유, 무효 력 여유 기

량의 선정이 아주 요하다. 따라서, 오 라인 모의를 통

한 정 기 량의 선정  계통운 자의 경험 등을 바탕으

로 매우 신 히 결정해야 한다.

측정된 
전압전류 파형

부하량 계산
(PL, QL)

테브닌 등가회로 파라메터 추정
(테브닌 전압과 임피던스)

송전용량 및 여유량 계산
(Pmax, Qmax)

(Pmargin, Qmargin)

Pmargin 또는 Qmargin <  e ?

부하차단 수행

운전자에게 
정보제공

No

Yes

그림 1 4  VILS 스킴 수행 순서도

Fig. 1 4  Flowchart of VILS scheme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하는 상기 방식의 경우, 

획득 가능한 정보의 양  종류가 제한 이므로 본 과제에

서는 SCADA/EMS 데이터를 Synchro-phasor데이터와 연계

하여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4.4 실시간 시뮬 이터를 이용한 Test-Bed 구축  실증시험

 

IT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신 력설비는 실 계통 설

치  실계통과 동일환 환경 하에서 반드시 실증시험을 통

한 신규 설비의 장 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해 본 과제에서는 실시간 시뮬 이터(Real-Time 

Digital Simulator, RTDS)를 이용하여 용 상 계통의 

Test-Bed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될 부하제어 스킴의 

정성 검증을 한 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뮬 이터로 구성되는 Test-Bed는 새롭게 개발되는 신규

설비의 실증을 해 추가 인 설비의 구축(Synchro-phasor 

데이터 처리, 정확한 수도권 계통모의, 방 한 양의 실시간 

신호처리, DB 구축)과 상 시험계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본 과제에서 이용될 Synchro-phasor 신호를 

실제와 동일하게 재 할 수 있도록 GPS 동기화된 신호 입

출력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개발될 알고리즘이 탑재된 외

부 제어기 연동을 한 인터페이스도 구축할 정이다. 그

림 15에 구축될 Test-Bed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5  실시간 시뮬 이터를 이용한 Test-Bed 구성도

Fig. 1 5 Test-Bed for performance test of control schemes 

using RTDS

          

5 . 결  론

오 라인 해석 기반의 부하제어 시스템은 계통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가장 심각한 계통상황을 가정하고 차단용량

을 산정한다. 이는 실제 계통이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하차단이 수행되어 경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Synchro-Phasor 데이터를 이용한 

수도권 부하제어 시스템은 계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부

하차단이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측하고, 계통운 자가 긴

 상황에서도 유기 이고 능동 인 응을 할 수 있어 불

필요한 부하차단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통을 효과

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한, 최소한의 부하차단을 수

행하여 압불안정에 의한 역정 을 방지함으로써, 엄청난 

경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계통에는 장기 으로 Synchro-phasor가 계속 

확 , 용될 망이며(2020년 까지 약 200여기 설치). 역

계통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ide Area Monitoring 

System, WAMS)이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시범운  에 있

다. 한, 본 연구와 연계하여 역계통 실시간 감시  제어

(Wide-Area Monitoring And Control, WAMAC) 시스템 개

발에 한 연구가 함께 진행 에 있어 동일분야 국내기술

의 획기 인 발 이 기 되며, 향후 계통의 분리(isolation) 

 자동복구(restoration)를 포함한 역계통 실시간 감시  

보호, 제어기술로(Wide-Area Monitoring, Protection And 

Control, WAMPAC) 확 되어 개발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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