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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EPCO proposes enhanced voltage management system that is a coordinate voltage control system between 

the hierarchical voltage control system and the slow voltage control system. It has been installing in Jeju island. VMS 

consists of a master controller, CVC (Continuous Voltage Controller) and DVC (Discrete Voltage Controller). CVC 

consists of main controller, FDMU (Field Data Measurement Unit) and  several RPDs (Reactive Power Dispatcher). CVC 

has a control scheme with AVRs of generator to maintain the voltage of a pilot bus in a power system, DVC has a 

control scheme with static reactive power sources, like a shunt capacitor, a shunt reactor, ULTC and so on,  to maintain 

the reactive power reserve of a power system and a master controller is executed to recover reactive power margin of a 

power system through coordinated control between CVC and D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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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기의 발명 이후 최근까지 력산업의 발 은 꾸 하게 

증가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기를 공 하는 사업자

가 늘어나는 소비자의 수요를 미리 측하고 처하여 공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 소  송 선로의 건설 등 규모 투자를 동반

하는 경우가 많아 한 시기에  신규공 설비의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동안은 수요와 공 의 균형에 을 

맞춘 유효 력 공  주의 력계통의 계획  운 이 이

루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한 문제는 력계통의 

주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해서 규

모 발 단지의 신설   주 수 문제에 비하기 한 

주 수 차단 설비의 운 이 주를 이루었다. 소비자들도 

기의 질보다는 충분한 공 을 통하여 정 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 다.

그러나 차 수요의 증가가 정 에 이르러 더 이상 늘어

나지 않게 되고 고소득의 높은 삶의 질을 하는 선진국

들을 시작으로 생활주변에 더 많은 가 제품과 기, 자제

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도 공 되는 

기의 양보다 단 없이 공 되는 질 좋은 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실제로 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제품들은 

일정한 범 의 압 내에서만 정상동작을 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공 자들

도 압 등이 일정한 기 을 유지하는 기 품질에 심을 

갖게 되었다. 일정한 압을 유지하기 해서는 무효 력의 

안정  공 이 필수 이다.

더구나 근래에 발생하고 규모 정 사고의 원인 에 하

나가 효과 인 무효 력원의 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무효 력 리에 한 심이 더

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발 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형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인식도 과거와 같지 않고 차 선진국과 

같게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원거리에 치한 규모 원 단에서 수도권으로 많은 

양의 력을 수송하면서 발생하는 무효 력 수 불균형에 

의한 압불안정 문제를 항시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진은 오랜 기간 

기 연구를 진행해 오던 ,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운  

인 압/무효 력 리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고 2005년 

력IT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 력계통 무효 력 리시스

템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력IT 과제를 통하여 지난 4년여 동안 개

발된 압 리시스템에 하여 소개하고 2009년부터 시범사

업지역에 설치 인 시제품의 제작  설치과정과 Test-Bed

를 통하여 실시된 실증시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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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력계통 압/무효 력 리의 개요

세계 으로 연구개발  실 계통 용을 통하여 운 이 

이루어지고 있는 압  무효 력 제어 방법은 1980년 

부터 유럽에서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재 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운  인 계층  압제어시스템(hierarchical 

Voltage Control System)과 북미지역을 심으로 연구개발

이 진행 인 체계통 데이터를 입력받아 한 번에 압/무

효 력 제어를 실시하는 Slow Voltage Control 는 역계

통 압/무효 력 제어 시스템으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1980년  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랑스, 이탈리아 

등지에 재 실 계통에 용되고 있는 계층  압제어시스

템의 시작은 압과 무효 력이 서로 한 계를 갖고 

있다는 에서 무효 력 제어를 통하여 계통의 압을 제어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 다. 이미 잘 알고 있듯

이 력계통에서 유효 력은 주 수와 무효 력은 압과 

한 계를 갖고 서로 그 향을 주고받고 있다. 다만, 

다른 은 유효 력과 주 수의 경우 체 계통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이지만, 무효 력과 압의 경우 지역 으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감도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동일한 압특성을 갖는 모선

들을 기 으로 력계통을 여러 개의 압제어지역으로 구

분하고 각각의 압제어지역 내에서 해당 압제어지역의 

압특성을 가장 잘 반 하는 모선을 표모선으로 선정한

다. 그리고 해당 표모선의 압제어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발 기들을 제어 상 발 기로 선정한다. 계층  압

제어는 이 게 선정된 표모선과 제어 상발 기들을 통하

여 체계통의 압을 제어하게 된다. 제어 상발 기들의 

단자 압을 승압변압기 2차 측 압을 기 으로 제어하는 

제어동작을 1차  압제어, 표모선의 압을 감시하여 운

자가 설정한 기 압으로 제어하기 해 제어 상발 기

의 단자 압을 조정하는 2차  압제어, 각 표모선의 기

압의 조정을 통하여 체 계통의 압/무효 력을 제어

하는 3차  압제어로 구성된다.

그림 1  계층  압제어의 개념

Fig. 1  Concept of Hierarchical Voltage Control

계층  압제어의 가장 큰 장 은 제어지역의 구분과 제

어 발 기의 선정을 통해, 부분 인 계통 정보만을 이용하여 

비교  간단한 방법(잘 알려진 자동제어의 피드백 제어이

론)으로 체계통의 압 리가 가능하며, 력계통에 존재

하는 가장 강력한 무효 력원인 발 기 제어를 통하여 빠른 

제어효과가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무효 력과 압을 제어하기 한 제어 상 기기가 

발 기로 한정되어 있으며, 압제어지역을 구분하고 표모

선의 선정, 제어 상발 기의 선정과정이 복잡한 력계통일 

경우 쉽게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을 갖고 있다.[1],[2],[3] 

그림 1은 계층  압제어방법의 개요를 나타낸 그림이다.

부분 인 계통정보를 이용하여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는 

계층  압제어방식에 비하여 Slow Voltage Control 방식

의 경우 SCADA/EMS 시스템을 통하여 취득되는 체계통

의 조류계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 화 등의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역계통의 압/무효 력 수  불균형 해소를 

한 제어방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계통의 운

자는 계통 운 을 한 목  함수를 설정한다. 이 목  

함수에는 계통의 압, 송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러한 목  함수와 함께 제어 상 기기들의 비용과 같은 제

약 비용을 입력한다. 알고리즘은 SCADA/EMS를 통하여 입

력된 조류계산데이터와 운 자에 의해서 입력된 목 함수와 

제약비용을 이용하여 체계통의 압/무효 력 리를 

한 운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Slow Voltage Control의 장 은 제어가능한 모든 제어기

들을 포함한 운  방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SCADA/EMS를 통한 조류계산데이터

의 입력이 필요하며, 복잡한 수치해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계통 사고와 같은 과도상태에 하여 신속한 처가 어려운 

단 이 있다.[4],[5] 

그림 2는 Slow Voltage Control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Slow Voltage Control의 개념

Fig. 2  Concept of Slow Voltage Control

이에 본 연구진은 계층  압제어가 갖고 있는 신속한 

제어와 간결한 구조 그리고 Slow Voltage Control의 수치해

석을 통한 역계통 제어의 장 을 수용한 한국형 압 리 

시스템의 개발을 결정하고 속응형 압제어기(CVC, Continuous 

Voltage Controller)와 정지형 압제어기(Discrete Voltage 

Controller), 그리고 두개의 제어 모듈을 조 제어하는 앙

장치로 구성된 력계통 압 리시스템(VMS, Voltage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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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 리시스템의 개발

한국형 압 리시스템은 발 기와 정지형 무효 력원을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계층  압제어방법에

서 언 한 발 기 제어의 역할은 CVC가 담당을 하며, 조상

설비 등의 무효 력원은 DVC가 담당하게 된다. 주제어기의 

경우 CVC와 DVC의 조를 담당하고 있다.[6]

3.1  속응형 압제 어 기

계층  압제어시스템과 유사한 동작특성을 갖는 속응형 

압제어기(CVC, Continuous Voltage Controller)는 표모

선의 압을 감시하는 장정보 취득 장치(FDMU, Field 

Data Measurement Unit), 실제 발 기나 FACTS의 단자

압을 제어하는 무효 력분배기(RPD, Reactive Power 

Dispatcher)와 압 리시스템 앙장치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 RPD에 무효 력 출력량을 하달하는 앙제어기로 구성

되어있다. 

하나의 압제어지역을 담당하는 CVC의 동작순서는 다

음과 같다. 

CVC는 미리 선정된 압제어지역에 각각 하나씩 설치된

다. CVC는 FDMU로부터 취득된 표모선 압과 운 자에 

의해 미리 선정된 기  압의 오차를 입력받는다. 입력된 

오차는 비례제어기와 분제어기를 거쳐 표모선의 압 

유지를 하여 제어 상발 기들이 출력해야 할 무효 력의 

값 Q_level을 출력한다. 여기서 Q_level이 갖는 의미는 해당 

발 기의 무효 력 출력한계를 기 으로 출력해야 하는 %

값을 의미한다. 즉 100MVar의 무효 력 출력한계를 갖는 

발 기가 Q_level 50%의 지령을 받을 경우 이 발 기는 

50MVar의 무효 력을 출력해야 한다. 이러한 Q_level을 입

력받은 RPD는 이 신호를 다시 단자 압의 입력신호로 변경

하여 발 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 AVR(Automatic Voltage 

Controller)에 입력하게 된다. 

그림 3 CVC의 동작 개념도

Fig. 3 Conceptual diagram of CVC operation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CVC는 표모선의 압의 

오차에 따라 개별 제어 상발 기의 무효 력 출력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하여 력계통의 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다. 그림 3은 CVC의 동작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3.2  정지 형 압제 어 기

Slow Voltage Control시스템과 유사한 동작특성을 갖는 

DVC는 SCADA/EMS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 화기반의 수

치해석을 통해 력계통의 압/무효 력제어를 한 제어

기기를 선정하고 제어를 실시한다. 기존의 Slow Voltage 

Control 시스템과 다른 은 DVC는 발 기제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형 압 리시스템 VMS에서는 발

기제어는 CVC가 담당하게 되고, DVC는 정지형 무효 력

원, 즉 조상설비, 변압기 텝 등의 제어만 담당하며, 앙장치

의 제어에 따라 속응형 제어기와 조제어를 실시하게 된

다. 그림 4는 DVC 알고리즘의 수행순서를 나타낸 순서도이

다.

그림 4  DVC의 동작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DVC operation

3.3 주제 어 기

주제어기 에는 표모선의 압기 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과 CVC와 DVC의 조제어를 담당하는 조제어 알고리즘

을 포함하고 있다. 

표모선의 기 압은 최 화기반의 수치해석 방법과 운

자의 경험에 의한 수동 입력 방법의 2가지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 수치 해석방법은 계통의 손실 감을 한 표모선

의 기 압을 최 화 기반의 수치해석과정을 통하여 운

자에게 제공한다. 운 자는 수치해석 결과와 그 동안 축

된 계통 운 경험을 비교하여 표모선 기 압을 선택하

게 된다.

CVC와 DVC의 조제어를 담당하는 조제어 알고리즘

은 계통의 순동무효 력 여유를 확보하기 하여 동작하게 

된다. CVC의 동작으로 운 자가 설정한 무효 력 여유 범

를 벗어나게 되면 DVC가 동작하여 순동무효 력 여유를 

복구하게 된다. 조제어 알고리즘의 동작순서는 다음과 같

다. 

운 자는 계통을 안정하게 운 하기 한 한 순동 무

효 력 여유를 결정하고 주제어기에 입력한다. 부하증가, 선

로사고 등의 외란에 의하여 표모선 압이 변동하게  되

면 먼  CVC가 동작하여 계통의 압을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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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동작으로  계통의 순동무효 력여유가 변동하게 되어 

운 자가 설정한 기 을 벗어나게 되면 조제어 알고리즘

은 DVC에 동작지령을 주게 된다. DVC는 SCADA/EMS로

부터 취득한 조류계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통의 순동 무효

력 여유 회복을 한 정지형 무효 력원 투입량을 계산하

고 투입 제어기기를 선택한다. 선택된 제어기들은 계통의 

과 압 는 압을 방지하기 하여 순차 으로 계통에 

투입된다. DVC에 의해 정지형 무효 력원이 투입되면 CVC

가 다시 동작하여 순동무효 력 여유를 회복하게 된다. 그

림 5는 조제어 알고리즘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5  주제어기 조제어의 개요

Fig. 5  Conceptual diagram of coordination control scheme 

4 . 장설치

과제 시작 기에는 개발될 VMS의 실증시험을 하여 

육지계통을 상으로 시범사업지역을 설정하고자 하 다. 

그러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 에서 연계 계통간의 간섭 등 발생 가능한 문제 들을 

고려할 때 육지 계통에 한 용은 치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마침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한 시범사업지역

의 선정과 독립된 압제어지역으로 연계 계통과의 간섭

상을 사 에 방할 수 있는 제주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4 .1  시범사업지 역의 압특성분석

VMS의 설치를 하여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지

역의 표모선  제어 상발 기를 구하기 하여 제주계

통의 압특성을 실시하 다. 제주지역은 HVDC 연계선로

로 육지와 연계되어 있어, 압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독립된 압제어지역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력계통의 조류계산 방정식을 변형하여 부하모선의 압

과 부하모선의 무효 력 변화의 계식으로부터 계산된 감

도정보를 통하여 감도 값이 가장 작은 모선을 표모선으로 

선정하고, 이때 표모선과 발 모선의 감도 정보를 통하여 

표모선의 압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발 기들을 

제어 상 발 기로 선정한다.

표 1과 표 2는 각각 제주지역 부하모선들과 발 모선들의 

감도해석 결과이다. 해석 결과 기  값으로부터 감도가 가

장 작은 제주TP 모선이 표모선으로 선정되었다. 제어 상 

발 기는 표모선 압변동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발 기 

무효 력 출력과의 계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감도가 클

수록 효과 인 발 기로 실 계통 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주화력 2, 3호기와 남제주화력 3, 4호기가 선정되었다. 

각정렬모선 표모선선정

모선번호 모선명 감도 모선번호 모선명 감도

120 제주TP 0.0192 120 제주TP 1

130 동제주 0.0202 220 산지 0.9816

220 산지 0.0220 130 동제주 0.9816

170 남제주TP 0.0228 350 조천 0.9663

160 안덕 0.0234 200 성산 0.849

140 신제주 0.0265 140 신제주 0.7985

350 조천 0.0376 210 표선 0.7767

150 한림CC 0.0389 190 한라 0.6592

330 한림 0.0389 180 신서귀 0.5745

190 한라 0.0431 150 한림CC 0.5261

180 신서귀 0.0487 330 한림 0.5261

210 표선 0.0575 160 안덕 0.4824

200 성산 0.0689 170 남제주TP 0.4419

표   1  2010년 제주지역 부하모선들의 감도해석 결과

T able 1 Sensitivity analysis result of load buses in 2010 

Jeju power system

모선번호 모선명 감도

20152 한림GT#2 0.48456

20151 한림GT#1 0.48456

20124 제주TP2 0.48812

20122 제주GT3 0.49744

20121 제주GT1,2 0.49744

20125 제주TP3 0.49744

20126 제주DP1 0.50276

20127 제주DP2 0.50276

20173 S제주TP3 0.50512

20174 S제주TP4 0.50512

20178 S제주D34 0.51053

20176 S제주D12 0.51053

표   2  2010년 제주지역 발 기들의 감도해석 결과

T able 2 Sensitivity analysis result of generation buses in 

2010 Jeju power system 

4 .2  압 리시스템 장설치

에서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VMS 시제품의 

설치를 한 공사설계를 진행하 다. 

VMS의 주제어기는 력거래소 제주지사, 표모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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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감시하는 FDMU는 제주변환소, 발 기 제어를 담당하

는 RPD는 제주화력과 남제주화력에 설치하 다. 주제어기와 

각 단말의 연결은 E1  통신 용회선을 통하여 구축하

다. 

주제어기  각 단말은 GPS 신호를 통하여 력정보의 

감시  제어신호 인가 시 모든 데이터에 시간정보를 추가

하여 개별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 공간에 장하여 

VMS의 실증시험 간 효과 분석  만약의 고장이나 사고 

시 원인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6은 VMS의 시범사업지역 설치 개념도 이다.

그림 6 VMS 시범사업지역 설치 개념도

Fig. 6 Installation plan of VMS in Jeju island 

4 .2 .1  FDMU 설치

FDMU는 표모선의 압을 감시하기 한 측정 장비이

다. 시범사업지역에서는 표모선으로 제주TP 모선이 선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FDMU는 제주변환소의 배 반에 설치

되었다. FDMU는 제주 TP #1, #2 모선의 계측 PT로부터 3

상 압을 입력받아 표모선 압을 계산하고 GPS 시간 

TAG을 추가하여 주제어기로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7은 

FDMU의 구성  설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FDMU의 구성  장설치 개념도

Fig. 7 Conceptual diagram of FDMU composition and 

Installation

4 .2 .2  RPD 설치

RPD는 CVC 주제어기의 연산결과로 출력된 Q_level을 

입력받아 제어 상발 기들의 재 무효 력 출력과 비교하

여 표모선 압의 제어를 한 발 기 단자 압 조정신호

를 출력하여 실제로 발 기의 AVR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시범사업지역의 제어 상 발 기는 제주화력 기력 2, 3호

기와 남제주화력 3, 4호기로 결정되었으며 각각 RPD 1과 

RPD 2가 제주화력과 남제주화력 배 반에 설치되었다. 각

각의 RPD는 VMS가 수행하는 발 기 단자 압 제어동작 

외에 발 기와 AVR 상태, 인  계통 외란, RPD의 H/W와 

S/W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오동작을 방할 

수 있는 보호로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은 RPD의 구성 

 설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RPD의 구성  장설치 개념도

Fig. 8 Conceptual diagram of RPD composition and 

installation

4 .2 .3 VMS 주제 어 기  설치

VMS 주제어기는 CVC와 DVC, 표모선의 기 압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CVC와 DVC의 조제어를 담당하는 알

고리즘 그리고 SCADA/EMS와 연계하여 조류계산 데이터

를 입력받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압제어지역의 상황을 악하고 압/무효 력 제어를 

한 제어 상 발 기  정지형 무효 력원의 제어 그리고 

SCADA/EMS 연계를 하여 VMS 주제어기는 지역 소

(RCC, Regional Control Center) 는 그와 동등하거나 이

상의 기능을 갖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지역인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기 을 만족하는 곳은 력거래소 제

주지사로 VMS 주제어기는 력거래소 제주지사에 설치되

었다. 주제어기는 FDMU, RPD 등 모든 구성요소의 동작 상

태를 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하  구성요소에 한 제어도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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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벤트 상황을 ORACLE DB를 통하여 운 자가 요

구한 기간 동안 감시,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9는 주제어기의 구성  설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주제어기의 구성  장설치 개념도

Fig. 9 Conceptual diagram of Main controller composition 

and installation

4 .2 .4  통신망 구 성

주제어기와 FDMU, RPD는 각각 원거리에 치하여 실시

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제어동작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

다. 이를 해서는 감시정보  제어지령의 송을 하여 

상당한 속도의 통신 방법을 구축해야만 한다. 시범사업지역

에서는 이를 하여 E1 의 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각 제

어기간에 통신망을 구축하 다. 그림 10은 VMS 운 을 

한 시범사업지역의 통신망 구성 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0  VMS의 통신망 구성

Fig. 1 0  Communication plan of VMS

5 . T est- Bed를 이용한 실증시험

력산업의 보수 인 특성상 효과와 안 성이 입증 되지 

않은 신규설비의 실 계통 설치 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객에게 끊임없이 기를 공 해야 하는 의무를 갖

고 있는 력회사의 입장에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비

의 실 계통 설치는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 에 처하기 하여 실제 력계통 상을 정

하게 재 할 수 있는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or)를 이용하여 개발된 VMS를 연계하여 

Closed-Loop 실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Test-Bed를 구축

하고 실 계통 설치 에 실증시험을 실시하 다.

5 .1  T est- Bed의 구 성

RTDS는 자기과도 상까지 정 하게 재 이 가능한 디

지털 시뮬 이터로 력계통의 동 상을 실제와 매우 흡

사하게 재 할 수 있으며, 기본 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인터

페이스 모듈을 이용하여 외부제어기기와 Closed Loop 연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 을 

이용하여 보호계 기 등의 동작 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RTDS의 특성과 그 동안 규모 계

통의 모의 등 연구진이 축 한 연구경험을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VMS의 실증시험을 한 Test-Bed를 구축하 다. 

Test-Bed는 모두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실제 계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RTDS와 

RTDS의 모의 결과를 취득하여 감시화면을 구성하는 

Monitoring System 기능과 SCADA/EMS와 같이 조류계산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Database Sever, 그리

고 실제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VMS의 제어기로 구성된다. 

Test-Bed 구축을 하여 구성된 제주 계통은 HVDC, 발

기의 OXL, ULTC 등이 모두 포함하여 모델링 되었다. Data 

Base Server는 시뮬 이터와 UDP SIM Protocol 규약으로 

정의된 형태로 시뮬 이션 결과  제어지령을 주고 받는 

다. RTDS에서 사 에 정의된 통신 규약, 를 들어 제주

TP 모선의 압을 감시하고 자 할 경우 사 에 RTDS 내

부에 모의된 제주TP모선(모선번호 120)의 모선 압의 변수

명을 ‘120V'와 같이 정의 하면 Data Base Server는 해당 변

수의 정보를 읽어 들여 장하고 조류계산데이터로 표 한

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요한 력계통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으며, 외부 알고리즘을 통해 연

산된 제어지령을 송할 수 있다. 반면 RTDS와 VMS 제어

기와의 연결은 기본 으로 제공되는 RTDS의 아날로그, 디

지털 I/O 기기들을 이용하여 연결되어있다. 그림 11은 

Test-Bed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1  Test-Bed 구성도

Fig. 1 1  Conceptual diagram of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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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T est- Bed를 이용한 VMS 특성시험

구성된 Test-Bed를 이용하여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한 실증시험을 실시하 다. Test-Bed를 이용한 실증시험

은 실제 계통에 개발된 VMS 제어기를 설치, 운 하는 과정

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모선의 기 압을 변경하는 경우와 계

통의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 그리고 CVC와 DVC의 조제

어 동작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5 .2 .1  표모 선  기 압의 변화

첫 번째 실증 시험은 표모선의 기  압을 변경하 을 

때 개발된 VMS의 동작으로 표모선의 압 제어 결과 확

인이었다. 그림 12는 표모선 설정 값이 변화하 을 때 

VMS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표모선의 기  압(빨간

색)을 낮게 변경하면 표모선 압 유지를 하여 Q_level

(노란색) 역시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결과 

표모선의 실제 압(녹색)이 표모선 기 압(빨간색) 변

화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제어 상 

발 기들은 압 유지를 하여 무효 력 출력이 감소하여 

순동 무효 력 여유(보라색, 주황색)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2  표모선의 기  값 변동 시 VMS의 동작효과

Fig. 1 2 Operation result of VMS when pilot bus reference 

value is changed

5 .2 .2  부 하 변동  시 CVC의 응동

다음은 계통의 부하 변동 시 CVC의 동작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13은 력계통의 부하가 변동 하 을 때 VMS

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시범사업지역 체 계통의 부하

를 임의로 2번 증가 시키고 다시 2번 감소시켜 원상 복귀시

키는 시나리오를 용하 다. 부하의 변화에 따라 표모선

의 압(녹색)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설정되

어 있는 VMS의 표모선 기 압(빨간색)은 변동이 없어, 

표모선의 압을 유지한기 하여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Q_level(노란색)에 따라 제어 상 발 기들의 무효 력 출력

이 변화하여 표모선의 압(녹색)이 기 압(빨간색)을 

따라 회복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3 VMS가 설치된 계통에서의 부하변화 시 표모선 

압감시 결과

Fig. 1 3 Changing of pilot bus voltage value with VMS 

during load fluctuation

반면 그림 14는 VMS가 설치되지 않은 계통에서 부하가 

변동 하 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과 마찬가지로 부

하의 변동에 따라 표모선의 압(녹색)이 변화하지만 

VMS의 제어동작이 없어 부하변동 의 압 값으로 회복

하지 못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4 VMS가 설치되지 않은 계통에서 부하변화 시 표

모선 압 감시 결과

Fig. 1 4 Changing of pilot bus voltage value without VMS 

during load fluctuation

5 .2 .3 부 하 변동  시 CVC,  DVC의 조 제 어

마지막으로 그림 15는 VMS의 조제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표모선의 압(녹색)이 

하강하지만 곧 VMS의 CVC가 동작하여 Q_level(노란색)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계통에 무효 력이 충분히 공 되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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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표모선의 압(녹색)이 기 압(빨간색)을 따라 회

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어 상 발

기들의 무효 력 출력이 변화하여 순동무효 력 여유 역시

(보라색) 감소하 지만 잠시 후 DVC가 동작하여 계통 내에 

조상설비들이 투입되어 표모선의 압(녹색)은 계속 유지

되면서 순동무효 력여유(보라색)는 부하증가 이 의 값으

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5  조제어 알고리즘의 동작결과

Fig. 1 5  operation result of coordination control algorithm 

6. 결   론

2005년 력IT라는 새로운 력산업의 패러다임 아래에

서 시작된 본 연구과제도 벌써 마지막 5차년도의 정리시

에 와 있다. 그동안 계층  압제어시스템의 선구자의 이

탈리아의 CESI, Slow Voltage Control 시스템의 권  있는 

연구기 인 미국 WSU와의 공동연구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를 겪으면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재 시범사업지역에 

설치와 실증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제 가 수행되는 5

년의 시간동안 국내외 력산업의 환경도 많이 바 어 이제

는 스마트그리드라는  다른 새로운 환경 아래 놓이게 되

었다. 통 인 력산업에 새로운 IT 기술이 통합되어 스

마트그리드라는 새로운 력산업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었지

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단 없이 고품질

의 력을 공 받기를 원하는 수용가의 요구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산업사회가 고도와 되어가면서 이러한 욕구

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

에서도 압과 기품질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상은 그 로 10~20년 후에는 동남아, 남미 등 재 

개발도상국들로 이어질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개발된 VMS는 력계통

의 압/무효 력 제어와 CVC와 DVC의 조제어를 통하

여 계통의 순동 무효 력 여유 확보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

되었다. 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본 과제는 세계 으로 

심의 상이 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과제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실증운 을 계속하게 정되어 

있다. 앞으로 3~4년 동안의 실증운  단계를 완료하면, 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육지계통을 상으로 확  용을 

실시하고 본격 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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