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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area’s Voltage Stability Analysis which use the Real Time Voltage Stability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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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se days people use a lot of electric power, because industry advancement and a standard of living is 

elevated. So voltage stability analysis and control problems are very important in these days. U.S.A has already 

developed voltage stability analysis program, and use it on power transmission scheme such as generator overhaul, 

transmission line off and so on. So voltage stability analysis is more and more interested in Korea, too.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tandard theory of voltage stability analysis and real time voltage stability analysis program that use 

sPMU(Satellite Phasor Measurement Unit). And we also introduce the calculation result about voltage stability in Jeju 

power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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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수 의 향상으로 력수요가 

지속 으로 증 되고 있다. 이 게 증 되는 력수요에 맞

춰 발 사는 항시 비 력을 보유해야 된다. 증가하는 

력수요에 맞게 비 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발 소를 건

설하여야 되는데, 일반 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이나 도심 근처에 발 소를 건설하면, 송 손실에서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역이기주의, 환경단체 반발, 연료 공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인구 집지역인 수도권이나 도심 

근처에 발 소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 소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최근 발생한 일

본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 소 고리 1호기의 문

제등으로 원자력 발 소의 건설에 상당히 부정 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 소를 수도권과 멀

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건설하게 되면 융통선로의 조류가 증

가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 융통선로 조류의 증가는 력계

통의 무효 력 불균형을 래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압붕괴 상을 발생시켜 역정 이 발생할 수도 있

다. 미국에서는 1996년 리포니아 역정  사고, 2003년 8

월 14일 미국 북동부에서 발생한 역정  등으로 인해 

압안정도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된 

로그램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1-5].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압안정도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 제주지역에 sPMU(Satellite 

Phasor Measurement Unit)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제주지역 

력계통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고, 개발한 실시간 압안정

도 계산 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압안정도 정보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력연구원에 설치

된 동기 성장치와 한  사내 OA망을 통해서 제주권 변

소에 설치된 sPMU를 이용해 제주지역의 계통정보를 실시

간으로 가져와 해석 엔진을 구동하여, 압안정도, 상정사고

해석, 불평형률, 송 손실률, 과부하등의 계산을 수행한 결과

를 보여 다.

2. 본  론

2.1 동기 상 측정 장치

국내에서 개발한 sPMU(Satellite Phasor Measurement 

Unit)는 계통의 주요 모선 송/수 단의 압, 류 소스를 

입력 받아 GPS 성에서 수신한 시간정보와 동기신호

(1PPS : 1 Pulse per second)를 이용해 시각동기 (Time 

Synchronization)와 함께 동기 상(Synchro Phasor)을 계

측해, 상  데이터 수집 장치(DB server)로 성망과 지상

망(OA 망) 양방향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하는 기능을 가

진 장치이다. 그림 1은 동기 성장치와 사내 OA망을 통해

서 제주권 변 소에 설치된 sPMU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

여 해석엔진의 알고리즘을 구동하여, 압안정도, 상정사고

해석, 불평형률, 송 손실률, 과부하등을 알 수 있도록 구

하 다.

   

2.2 압안정도(Voltage Stability)

2.2.1 압안정도 개요

압안정도란 부하의 압 특성에 의한 수 단 압의 일

정 여부를 취 하는 것으로 국부 인 특성이 있으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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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기 상 측정 장치 개념도

Fig. 1 Basic concept of sPMU

력과 압과의 계에 기인한다. 한, 력시스템의 기 

운 조건에 물리 인 외란이 가해질 경우에 모든 모선이 일

정한 압을 유지하기 한 력시스템의 능력을 말한다. 

압불안정(Voltage Instability)은 부하증가나 력시스템에

서의 변화와 같은 외란 발생의 경우에 일어난다[7, 8]. 

2.2.2 압불안정 사례

압 불안정은 보통 규모 정 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

은데, 다음은 압불안정으로 발생한 규모 정 들이다.

· New York Power Pool disturbances of Sep 1970

· Florida system disturbance of Dec 1982, May 1985

· French system disturbances of Dec 1978, Jan 1987

· Northern Belgium system disturbance of Aug 1982

· Swedish system disturbance of Dec 1983

· Japanese system disturbance of July 1987

· WSCC July 1996

· New York and Canada blackout of Aug 2003[8]

2.2.3 압안정도에 향을 주는 인자들

압불안정은 주로 무효 력의 평형이 맞지 않거나 압 

제어를 제 로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압안정도에 향을 

미치는 표 인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8].

· 력 송 네트워크의 여유도

· 압조정기에 조 능력 불충분

· 부하시의 압강하

· 력 송 벨

· 발 기의 무효 력과 압 조정 한계

· 부하 특성

· 배  시스템의 압 조  장치와 변 소 변압기의 텝   

    체인 의 응답

· 무효 력 보상기의 특성

정상운  상태와 비정상운  상태하에서 압안정도를 유

지하기 한 력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하기 해 모선의 

압 붕괴 을 확인하거나, 가능한 최  력 송량을 계산하

고, 한 무효 력 보상설비의 보상량  네트워크에서의 

무효 력 보상설비의 향을 검토한다[8].

  

2.3 압안정도 계산 

2.3.1 압안정도 해석법

Off-Line에서 압안정도를 별하는 해석법으로 크게 

PV해석과 QV해석을 수행한다. PV해석은 부하의 유효 력

(P)과 압(V) 계를 도시하여 임계 (Critical Point)을 확

인함으로써 가능한 운 조건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정도 단에 있어  dV/dP 값이 0보다 작으면 안정하고, 0

보다 크면 불안하다. 그림 2의 임계  상  부분만이 안

한 운 이 된다.

그림 2 PV 곡선[9]

Fig.  2 PV Curve[9]

최근에는 력계통 체의 압 무효 력을 앙의 

소 등에서 집 으로 제어하는 종합제어시스템(QVC)이 개

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계선의 유·무효 력 조류, 주요

지 의 압, 무효 력 등을 미리 정해진 감시 의 정보  

제어 상인 발 기의 무효 력, 조상설비의 투입상황, 

OLTC의 탭 치 등의 정보에 의거해서 감시  압  연

계선의 무효 력 조류를 목표 범 내에 유지하면서 송  손

실이 최소가 되도록 종합 으로 자동제어하고 있다. QV해

석은 부하의 무효 력(Q)과 압(V) 계를 도시하여 가능한 

운 조건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정도 단에 있

어 dQ/dV 값이 0보다 크면 안정하고, 0보다 작으면 불안정

하며, 0인 지 은 안정도의 한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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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V 곡선[9]

Fig.  3 QV Curve[9]

2.3.2 압안정도 계산 기법

압안정도 계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반복 

조류계산 법은 재 부하량에서 압 붕괴 까지 조류계산

을 반복하여 최  공 력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연속 조류

계산 법은 재의 해로부터 다음해를 측(Predictor)하는 

과정과, 이 값을 통해 정확한 값을 찾는 수정(Corrector)과

정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최 화 기법이 있다. 이 기법

은 재의 시 에서 붕괴되는 시 을 한 번에 찾는 기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 조류계산 법을 이용한 압안정도 

계산을 수행하 다.  

반복 조류계산을 수행하기 해서는 력 조류 방정식을 

구성해야 되고, 계통에 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력계통에

서 모선은 발 기, 콘덴서뱅크(무효 력 보상기), 부하가 연

결되는 분기 으로서 그림 4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일

반 으로 콘덴서 뱅크는 발 기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므로 

모선은 콘덴서 뱅크를 포함한 발 기와 부하로 구성되어 있

다고 고려할 수 있다.

B U S

D

B U S

G

SB = PB + jQB

SG = PG + jQG
SD = PD + jQDSC =  jQC

그림 4 모선의 모델링

Fig. 4 Modeling of Bus

압안정도 실행주기에서 최 에 실행하는 해석을 Base 

Case 해석이라고 하고 기본 으로 조류계산을 수행한다. 보

통 (1), (2)와 같은 모선의 력방정식을 풀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수렴응답 특성이 빠르고 정확한 뉴턴-랍슨법을 사용

하도록 한다. 뉴턴-랍슨 조류계산법은 (3)과 같은 력방정

식의 편차에 해 자코비안 역행렬 연산을 반복하여 수행하

게 된다.

  
  



 cos sin        (1)

  
  



 cos s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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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뉴턴-랍슨법을 이용한 Base Case 해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

다.

①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구성

계통의 연결 상태에 따라서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성한

다.

② 슬랙모선 지정

용량이 가장 큰 발 모선을 술랙모선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발 모선들은 압지정모선으로 정한다.

③ 력방정식 계산 

(1), (2)와 같은 력방정식을 계산한다.

④ 편차 방정식 계산

모선 력의 편차 방정식은 (4)와 같이 주어지며 이를 계산

하면 된다.

∆   ∙
 

∙ 
  




 ∙ 



   (4)

⑤ 자코비안 행렬 계산

⑥ 변수 편차 계산

(3)을 이용하여 변수 편차를 계산한다. 이때 수정된 압의 

크기와 상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5)

 ∆    (6)

⑦ 변수값 갱신

  수정된 압의 크기와 상각을 이용하여 ④의 력편차 

방정식을 계산하여 수렴하는가를 단하고 수렴하지 않으면 

수정된 압의 크기와 상각을 이용하여 ⑤부터 다시 반복

한다.

  식 (1)∼(6)을 용한 조류계산엔진을 개발하 고, 개발된 

엔진을 통해 제주지역 조류계산을 수행하 다. 우선 제주지

역을 약 25모선으로 분리해서 Topology를 정립하고, sPMU

를 통해서 각 모선의 압, 류의 크기  상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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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시간 압안정도 계산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of real time voltage stability analysis

를 얻어와 조류계산을 수행하 다. 아래 표 1에서 본 로

그램에서 용한 조류계산엔진과 조류계산 표 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는 Siemens PTI社의 PSS/E를 이용해서 조류

계산한 결과값을 비교하 다.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0.1%내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로그램에 용된 조류계산 엔진의 정확성이 입증되었

다.

표 1 조류계산 결과 비교

Table 1 Result of power flow calculation

2.4 압안정도 수행 알고리즘

 압안정도를 계산하기 해 우선 제주지역 재 상태의 

조류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조류계산을 수행하기 

해서는 제주지역 계통을 구성해야 된다. 따라서 제주지역 

Topology가 장되어 있는 Static Data를 취득해 제주지역 

계통을 정립하고, 재 sPMU에서 취득되고 있는 Dynamic 

Data를 얻어 조류계산을 수행한다. 기 상태 조류계산이 

발산 할 경우 압안정도 계산을 수행할 수 없다. 기 조

류계산이 발산한다는 것은 재 제주지역의 계통이 이미 붕

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기 조류계산이 수렴하게 되면 발 량과 부하를 조 씩 늘

려서 계산하는 반복조류계산 법을 용해 제주지역 압안

정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압 반 과 붕괴 을 기록

하고 반복 조류계산을 수행하 을 때 발산하는 지 을 찾아 

붕괴 으로 기록하고, 재 과 붕괴 과의 차를 이용해 여

유도를 계산한다. 

2.5 제주지역 압안정도 계산 결과 

제주지역 압, 류의 크기  상 등의 정보를 sPMU

를 통해 받고, 그림 5에서 소개된 압안정도 계산 알고리즘

을 용해 제주지역 압안정도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6

과 표 2는 압안정도 계산 결과를 보여 다. 압안정도 

계산 수행은 발 과 부하량을 약 2%정도 증가시켜서 수행

하 고, 그림 6과 표 2에서는 약 20% 단 로 나눠서 표 하

다. 그림 6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부하량과 발 량을 

계속 증가시킴에 따라 모선의 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계통에서 P값이 증가함에 따라 V

값이  떨어지는 형 인 모습을 보여 다고 할 수 있

다. 제주 지역 압안정도 계산에서는 약 120%의 부하  

발 량 상승 즉 119MW 정도의 기 상태에서 262MW정도

로 부하와 발 량을 증가 시켰을 때 제주지역의 압이 붕

괴되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6 압안정도 계산 결과 그래

Fig. 6 Graph of voltage stability analysis result in Jeju



Trans. KIEE. Vol. 61, No. 10, OCT, 2012

실시간 압안정도 로그램을 이용한 제주지역 압안정도                1391

표 2 제주지역 압안정도 계산 결과

Table 2 Result of voltage stability analysis in Jeju

2.6 압안정도 결과 화면 

그림 7과 그림 8은 실제 로그램의 계산 결과 화면이다. 

그림 7에서는 재 제주계통의 압안정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8은 제주지역 상정고장(N-1, N-2 선로 상정고

장)을 가정하고 압안정도 계산을 수행하 을 경우의 상태

를 보여 다. 그림 7에서 녹색 부분은 안정된 상태, 노란색 

부분은 압 반 상태, 빨간색은 붕괴 을 보여주고 검은색 

실선은 재 제주지역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 제주지역의 상태(검은색 실선)가 모두 녹색부

분에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림 8에서 

상정고장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압안정도에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실시간 압안정도 계산 화면

Fig. 7 Real time voltage stability analysis view

그림 8 상정사고 시 압안정도 계산 화면

Fig. 8 Voltage stability analysis view in contingence case

3. 결  론

본 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제주지역 압안정도 계산, 

상정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제주지역 압안정도 계산을 수

행하 다. 재 상태의 제주지역 압안정도 계산을 수행 

하 을 경우에는 여유도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

만 조류가 많이 통과하는 N-1 상정고장 성산-조천, 성산-한

라의 선로를 끊었을 경우 N-2 상정고장 동제주-산지, 안덕-

남제주의 선로를 끊고 상정고장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여유

도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로그램

을 통해서 여유도가 부족한 경우를 찾아내고 처 방안을 

마련한다면 압 붕괴를 통한 역정 을 막을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향후 제주지역이 아닌 육지계통에서도 

압안정도와 상정사고를 해석하는데 활용하면 압붕괴로 인

한 역정 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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