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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전력계통은 전력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전력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입지의 제한과 사회

적 수용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기들의 집적화와 송전

용량의 부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1]. 특히, 대용량 발

전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765kV 송전선로를 통해 발

전 전력을 수도권의 전력수요 집중지역으로 인출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되어 선로가 탈락될 경우 잔여 

송전용량으로 대규모 발전소의 연계점에서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전력계통의 과도상태 불

안정을 야기 할 수 있음에 따라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이를 

통해 발전 전력을 송전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단지에는 해당 발전

단지 내에 있는 일부 발전기를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발전기 차

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Special Protection System; SPS)를 설치

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규모 발전단지에는 발전

기가 추가로 건설되어짐에도 인근의 송전설비는 확충되지 못하

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에서 

요구되는 송전선로 고장 시 발전기 탈락 대수가 증가되어 이는 

다시 과도상태에서 전력수급의 과도한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계

통 주파수를 기준치 이하로 저하시켜 저주파수 계전기(Under 

Frequency Relay; UFR)의 동작에 의한 전력공급의 지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2],[3]. 따라서 국내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

급방지장치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확보와 

함께 과도상태에서의 주파수도 저주파수 계전기의 동작수준 이상

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발전단지 내 발전기들의 출력을 사전에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발전제약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이는 

결국 국내 전체 발전기들의 급전우선순위를 왜곡 시켜 전력계통 

운영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러한 발전

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영에서의 발전제약은 송전선로의 

탈락 직후 대규모 발전소의 연계점에서 나타나는 발전 전력과 송

전용량간의 과도상태 불균형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에 따라 빠

른 응답으로 전력의 충전과 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는 이러한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조건을 효과적으

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전력계통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통한 발전제약 완

화 효과나 전기저장장치의 다양한 운영전략 및 제어전략에 따른 

과도 안정도 기여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4],[5].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설비의 특성이 기존의 전력설비들

과 상이한 전기저장장치를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

전조건 완화용으로써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주파수조

정용과는 다른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설치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

서는 대규모 발전단지 인출점의 초고압 송전선로 탈락 시 발전단

지 연계점에서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불균형을 발전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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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가속에너지를 

통해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전조건 완화를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 용량을 산정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국내의 동해안 원자력발전

단지와 서해안 화력발전단지의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영에 적용하고 모의해석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전조건 완화를 위한 

전기저장장치 적용

고장파급방지장치는 대규모 발전단지 인출선로 고장 시 사전

에 설정된 일부 발전기를 탈락시킴으로써 가속에너지의 축적을 

방지하여 과도 안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신규 송전설비의 

확충이 제한되고 발전기가 추가 건설되어지는 경우 대규모 발전

단지 인출선로 고장 시 계통안정화를 위해 고장파급방지장치 적

용대상 발전단지의 일부 발전기에 발전제약을 사전에 적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속응성이 우수한 전기저장장치는 대규

모 발전단지 인출선로 고장 시 과도상태 동안 발전기에 축적될 

수 있는 가속에너지를 순시 내에 흡수하여 안정도 확보에 기여함

으로써 계통안정화를 위해 탈락시켜야 하는 발전기의 대수를 줄

이거나 감발운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안정도 해

석 시 유용한 등면적법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2.1 고장파급방지장치 적용을 통한 과도 안정도 확보

765kV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송전선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발전 전력을 송전하지 못하게 되고 잔여선로를 통해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계통의 과도 불안정이 발

생한다. 이때 고장파급방지장치를 적용함으로써 발전 전력과 송

전용량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은 고장파급방

지장치에 의한 과도 안정도 확보를 등면적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고장파급방지장치 적용 전을 살펴보면 해당 발전

단지의 인출선로에 고장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동안 잔여 송전용

량이 부족함에 따라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

게 된다. 즉, 발전단지 내 발전기들의 전기적 출력이 감소됨에 따

라 기계적 입력과의 차가 발생하고 발전기의 회전자가 가속되어 

가속에너지가 축적되어짐에 따라 이를 짧은 시간 내에 해소치 못

할 경우, 계통의 과도 불안정이 발생한다. 반면에 고장파급방지장

치 적용 후에는 고장 지속시간동안 축적된 가속에너지 중 일부 

가속에너지(
′ )를 제거하고 잉여 가속에너지( )가 계통 자체적

으로 해소됨에 따라 잔여 송전용량으로도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과도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2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통한 과도 안정도 확보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고장파급방지장치 적용 방안은 해당 

발전기의 고장 지속시간동안 축적된 가속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과도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계통의 상황에 따라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계통의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필요

한 탈락 대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과도상태에서의 전력수급의 불

균형으로 주파수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파

수 안정도 문제 등이 발생치 않을 최소한의 고장파급방지장치 동

작을 적용하고, 잉여 가속에너지만큼을 빠른 응답으로 전력의 

충․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은 전기저장장치의 과도 안정도 확보를 등면적

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한 과도 안정도 확보 

Fig. 2 ESS Application to Transient Stability

위 그림에서와 같이 해당 발전단지의 인출선로에 고장이 발생

하여 지속되는 동안 잔여 송전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단지 내 발전

기 각각의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간의 차이로 고장 지속시간

동안 가속에너지()가 축적되고 고장제거 후, 계통 자체적으로 

해소치 못하는 잉여 가속에너지()을 전기저장장치가 충전 제어

를 통해 해소해줌으로써 과도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방안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기술된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통한 과

도 안정도 확보 분석을 근거로 발전기의 가속에너지를 기반으로 

과도 안정도 확보에 필요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제안방법에서는 고장파급방지장치 

그림 1 발전기 차단용 고장파급방지장치에 의한 과도안정도 확보

Fig. 1 SPS Application to Transien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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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

너지와 전력계통의 안정도 한계용량을 산정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을 산정한다.

3.1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 산정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는 고장파급방지장치 적용대

상 계통에서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

의 불균형으로 발생된 발전기들의 총 가속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는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인출선로 부족으로 송전제약 영향을 

크게 받는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계적 입력과

의 차이로 발전기의 회전자가 가속되어 에너지가 축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6]. 다음 그림은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 

산정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3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 산정

Fig. 3 Accelerating energy calculation for the fault duration 

time

위 그림에서 정상상태에서는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이 균형을 이루어 회전자는 일정한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된

다. 즉, 정상상태 시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을 발전기에 대한 기계

적 입력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후, 발전단지의 인출선로인 

765kV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하면 발전 전력과 송전용량 간의 불

균형으로 고장제거까지의 고장 지속시간인 동안 변동된 전기

적 출력과 기계적 입력과의 차이 값을 누적하고 이를 가속에너지 

산정대상인 발전기 모두에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으로써 해당 계

통에서의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총 가속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으

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3.2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 산정

본 절에서는 전력계통 자체적으로도 765kV 송전선로 고장으로 

가속된 에너지 중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

을 산정한다. 이는 해당 계통에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과도 안정

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임계고장제거시간(Critical Clearing Time; 

CCT)을 구한 후, 이 시간동안의 축적된 가속에너지를 계산함으로

써 산정할 수 있다. 즉, 해당 임계고장제거시간동안의 가속된 에

너지는 765kV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함에도 계통 자체적으로 해

소하여 과도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해당 계

통의 임계고장제거시간 산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산

정할 수 있다.

그림 4 임계고장제거시간 산정절차

Fig. 4 Procedure of Calculating CCT

즉, 임계고장제거시간 산정은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기 위한 

765kV 선로 고장 계통 모의를 구성한 후, 해당 고장에 대해 규

정된 고장제거시간(Critical Time; CT)을 초기고장제거시간()

으로 가정한다. 이후, 모의수행을 진행하여 계통의 과도 안정 여

부를 판단하여 불안정일 경우 모의해석 프로그램의 최소단위 시

간인 0.5cycle의 단위로 고장제거시간을 줄여가며 계통의 과도 

안정도가 확보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한다. 이때 과도 안정도가 

확보된 고장제거시간이 해당 계통에서의 임계고장제거시간으로 

결정 된다. 또한, 이때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은 산정된 임계고장

제거시간을 적용하여 해당 시간동안의 축적된 가속에너지가 되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3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

본 절에서는 고장파급방지장치 적용대상 계통에서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해소가 필요한 발전기의 총 가속에너지와 계통 자체

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속에너지인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의 차

이를 통해 계통에서 과도안정도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소해

야할 잉여 가속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화에 필요한 전

기저장장치의 적정 용량을 산정한다. 또한, 이때 전기저장장치의 

출력지속시간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이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출력지속시간에 대한 설정을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전기거

정장치의 출력지속시간에 따른 과도안정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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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도 안정 해석 모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of Transient Stability Analysis 

위 그림에서와 같이 과도 안정도가 대부분 first swing에서 결

정되어 고장 후, 1초 내외로 판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은 잉여 가속

에너지를 1초 이내에 충전용량으로 해소해주어야만 효과적으로 

과도안정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한다.

 

 
   sec          (3)

이와 같이 제안된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전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 산정 절차를 순서도로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 절차

Fig. 6 Assessment Procedure of Required ESS Capacity

4. 사례연구

본 사례 연구에서는 과도 안정도 문제가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내 동해안 원자력발전단지와 서해안 화력발전단지 두 곳

을 대상으로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제안된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방안을 이용하여 해당 

계통 조건에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을 산정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계통 모의해석 프로그램인 PSS/E를 사용

하였고 전력계통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제안된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하수준이 다른 국내 전력계통 DB를 두 사례 연

구에 적용하였다. 

또한,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기 위해 PSS/E 내 CBEST 모델을 

이용하여 전기저장장치를 모델링하였다. 모의 절차 또한 국내에

서 계통검토 시 적용 중인 절차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다음 

그림은 본 논문의 사례 연구 수행을 위해 적용한 765kV 송전선

로 고장 시 고장파급방지장치 및 전기저장장치의 동작 모의 절차

를 나타낸다.

그림 7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고장파급방지장치 및 전기저장

장치 동작 모의 절차

Fig. 7 Simulation Procedure for operating SPS　and ESS at 

the Fault on 765kV T/L

모의 절차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전력계통 운영기준 내 계통

검토 시 안정유지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고장제거시간 5cycle을 

적용하였고 고장제거 후, 고장파급방지장치 동작을 위한 발전기 

차단기의 동작시간 4cycle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7]. 이때, 전기

저장장치의 동작도 고장파급방지장치 동작과 같이 765kV 송전선

로 고장을 전제로 함을 가정하고 동작시간도 유사할 것으로 가정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먼저, 동해안 원자력발전단지 사례 연

구에서는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2회선 고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사례에서는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고장파급방지

장치 운전조건으로 원전 2기 탈락과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전조

건 완화를 위한 석탄화력발전기의 감발 운전을 가정하였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산정된 용량의 전기저장장치를 설

치하여 감발 운전 없이도 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에 의해 계통

의 안정도가 확보됨을 검증하였다. 다음 표는 765kV 신태백-신

가평 송전선로 2회선 고장 시 계통의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기의 감발 운전 없이 필요한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표   1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 결과(동해안 사례 연구)

Table 1 Assessment result of required ESS Capacity  

(east coast case)

산정 값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 603[MWsec]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 384[MWsec]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219[MW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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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기 감발 운전 없이 과도 불안정한 상태를 모의하였으며, 그 

때의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는 603MWsec로 산정되었

다. 다음으로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해당 계통

에서의 임계고장제거시간은 3cycle로 산정되었으며, 이때의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은 384MWsec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과도안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은 219MW로 산정

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방안으로 산정된 전기저장장치 용량의 적정성

을 검증하고자 석탄화력발전기 감발 운전 없이 산정된 용량 

219MW의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산

정값이 과다하지 않고 적정값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장

제거시간보다 0.5cycle 증가시킨 후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8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적정성 검증 결과 (동해안 사례 연

구)

Fig. 8 Simulation result for validating the ESS capacity 

(east coast case)

모의 결과, 기존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적용중인 고장제거

시간 5cycle인 경우, 고장 제거 후에 전기저장장치가 219MW의 

출력으로 1초간 충전제어를 해줌으로써 잉여 가속에너지를 해소

하여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고장제거시간을 5.5cycle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가 603MWsec에서 657MWsec로 증가

되기 때문에 219MW의 전기저장장치로는 과도 안정도를 확보할 

수 없어 산정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필요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제안된 방법으로 재 산정하

면 273MW이 산정되며, 이 경우에는 고장제거시간이 5.5cycle로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잉여 가속에너지를 해소해주어  과도 안정

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된 방안으로 산정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이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765kV 신서산-신안성 송전선로 2회선 고장을 대상으

로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조건으로 석

탄화력 발전기 5대 탈락을 적용하는 국내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

단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765kV 송전선로 2회선 고장 시 

발전기 탈락 대수를 4대로 줄이고 제안된 방법으로 산정된 용량

의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안정도 확보가능 여부를 확인하였

다. 다음 표는 765kV 신서산-신안성 송전선로 2회선 고장 시 탈

락 대수 1대를 감소할 때 계통의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필요

한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 결과 (서해안 사례 연구)

Table 2 Assessment result of required ESS Capacity  

(west coast case)

산정 값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 718[MWsec]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 652[MWsec]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66[MWsec]

즉, 고장 지속시간 동안의 가속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발전기 

탈락을 4대로 적용하여 과도 불안정한 상태를 모의하고 이 때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는 718MWsec로 산정되었다. 또

한,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해당 계통에서의 산

정된 임계고장제거시간인 4.5cycle을 기준으로 계통 안정도 한계

용량은 652MWsec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의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은 66MW로 

산정된다.

따라서 제안된 방안으로 산정된 전기저장장치 용량의 적정성

을 검증하고자 탈락 대수 1대 감소 시 산정된 용량 66MW의 전

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해안 사례와 

같이 산정값이 과다하지 않고 적정값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의 고장제거시간보다 0.5cycle 증가시킨 후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9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적정성 검증 결과(서해안 사례 연구)

Fig. 9 Simulation result for validating the ESS capacity 

(west coast case)

모의 결과, 기존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 적용중인 고장제거

시간 5cycle인 경우, 고장 제거 후에 전기저장장치가 66MW의 

출력으로 1초간 충전제어를 해줌으로써 잉여 가속에너지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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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고장제거시간을 5.5cycle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너지가 718MWsec에서 784MWsec로 증가

되기 때문에 66MW의 전기저장장치로는 과도 안정도를 확보할 

수 없어 산정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필요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제안된 방법으로 재 산정하

면 132MW이 산정되며, 이 경우에는 고장제거시간이 5.5cycle로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잉여 가속에너지를 해소해주어 과도 안정

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동․서해안 사례 연구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

안된 방법으로 산정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이 적정 수준임을 확

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한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전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하고자 할 때, 효

과적으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해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 출력 간의 차

이로 나타나는 가속에너지를 이용하여 해당 계통 조건에서 과도

안정도 확보를 위해 해소가 필요한 고장 지속시간동안의 가속에

너지를 산정하고, 계통의 임계 고장제거시간을 기준으로 계통 자

체적으로 해소 가능한 가속에너지인 계통 안정도 한계용량을 산

정하여 최종적으로 두 산정 값의 차인 잉여 가속에너지를 전기저

장장치의 용량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실제 국내 전력계통에서 과도안정도 문제

로 동해안 원자력발전단지와 서해안 석탄화력발전단지를 대상으

로 운전 중인 고장파급방지장치에 적용하여 운전조건을 일부 완

화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을 산정하고, 다양한 모의해석

을 통해 제안된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방안의 유효성을 검

증하였다. 즉, 제안된 전기저장장치 적정용량 산정방안에 따라 도

출된 용량의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경우,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

전조건을 완화하여도 과도 안정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고, 특히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의 고장제거시간이 기존 규정인 5cycle보

다 단위시간만 증가하여도 계통의 안정도가 확보되지 못함을 확인

함으로써 산정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운전조건을 완화하고자 전기저장장

치를 활용 시 제안된 방안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기저장장치의 용

량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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