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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주*, 김태균*, 이병준*, 남수철**, 신정훈**

고려대*, 한전전력연구원**

Analysis of KEPCO System and Sensitivity Study by using Reactive Power Tracing

Hongjoo Kim*, Taegyun Kim*, Byongjun Lee*, Su-chul Nam**, Jeong-hoon Shin**

Korea University*, KEPRI**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Reactive Power Tracing 기법을 이용하여 
무효전력의 흐름을 분석한다. 이 기법은 Real Power Tracing을 기반으
로, 무효전력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Real Power 
Tracing과 달리 무효전력의 손실을 고려하기 위해 모든 선로 사이에 가
상 모선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국내 계통에 적용하여 무효전
력의 흐름을 발전원측면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이 어느 범위까지 도달하
는지 분석한다. 또한, 기존 민감도 해석과 차별화된 Reactive Power 
Tracing을 이용한 선로 사고에 대한 민감도 해석 방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력계통의 운역과 계획에 있어서 압 안정도는 매우 요하게 고려
해야 될 요소이다. 압은 무효 력과 한 련이 있으므로, 무효
력 리는 계통 운 자 입장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
나 무효 력은 유효 력과 달리 선로 손실이 크며 국지 인 성격을 가
지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한, 발 기에서만 생산되는 유
효 력과 달리 무효 력은 조상설비, 선로의 capacitance 성분에 의해 
생산이 되기도 하며 그 양은 조류계산을 수행하기 까지는 정확히 
측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계통 내 무효 력의 흐름을 정확히 분
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Real Power Tracing은 유효 력의 달 경로를 추 하여 흐르는 조
류가 어느 발 기로부터 왔는지를 규명하는 방법이다.[1] 이를 변형하여 
무효 력에 용한 것이 Reactive Power Tracing이다.[2] 여기서는 앞의 
방법과 달리 선로마다 가상모선을 추가하여 해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정 모선의 무효 력 부하가 어느 무효 력 발 원으로부터 얼마만큼
의 양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한 발 원에서 생산된 무효 력이 최종
으로 어느 모선에 얼마만큼 도달하는지 알 수 있다. 무효 력의 특성

이 국지 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실 계통에서 생산된 무효 력이 어
느 범 까지 달되는지는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Reactive Power Tracing을 국내 계통에 용하여 생산된 무효 력이 
어느 범 까지 도달하는지를 찰해 본다. 
  최근 국내외에서 Reactive Power Tracing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목 이 부분 무효 력 가격 책정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무효 력의 흐름은 계통 안정도 해석이 있어서도 매우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eactive Power Tracing을 이용한 
계통의 선로 사고에 한 모선의 민감도 검토 방법을 제시한다. 이 검토 
결과를 압차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와 비교해 본다. 

2. 본    론

  2.1 Reactive Power Tracing 알고리즘

  2.1.1 Proportional Sharing Rule
  Reactive Power Tracing은 Real Power Tracing과 마찬가지로 
proportional sharing rule에서 출발한다. Proportional sharing rule에서는 
선로조류는 더 많이 흘러들어온 모선의 향을 더 받는다는 가정이 들
어간다. 

<그림 1> Proportional sharing rule 예시

  <그림 1>에서 보면 모선-i로 100MW의 력이 유입되고 있다. 
Proportional sharing rule에 따르면 60MW의 력을 달하는 모선-j는 
30MW의 력을 달하는 모선-k 보다 모선-i에서 나가는 조류에 더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이 비율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

  식 (1)은 모선-i에서 모선-l로 흐르는 30MW의 력이 어느 모선으로
부터 얼만큼 왔는지를 나타낸다. 30MW의 력은 proportional sharing 
rule에 따라 18MW는 모선-j로부터 왔으며, 12MW는 모선-k로부터 왔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proportional sharing rule은 력을 공 하
는 양의 비율에 따라 그 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Reactive power 
tracing은 이러한 proportional sharing rule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성
하게 된다. 

  2.1.2 Reactive Power Tracing에서의 가상모선
  유효 력과 달리 무효 력은 선로에서 손실이 크며 선로 capacitance
에 의해 무효 력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를 반 하기 해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선로마다 가상 모선을 만들게 된다. 

<그림 2> Reactive Power Tracing에서의 가상모선

  <그림 1>에서 란색 화살표는 선로의 무효 력 손실을, 빨간색 화살
표는 선로에서 무효 력을 계통에 공 함을 의미한다. Reactive power 
tracing에서는 모든 손실은 부하로, 모든 공 은 발 기와 동일하게 처
리하고 계산하게 된다. 

  2.1.3 Reactive Power Tracing 알고리즘
  Proportional sharing rule로부터 reactive power tracing은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2)

                            (3)

  식 (2)와 식(3)에서 TQ는 식 (4)와 같이 나타난다. QL은 부하의 무효
력 부하를 의미하며, QG는 모선의 무효 력 발 량을 나타낸다. 식 
(2)를 통해 모선-i의 무효 력 부하는 어느 무효 력 발 원으로부터 무
효 력을 공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식 (3)을 통해 모선
-i에서 생산된 무효 력이 어느 부하모선까지 얼마의 양이 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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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식 (2)에서 는  모선-k의 발 기

에서 생산된 무효 력이  모선-i에 있는 부하에 도달하는 양을 나타낸
다. 

 
                     (4)

  식 (4)에서 Qj-i는 모선-j와 모선-i사이에 흐르는 무효 력 양을 나타
내며, Qi는 모선-i로 유입되는 총 무효 력 양을 의미한다. 

  2.2 국내 계통의 Reactive Power Tracing 사례 연구

  Reactive power tracing은 두 가지 으로 계통을 해석할 수 있다. 
발 기 측면에서는 생산된 무효 력이 어느 부하까지 달되는지를 알 
수 있고, 부하 측면에서는 부하에서 소비되는 무효 력이 어느 발 원으
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림 3> 국내 계통에서 무효전력의 도달 범위

  의 그림은 국내 계통 에서 서산-화성-아산 지역 내에서 생산된 
무효 력의 달 범 를 reactive power tracing 시뮬 이션을 통해 얻
은 결과이다. 도달 범 를 각각의 발 원마다 다른 색깔의 면 으로 나
타내었다. 빨간색 모선은 무효 력 발 원이며 란색 모선은 부하모선
이다. 빨간색 선로는 선로가 계통에 무효 력을 공 함을 의미한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된 무효 력은 부분 선로 3-4개 정도 내의 
인근 모선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당진1G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의 도달 지역

  <표 1>은 당진1G 발 기의 reactive power tracing 시뮬 이션 결과
이다. 무효 력 양의 단 는 MVar이다. 그림에서도 표시 되었듯이 당진
1G에서 생산된 무효 력은 3개의 선로로 연결된 산복합까지 달되며 
더 멀리 도달하지 못하고 선로와 모선의 부하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계통의 무효 력 도달 범 를 시뮬 이
션을 통해 찰할 수 있으며, 부분 멀리 도달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에
서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Reactive Power Tracing을 이용한 민감 모선 선정

  력 계통 내에서 생산된 력은 최 의 경로를 찾아서 부하에 달
된다. 손실이 작은 선로로 더 많은 양이 흐르는 것이다. 계통에 선로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선로를 통해서 달되는 유효 력은 다른 선로로 
우회해서 부하에 달 될 것이다. 유효 력이 우회 선로로 흐르게 되면 
기존 선로를 통해 달 할 때에 비해 무효 력 손실이 커지게 된다. 기
존의 선로에 비해 선로 인덕턴스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reactive power tracing을 통해 선로사고에 

한 민감 모선 선정 방법을 제안한다. 
  Reactive power tracing을 이용하여 부하의 무효 력이 어느 발 원으
로부터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계통에 선로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무효 력을 달하는 발 원  양이 변하게 될 것이다. 무효 력의 
달 경로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선로 사고에 해 더 비효율 인 방법으
로 무효 력이 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eative power 
tracing의 결과 변화가 가장 큰 부하 모선이 해당 선로사고에 하여 가
장 민감함 모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시뮬 이션 하기 하여 화성3-아산3의 345kV 선로사고를 용
한 후 reactive power tracing에 의한 결과 변화율과 압변화율을 비교
하 다.  
 
<표 2> 사고 전, 후 모선-4690에 대한 reactive power tracing

  <표 2>는 모선-4690의 부하가 어느 모선 혹은 선로로부터 무효 력
을 공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부하는 정  부하 모델이므로 사고 
후 값이 변하지 않는다. 사고 , 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변화가 생겼음
을 알 수 있다. 변화가 없는 무효 력 양은 49.758MVar이다. 따라서 변
화량은 1-49.758/60.423=0.1765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고 , 후 
압차가 큰 5개 모선에 하여 reactive power tracing 변화율과 압변
화율을 비교해 보았다. 

 <표 3> 사고 전, 후 전압 변화율과 Tracing 변화율 비교

  <표 3>의 모선들은 사고 후 압변화율이 가장 큰 부하모선들을 
순서 로 5개 나열한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압 변화율과 
reactive power tracing 변화율 간의 상 계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모선의 민감도 검토 방법에는 압변화율, OCPF[3]등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에서 어느 방법이 정확하다는 단은 
의미가 없다. 각각의 방법들이 서로 다른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효 력 공 지의 변화는 사고가 용된 계통에서 요한 상이다. 
Reactive power tracing에 의한 민감도 검토를 이용하면 계통의 안정도 
해석  향상에 있어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eactive power tracing을 이용하여 국내 계통의 무효
력 흐름을 분석하 다. Reactive power tracing은 real power tracing

과 달리 각 선로마다 가상 모선을 추가해 다. Reactive power tracing
으로 국내 계통을 시뮬 이션 한 결과 발 기, 조상설비 혹은 선로에서 
생산된 무효 력은 부분 선로 3-4개정도 내의 인근 모선에서 사라지
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본 논문에서는 reactive power tracing
에 의한 민감 모선 선정 방안을 제시하 다. Tracing 변화율에 의한 민
감도 검토 결과는 압 변화율에 의한 민감도와 상 계가 크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다양한 시뮬 이션과 검증을 거쳐 
reactive power tracing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체계화 할 필요성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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