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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국내의 경제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는 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계통의 안정도를 감소시키므로 정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효전력은 계통의 전압과 안정도에 크게 관련이 있으므로 계통의
전압 유지와 안정 향상 방안 중 하나로 조상설비 투입을 고려 할 수 있
다. 조상설비 투입 시 조상설비를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투입하는 것
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압 안정도 지표인 V-Q Sensitivity의 계
통의 외란 발생 전후의 차를 새로운 안정도 지표로 제시하여 조상설비
투입 위치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고IEEE-30 계통을 이
용하여 검토 하였다.

1. 서    론

최근 국내 계통은 지속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장거리로 송
전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장거리 송전으로 인하여 선로의 무효전력
손실이 증대되어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계통의 안정도를 감소하게 되
어 정전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효전력은 계통의 전압과 안정도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계통
의 일정한 전압 유지와 안정도 향상 방안 중 하나로 조상설비 투입을
고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상설비를 설치 할 수 있는 부
지가 제한적이고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조상설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조상설비를 설치하는 위치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1],[2]
본 논문에서는 전압 안정도 지표인 V-Q Sensitivity를 이용하여 조상
설비 투입 위치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계통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선로 고장, 발전기의 동기 탈조 등의 외란 발생 전후의
V-Q Sensitivity 차를 새로운 지표로 활용하여 V-Q Sensitivity 차가
가장 큰 모선을 조상설비 투입 위치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
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IEEE 30 모선 계통을 이용하여 검토하였
다.

2. 본    론

 2.1 V-Q Sensitivity[3]
Newton-Raphson에 의한 조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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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모선의 유효전력의 변화량
∆ : 모선의 무효전력 변화량
∆ : 모선의 위상각의 변화량
∆ : 모선의 전압 변화량

Jacobian 행렬은 전력 조류의 변화와 모선 전압의 변화에 대한 감도로
써 표현이 가능하다. 계통의 전압 안정도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의해
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운전지점에서 유효전력은 상수로 고정되며 무
효전력과 전압의 관계에 의해서 전압 안정도가 평가 된다.
위에서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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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축약된 계통의 Jacobian 행렬로 표현 될 수 있다. 식(2)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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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축약된 V-Q Jacobian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의 대

각 성분은 모선 i의 V-Q Sensitivity를 나타내고 Q-V 곡선의 기울기를
나태난다. 이때, 대각성분의 값이 양수이고 크기가 작은 모선 일수록 계
통이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대각성분의 크기가 큰 모선은
작은 무효전력의 변화에 대해서 전압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음수이면 계통이 불안정 운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를 이용하여 전압 안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2.2 제안된 안정도 지표[4]
기존에는 V-Q Sensitivity를 반영 할 때 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을 하였다. 하지만 계통의 선로 사고 및 발전기의 동기 탈조 등의 외란
이 발생 시에 안정도 변화가 가장 큰 모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
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계통의 외란 발생 전후를 변화가 큰
모선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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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과 식,(4)를 이용하여 변화가 가장 큰 모선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수식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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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를 적용하면 계통의 외란 발생 시 안정도 측면에서 크게 변화되는
모선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계통의 취약지점을 파악하여 조상설비 설
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계통 계획 측면에
서 주요 상정고장에 대해서 미리 모의하여 취약한 모선에 설비를 설치
장소로 선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3. 사례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IEEE 30 모
선 계통을 이용하였다.[5]

<그림 1> IEEE 30 모선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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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정상상태와 12–15 선로의 상정사고 발생 시 V-Q Sensitivity와
그에 대한 편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1을 살펴보면 12-15 선로의 상정
사고 전후에 V-Q Sensitivity의 값이 가장 큰 모선은 30번이다. 그리고
12-15 선로의 상정 사고 전후의 V-Q Sensitivity의 편차가 가장 큰 모
선은 20번 모선이다. V-Q Sensitivity를 적용하게 되면 30번 모선에 조
상설비를 보강을 해야 하지만,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20번 모선
에 조상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표 1> 12-15 선로의 상정고장 전 후 V-Q Sensitivity

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0번과 30번 모선에 20Mvar의 Capacitor
를 설치하여 12-15 선로 사고 전후의 V-Q Sensitivity를 검증한 결과를
표2에 나타내었다. 표2를 살펴보면 3번 모선을 제외하고 조상설비를 보
강하기 전보다 보강된 후에 전체적으로 V-Q Sensitivity의 값이 작으므
로 안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20번 모선이 30번 모선에 비
해서 V-Q Sensitivity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20번과 30번 모선 보강 시 V-Q Sensitivity

표3은 20번과 30번에 조상설비 설치 시 V-Q Sensitivity가 감소되는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식(6)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보강전 ∆∆ 보강후 (6)

이는 12-15선로의 상정고장에 대해서 20번 모선의 정상 상태에서의
V-Q Sensitivity의 감소량은 0.0797이고 30번 모선은 0.0616으로 20 번
모선에 설치하였을 때 안정도 확보 측면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12-15 선로 사고 시에도 20번 모선의 감소량은 0.1115
이고 30번 모선은 0.0797로 20번 모선에 조상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3> 20번과 30번 모선 보강 시 V-Q Sensitivity의 편차의 총합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EE 30모선 계통을 이용하여 선로 사고 발생 전후
의 V-Q Sensitivity의 변화에 따른 조상설비 투입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V-Q Sensitivity를 정적인 상태에서 분석을 하
여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동적인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계통의 외란 발생 시 취
약한 모선은 정적인 해석의 변화가 가장 큰 모선이다. 그러므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 취약한 지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합리
적인 설비 투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후에는 실 계
통에 적용하기 위해 융통선로와 같은 주요 상정 고장 선정한 뒤 조상설
비 투입 위치에 대해서 검토하면 설비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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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번호 ∆∆  ∆∆  Deviation

3 0.0503 0.0503 0

4 0.0906 0.0906 0

6 0.0898 0.0897 -0.0001

7 0.1697 0.1699 0.0002

9 0.1016 0.1019 0.0003

10 0.1474 0.1476 0.0002

12 0.1426 0.1430 0.0004

14 0.2144 0.2181 0.0037

15 0.2161 0.2228 0.0067

16 0.3973 0.4016 0.0043

17 0.2273 0.2364 0.0091

18 0.3509 0.3595 0.0086

19 0.3408 0.3571 0.0163

20 0.2694 0.3726 0.1032(index)

21 0.2929 0.2940 0.0011

22 0.2614 0.2647 0.0033

23 0.3512 0.4141 0.0629

24 0.3497 0.3906 0.0409

25 0.3320 0.3623 0.0303

26 0.2524 0.2620 0.0096

27 0.2532 0.2634 0.0102

28 0.3446 0.4108 0.0662

29 0.3051 0.3288 0.0237

30 0.4045 0.4190 0.0145

모선 번호
20번 모선 보강 30번 모선 보강

∆∆ ∆∆ ∆∆ ∆∆ 

3 0.0503 0.0503 0.0503 0.0503

4 0.0904 0.0904 0.0904 0.0904

6 0.0896 0.0896 0.0896 0.0896

7 0.1696 0.1697 0.1695 0.1697

9 0.1014 0.1017 0.1014 0.1017

10 0.1471 0.1473 0.1471 0.1473

12 0.1423 0.1427 0.1423 0.1427

14 0.2125 0.2160 0.2131 0.2166

15 0.2138 0.2202 0.2144 0.2209

16 0.3940 0.3979 0.3953 0.3994

17 0.2250 0.234 0.2258 0.2350

18 0.3476 0.3564 0.3490 0.3578

19 0.3356 0.3499 0.3380 0.3533

20 0.2655 0.3627 0.2670 0.3668

21 0.2891 0.2900 0.2907 0.2918

22 0.2579 0.2608 0.2592 0.2623

23 0.3423 0.3997 0.3477 0.4079

24 0.3404 0.3776 0.3463 0.3853

25 0.3241 0.3520 0.3288 0.3576

26 0.249 0.2578 0.2498 0.2589

27 0.2498 0.2593 0.2504 0.2601

28 0.3387 0.3997 0.3394 0.4023

29 0.3004 0.3221 0.2991 0.3215

30 0.3991 0.4115 0.3890 0.4020

20번 모선 보강 30번 모선 보강

정상 상태 12-15 상정 고장 정상 상태 12-15 상정 고장

0.0797 0.1115 0.0616 0.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