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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사고 시뮬레이션과 분석

Fault Simulation and Analysis of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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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rge generator of power plant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protect large generator from faults, digital 

protective relay or IED is required. However, all protective relays for generators of the domestic power plant are 

operated by foreign products. And now, for technological independence from foreign and improvement of import 

substitution effect, IEDs using domestic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o evaluate performance of developing 

next-generation power devices, the study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plant, generator system modeling,  

fault simulation and analysis, should be considered. Specially, To obtain IEEE Standards COMTRADE format for relay 

operation test, generator system modeling and fault simulation using PSCAD/EMTDC tools must be preceded. Until now, 

a complete modeling of generator internal windings and fault simulation techniques dose not exist. In this paper, for 

evaluation performance of relay elements of developing IED, the generator system modeling and various faults simulation 

using PSCAD/EMTDC tools were performed. And then, the various transient phenomena through obtained relaying signal 

of developed modeling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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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 소의 형 발 기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시정지하

게 되면 주 수가 떨어져서 력계통이 반 으로 불안정

하게 된다.  형 발 기가 탈락되면 발 량을 보충하기 

해서 비싼 발 기가 추가 기동되어야 한다. 특히 발 기 

사고에 따른 정 은 경제 인 손실 뿐 만아니라 사회 인 

큰 무리를 일으킨다[1]. 그러므로 사고로부터 용량 발 기

를 안 하게 보호하기 하여, 임베디드 기술이 용된 디지

털 보호계 기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가 필요

하다. 재 국내 발 소의 발 기용 모든 보호계 기는 외

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2～4]. 최근 기술자립과 수입 체를 

하여 국내 자체기술력으로 국제규격인 IEC61850기반 차세

 력기기인 IE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용

량 집  발 설비용 차세 력기기인 IED와 디지털발 기

보호시스템(DGPS:Digital Generator Protection System) 기

반 력설비보호감시제어시스템(ECMS:Electrical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이 국산화 될 경우, 별도의 앙

감시없이 제어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신뢰

성 향상이 기 된다[5]. 

한편, 신규 도입하거나 개발한 IED나 DGPS는 정특성 시

험과 함께 실시간 동특성 악이 필수 인데 이를 해서 

발 기의 모델링과 사고해석 등 원천기술이 확보되어야 한

다. 이들의 계측 정 도시험과  계 기 동작시험을 해

서는 IEEE Standard COMTRADE(Common Format for 

Transient Data Exchange) 형식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얻어

야 하는데 통상 PSCAD/EMTDC,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or), RTP(Real Time Playback), Freja, Omicron 장

비 등을 이용하여 행하여지고 있다[6].

발 소를 포함한 력계통의 동특성 악을 한 도구는 

계통해석 로그램과 력계통 시뮬 이터의 두 종류로 

별할 수 있다. 1980년 6월 한 에서 EMTP를 최 로 도입

한 이래 EMTP-RV의 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7]. 

미국 BPA에 의해 개발된 EMTP는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에 무료로 보 하는 반면, Manitoba HVDC 

Research Centre사는 상업주의 원칙하에 PSCAD/EMTDC

를 출시하 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능개선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야에 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PC를 이용하여 발 기와 계통의 동작특성을 실시간으로 모

의 재  할 수 있는 시뮬 이터가 제안되었다[8]. 보호계

기 시험뿐만아니라 력계통의 동특성 시험과 교육훈련이 

가능한 RTDS 시스템이 개발되었다[9]. 그러나 이는 고가이

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단순히 EMTP 등 시뮬 이션 로

그램의 출력 데이터를 오 라인으로 계  알고리즘의 개발

에 활용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가용 시뮬 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모델링, 과도상태 해석, 보호알고리즘 

개발을 하여 EMTP, ATP, ATPDraw, PSS/E, Matlab/ 

Simulink 등이 활용되었다[10～12].

재까지 발 기 고정자 권선의 층간, 상간, 권선간 등의 

상세 사고 모델링 기법은 제시된 바가 거의 없다[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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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RMS Line-to-Neutral Voltage 13.856[kV]

Rated RMS Line Current 2.887[kA]

Base Angular Frequency 376.991118[rad/s]

Inertia Constant 3.117[s]

Mechanical Friction and Windage 0.04[pu]

Neutral Series Resistance 1.0E5[pu]

Neutral Series Reactance 0[pu]

Iron Loss Resistance 300.0[pu]

Number of Coherent Machines 1.0

Armature Resistance [Ra] 0.005[pu]

Portier Reactance [Xp] 0.163[pu]

D: Unsaturated Reactance [Xd] 0.9631[pu]

D: Unsaturated Transient Reactance [Xd'] 0.3447[pu]

D: Unsat. Transient Time (Open) [Tdo'] 3.0[s]

D: Unsat. Sub-Transient Reactance [Xd''] 0.2857[pu]

D: Unsat. Sub-Transient Time (Open) [Tdo''] 0.02[s]

Q: Unsaturated Reactance [Xq] 0.6973[pu]

Q: Unsat. Sub-Transient Reactance [Xq''] 0.375[pu]

Q: Unsat. Sub-Transient Time (Open) [Tqo''] 0.03[s]

Air Gap Factor 1.0

표 1 발 기 모델의 정수

Table 1 Parameter of generator model

그림 1 발 기 모델

Fig. 1 Generator model

그림 2 여자기 모델

Fig. 2 Exciter model

PSCAD/EMTDC는 구조 으로 지측에 CT와 지변압기

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율차동계 기의 성능 시험에는 

부 합하다. 이에 발 기 내부 정수의 일부를 외부에 분리

함으로서 외부에서 단자사고를 모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17]. 최근 1기 무한  력시스템에서의 내부사고 모델

링과 분석에 한 이론 인 근법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보호계 기의 시험에 활용할 수 없었다[18]. 

본 논문에서는 발 기용 다기능 보호계 기의 성능 검증

을 한 PSCAD/EMTDC를 이용한 발 기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고 시뮬 이션을 수행한 후 여러 가지 

사고에 한 계 신호의 과도 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2. 발 기 시스템 모델링

PSCAD/EMTDC에서의 발 기 모델은 기 인 상태 변

수 방정식 Park's Transformation에 의하여 변환된 2축 변

수로 표 된다[19]. 

본 연구의 발 기시스템은 력계통 해석 시뮬 이션 로

그램인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그림 1은 

발 기 모델을 나타낸다. 선정한 모델 발 기는 120[MVA] 

용량의 수력 발 기로서 정격 유효 력은 108[MW], 선간

압은 24[kV]이다. 발 기시스템은 터빈 모델을 통하여 기계

인 토크 입력을 받으며 여자 압 조 을 한 여자기와 

조속기를 사용하여 발 기를 제어하게 된다.  

표 1은 발 기 모델의 정수를 나타낸다[5].

발 기시스템은 여자기, 터빈  조속기 등으로 구성하

다. 그림 2는 여자기 모델을 나타낸다. 여자기 모델은 IEEE 
Static Excitation system #1(ST1A)로 가정하 고 표 2는 

각각의 이득  정수를 나타낸다[5].

St1A Feedback & Regular Parameters

Rate Feedback Gain (KF) 0.03[pu]

Rate Feedback Time Constant (TF) 1.0[s]

Regular Gain (KA) 300.0[pu]

Regular Time Constant (TA) 0.051[s]

Maximum Regular Output (VAMAX) 999.[pu]

Minimum Regular Output (VAMIN) -999[pu]

St1A Field Circuit Constants

Exct. Output Current Limit Refer. (ILR) 4.4[pu]

Exct. Output Current Limit Gain (KLR) 4.54[pu]

Maximum Field Voltage (VRMAX) 5.9[pu]

Minimum Field Voltage (VRMIN) -4.8[pu]

Exciter Voltage Supply Bus Fed

Field Current Commutating Imp. (KC) 0.175[pu]

Upper Limit on Error Signal (VMAX) 0.2[pu]

Lower Limit on Error Signal (VMIN) -0.1[pu]

표 2 여자기 모델의 이득  정수

Table 2 Gain and parameter of exciter model

그림 3은 터빈 모델을 나타낸다. 터빈 모델은 서지탱크가 

없는 TUR1을 가정하 고 표 3은 각각의 터빈 모델의 정수

를 나타낸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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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터빈 모델

Fig. 3 Turbine model

Tur1: Non_Elastic Water Column & No Surge Tank

Water Starting Time (TW) 2.0[s]

Penstock Head Loss Coefficient (fp) 0.02[pu]

Turbine Damping Constant (D) 0.5[pu]

표 3 터빈 모델의 정수

Table 3 Parameter of turbine model

그림 4는 조속기 모델을 나타낸다. 조속기 모델은 기계

인 제어 방식인 GOV1을 가정하 고 표 4는 조속기 모델의  

정수를 나타낸다[5].

 

그림 4 조속기 모델

Fig. 4 Governor model

Common

Dead Band Value 0.0[pu]

Permanent Droop (Rp) 0.05[pu]

Maximum Gate Position (Gmax) 0.93[pu]

Minimum Gate Position (Gmin) 0.4[pu]

Max. Gate Opening Rate (MXGTOR) 0.16[pu/s]

Max. Gate Closing Rate (MXGTCR) 0.16[pu/s]

Gov1: Mechanical-Hydraulic Governor

Pilot Valve_Servomotor Time Constant (Tp) 0.05[s]

Servo Gain (Q) 5.0[pu]

Main Servo Time Constant (Tg) 0.5[s]

Temporary Droop (Rt) 0.5[pu]

Reset or Dashpot Time Constant (TR) 6.0[s]

표 4 조속기 모델의 정수

Table 4 Parameter of governor model

발 기 사고를 모델링하고 사고 데이터 취득을 해 시뮬

이션 시간은 30[sec], 계산간격은 104.167[sec], 채  롯 

간격은 104.167[sec]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발 기 내부권선 지락고장  단락고장 모

델링을 통한 비율차동계 기용 사고 데이터, 선로의 불평형 

사고 모델링을 통한 역상 계 기용 사고 데이터, 발 기의 

터빈 출력 하에 따른 발 기의 역 력 모델링을 통한 역

력 계 기용 사고 데이터  발 기 여자 압 상실 모델

링에 의한  여자상실 계 기용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 다. 

3. 비율차동계 기 사고 시뮬 이션

 3.1 발 기 고정자 권선의 내부 사고 

발 기 사고는 내부사고와 외부사고로 구분하는데 내부사

고는 발 기 여자권선의 단락  권선과 성선간의 단락사

고로 분리 할 수 있다. 발 기 내부사고 데이터 수집을 

한 PSCAD/EMTDC 사고 시뮬 이션은 발 기와 변압기 

사이에 발 기 권선을 3분배하여 발 기와 력계통 모델링

을 해 부하를 연결하여 그림 5와 같이 구성하 다.  

그림 5 발 기 내부 권선 지락  단락 시뮬 이션

Fig. 5 Simulation of internal ground fault and short fault of 

generator winding

재까지 발 기 고정자 권선의 권선  단락시험과 데이

터 수집을 해서 PSCAD/EMTDC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권선의 일부 구성을 외부로 추출하여 3부분

으로 분리 배분하 다. 발 기 정수는 술한 정수들을 참조

하 으며 표 5는 각각의 변압기  부하 정수를 나타낸다.

각 요소에 따른 고장 조건을 선택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

하 다. 그림 6은 정상상태의 류를 나타낸다. 그림 6으로

부터 각 상별 1차측과 2차측 류 신호는 3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차와 2차측 류의 크기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기학회논문지 62P권 3호 2013년 9월

154

△-Y변압기 용량  정수

Transformer Name Trafo

3 Phase Transformer MVA 120[MVA]

Base Operation Frequency 60.0[Hz]

Winding #1 Type Delta

Winding #2 Type Y

Delta Lags or Leads Y Lags

Positive Sequence Leakage Reactance 0.005[pu]

Ideal Transformer Model Yes

No Load Losses 0.0[pu]

Copper Losses 0.0[pu]

Tap Changer on Winding None

Graphics Display 3 Phase View

Display Details No

Winding 1 Line to Line Voltage (RMS) 24[kV]

Winding 2 Line to Line Voltage (RMS) 154.0[kV]

Saturation Enabled No

Saturation Placed on Winding #1

Air Core Reactance 0.2[pu]

In Rush Decay Time Constant 1.0[s]

Knee Voltage 1.25[pu]

Time to Release Fluc Clipping 0.0[s]

Magnetizing Current 1.0[%]

Y-Y변압기 용량  정수

Transformer Name

3 Phase Transformer MVA 120[MVA]

Base Operation Frequency 60.0[Hz]

Winding #1 Type Y

Winding #2 Type Y

Delta Lags or Leads Y Lags

Positive Sequence Leakage Reactance 0.12[pu]

Ideal Transformer Model No

No Load Losses 0.0[pu]

Copper Losses 0.0[pu]

Tap Changer on Winding None

Graphics Display 3 Phase View

Display Details No

Winding 1 Line to Line Voltage (RMS) 154.0[kV]

Winding 2 Line to Line Voltage (RMS) 22.9[kV]

Saturation Enabled Yes

Saturation Placed on Winding #1

Air Core Reactance 0.2[pu]

In Rush Decay Time Constant 1.0[s]

Knee Voltage 1.25[pu]

Time to Release Fluc Clipping 0.0[s]

Magnetizing Current 1.0[%]

부하 용량  정수

Rated Real Power Per Phase 35.0[MW]

Rated Reactive Power(+Inductive) Per 10[MVAR]

Rated Load Voltage (RMS L-G) 13.22[kV]

Volt Index for Power (dP/dV) 2.0

Volt Index for Q (dQ/dV) 2.0

Freq Index for Power (dP/dF) 0.0

Freq Index for Q (dQ/dF) 0.0

Fundamental Frequency 60.0[Hz]

표 5 변압기  부하 정수

Table 5 Parameter of transformer and load

그림 6 정상상태에서의 류

Fig. 6 Current signals during steady state

발 기 고정자 각 권선에서 지락 혹은 단락이 권선 말단 

2/3지 에서 발생하 을 경우를 가정하여 사고를 모의하

다. 이때 고장 의 임피던스는 Fault on resistance : 

0.000001[Ω], Fault off resistance : 1000[Ω]로 하 고, 고장

은 15 에서 1  동안 발생을 설정하 다. 

그림 5의 Time of Fault Logic으로 표시 된 부분에서 고

장 발생을 모의하는데 고장의 유형은 A상 지락, B상 지락, 

C상 지락, A상-B상 단락, B상-C상 단락, C상-A상 단락 등 

다양한 사고 시뮬 이션을 하 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발 기 내부권선 A상 지락사고 모의만을 소개하 다.  

발 기 고정자 권선에서 A상 지락이 내부권선 말단 2/3

지 에서 발생한 경우 사고를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7은 

각 상별 1차  2차측 고장 류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7로부터 고장발생시 인 15  후에 A상의 고장 류가 상승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고정자 권선 A상 지락시 비율차동계 기의 류

Fig. 7 Current signals of ratio differential relay during A 

phase stator winding to ground fault

3.2 발 기 고정자 권선의 외부 사고 

발 기 고정자 권선 외부사고는 승압용 변압기 선로 상에

서 3상 지락이 발생하 을 경우를 가정하여 사고를 시뮬 이

션 하 다. 그림 8은 외부고장시 류를 나타낸다. 그림 8로부

터 15  후에 각상의 류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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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상 지락사고 류 

Fig. 10 Current signals during A phase to ground fault

그림 8 외부고장시 류

Fig. 8 Current signals during external fault

4. 역상 류 시뮬 이션

 
발 기에 불평형 3상 류를 유발하는 몇몇의 계통 상태

들이 있는데 가장 표 인 것은 송 선의 연가부족에 의한 

선로정수 불평형, 불평형 부하, 불평형 고장  상의 개방 

등이 있다. 이러한 계통의 불평형은 역상 류를 유발하고 

이 역상 류는 발 기 회 자 표면과 슬롯의 웨지  여자

권선에 정격주 수의 2배가 되는 류를 흐르게 함으로서 

회 자를 격하게 과열시켜 회 자의 손상을 가져온다[5]. 

그림 9는 발 기 역상 류 사고 시뮬 이션을 나타낸다. 

그림 9와 같이, A상 지락, B상 지락, C상 지락, A상-B상 단

락, B상-C상 단락, C상-A상 단락으로 분류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발 기 단자 A상 지락사고 

모의만을 소개하 다.  

그림 9 역상 류 사고 시뮬 이션

Fig. 9 Simulation of negative sequence current fault

  

그림 10은 A상 지락사고 류를 나타낸다. 발 기 단자에

서 A상 지락고장이 15 에서 발생하여 4  동안 지속되었

다고 가정 하고 고장을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 결

과 고장발생시 인 15  부근에서 4  동안 A상 류가 상

승함을 알 수 있다. 

5. 여자 상실 시뮬 이션

발 기의 여자 원은 체 으로 는 부분 으로 공 되

지 않을 수 있으며 표 인 원인은 여자 원 공 용 차단

기의 갑작스런 Trip, 여자회로의 개방사고, slip ring의 

flashover로 인한 여자회로의 단락사고, AVR의 고장, 는 

여자제어 시스템에 공 되는 원차단 등이다. 원인에 계

없이 발 기의 여자 상실은 발 기 자체뿐만 아니라 력계

통에도 심각한 운 상의 문제 을 야기할 수 있다[5]. 

여자 상실 시뮬 이션은 발 기 모델에서 여자기 권선의 

원 회로에서 개방이 발생하여 여자 류 입력을 0으로 되

도록 완 히 상실 시켜 으로 수행하 다. 한 부하를 배

분해서 정상부하, 2/3부하, 1/3부하 형태로 여자 상실 사고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림 11은 여자 상실 사고의 시뮬

이션 을 나타낸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부하 투입 사례

만을 소개하 다.   

그림 11 여자 상실 시뮬 이션 

Fig. 11 Simulation of loss of field

 

부하가 발 기의 정상 출력을 정상 부하에 공 할 수 있

도록 하되, 여자 압을 15  이후에 개방하여 여자 류를 0

으로 하고 발 기 상태 변화를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12

는 여자 상실시 여러 가지 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12로부터 

발 기의 기계  토오크는 여자 상실 순간부터 감소되기 시

작했고, 각속도는 작스럽게 상승 하 으며 여자 압은 0으

로 수렴하며 여자 류는 스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

기 선간 압은 여자 상실 순간부터 서서히 하되고 있고, 

발 기 류도 감소되어 발 하고 있으며, 유효 력은 압

의 강하와 유사한 형태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발 기 무효 력은 여자 상실부터 스윙 후에 감소하여 

계통으로부터 무효 력 공 을 수 하는 형태의 신호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자 상실에 따른 요 상으로 

동기 발 기는 유도 발 기 형태로 운 되어 계통의 무효

력 공 의 문제 을 제기하게 된다.  여자 상실 사고 후

에 발 기 단자 압  류는 그림 12와 같이 압은 서

서히 강하하고 일정시간 후에 0로 근 하는 반면 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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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역 력 시뮬 이션

Fig. 13 Simulation of reverse power

(a) 발 기 내부 신호1  

(b) 발 기 내부 신호2

시 으로 상승한 후에 일정시간 후에 일정 값을 유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 발 기 내부 신호 

(b) 여자 상실 발 기의 압과 류

그림 12 여자 상실시 여러 가지 신호

Fig. 12 Several signals during loss of field

6. 역 력 사고 시뮬 이션

발 기가 동기 동기로 운 되는 상으로 원동기의 손

상을 보호토록 하는 것이다. 모터링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

태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는 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원동기에 입력이 차단되지 않으면 기기를 손할 수 있는 

높은 속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터링을 방지하기 

한 보호 방식을 용 할 수 있도록 기 인 역 력의 흐

름을 검출하는 계 기를 추가함으로서 신뢰성이 높은 과속 

방지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3은 역 력 사

고를 시뮬 이션을 나타낸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모의하기 해서 터빈 입력토크를 정

상 출력시 1[P.U]를 15 에서 –0.05[P.U]로 변동 시켰다. 그

림 14는 시뮬 이션 결과 발 기 내부 신호와 압, 류 신

호를 나타낸다. 그림 14로부터 기계 인 입력 토크는 15

에서 정상상태의 1[P.U]에서–0.05[P.U]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 기 각속도는 정상속도에서 하게 감소

되었으며, 여자 압과 여자 류는 상승하고 발 기 선간 압

은 격하게 감소하고 발 기 류와 출력들은 하게 감

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발 기 유효출력은 –5MW 정 

도의 역 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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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압  류

그림 14 역 력 발 기의 여러 가지 신호

Fig. 14 Several signals during reverse power 

7.  결  론 

최근 디지털발 기보호시스템의 기술자립과 수입 체를 

하여 국내 자체기술력으로 국제규격인 IEC61850기반 차세

 력기기인 IED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신규 개발 

IED에 해서는 정특성 시험과 함께 동특성 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해 발 기 모델링과 사고 

시뮬 이션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 기용 다기능 보호계 기의 성능 검증

을 하여 PSCAD/EMTDC를 이용하여 여자기, 터빈  조

속기 등으로 구성한 발 기시스템 모델을 개발하 다.  

디지털발 기보호시스템의 비율차동계 기용 사고 시뮬 이

션, 역상 계 기용 사고 시뮬 이션, 데이터, 역 력 모델링

을 통한 역 력 계 기용 사고 시뮬 이션, 그리고 발 기 

여자상실 계 기용 여자상실 시뮬 이션을 수행한 후 제반 

신호의 과도 상을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제

반 사고 데이터들은 다기능 IED 시제품 기술 개발 시험과 

발 기시스템의 사고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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