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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W 동기발전기용 시뮬레이터 탑재형 
디지털 삼중화 여자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Triple Modular Redundant Excitation System
with Simulator for 500MW Synchronous Generator

류 호 선†․차 한 주*

(Hoseon Ryu․Hanju Cha)

Abstract  - TMR(triple modular redundant) digital excitation system with simulator is developed for tuning optimal 

control parameters during commissioning test and coping with system faults rapidly. A new system which mocks up 

virtual generator, turbine, grid can simulate as if excitation system is connected to a real generator system by setting 

four switches. The maintenance crew using the simulator is able to test perfectly the phase controller rectifiers, field 

breaker, sequence relays as well as TMR controller of the excitation system. Commissioning and performance results 

about the excitation system with simulator is discussed. The trial product was installed and operated at a 500MW 

thermal power plant after the commissio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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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형 동기발 기용 여자시스템은 발 기 계자 류를 조

하여 단자 압  계통연계시 무효 력을 제어하여 력계

통 압안정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요한 발

소 주기기인 여자시스템이 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하여 

형 발 소가 불시에 정지되는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발 소의 장 유지보수원은 복잡한 제어기능과 력 

상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는 여자시스템의 고장발생시 그 원

인을 신속히 악할 수 없어서 복구시간이 증 되는 등 많

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발 랜트의 특성상 많은 노

하우를 가진 제작사 기술자가 방문하여 고장복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그비용도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장 

유지 보수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발 기 정지  디지털 여

자시스템이 마치 계통운  되는 것처럼 모사할 수 있는 모

의 발 기, 1기 무한모선 시뮬 이터 내장 여자시스템을 개

발하 다. 재까지 시뮬 이터 탑재형 여자시스템은 개발

되지 않았으며, 다만 실험실 는 제작사에서 여자시스템 사

튜닝 등을 하여 개인 PC로 발 기 시뮬 이터를 제작

하여 소신호(10V이하)로 시험하는 것이 소개되었다[1-4]. 

한, 24시간 운 하는 발 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 원과 

유지보수원 교육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된 보고도 있다[5][6]. 

최근 력연구원은 탑재형 시뮬 이터 개발이 에 이동형 

외장형 시뮬 이터를 개발하여 상품화하여 수십개의 발 소

에 확 용하 으나, 시험시의 넬이동  여러 이블 연

결작업이 필요한 단 을 가지고 있었다[7]. 본 논문에서 소

개되는 시뮬 이터는 보드형태로 개발되었으며, 4개의 별도

의 스 치 동작만으로 마치 발 기  터빈이 정상동작하여 

장의 여자시스템 투입조건을 만들어 다. 그리고 계통연

계 운 도 가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어서 시운  는 고

장 발생시 각종 기능시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발된 

시뮬 이터 탑재형 여자시스템은 발 기 정지 에 제어기 

뿐만 아니라 력변환부분인 상제어 정류기, 최종 계자차

단기 시 스 등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시작

품은 2012년 5월에 500MW 표  석탄화력 발 소에 용되

어 성능시험이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재 상업 운 에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시작품의 시뮬 이터 기능과 장 용시

의 여자시스템 시운  성능시험에 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

하 다. 

2. 본  론

2.1 시뮬 이터 탑재형 여자시스템 구성

시뮬 이터 탑재형 디지털 여자시스템은 삼 화 신호처

리, 제어기, 다 화 상제어 정류기, 시뮬 이터 모듈 등으

로 구성되어있다. 주제어기는 인벤시스사의 삼 화 제어기

를 사용하 으며, 삼 화 신호처리 보드가 추가로 제작되었

다. 삼 화 신호처리 보드에는 고속의 신호처리연산과 력

계통안정화(PSS : Power System Stabilizer) 장치의 로그

램이 내장되어있다. 시스템 구성상 4개의 스 치동작으로 

정상운 과 시뮬 이터 운 으로 환될 수 있게 설계되었

다. 시뮬 이터 동작시 상제어 정류기의 건 성도 시험하

기 하여 정류기 입력단에 480V를 연결하며, 정류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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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가부하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서 싸이리스터가 도통될 

수 있도록 하 다. 시뮬 이터는 가부하장치의 압을 마치 

계자 압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있으며, 시뮬 이터의 모의 

PT, CT 신호는 다시 삼 화 신호처리보드로 입력되게 스

치를 설치하 다. 시스템 특성상 정상운 시에는 4개의 스

치를 사 조작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여자시스템 고장 

발생 후 구나 쉽게 시스템에 근하여 고장부 를 찾을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모든 시뮬 이터 조작은 운 원 

화면에서 가능하도록 하 다. 시뮬 이터는 크게 발 기, 터

빈 그리고 력계통이 모델링이 되어있다. 각각의 발 기, 

터빈 그리고 력계통의 상수값은 력계통에 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구나 수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형 발 소의 각종 발 기, 터빈, 력계통 상수값은 

제작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 지식이 없더라도 입력데

이터를 발 소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가부하장치는 발

기 계자권선과 흡사하게 하기 하여 항과 리액터로 구성

하 으며, 사 튜닝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1 시뮬 이터 탑재형 발 기 여자시스템 개략도

Fig. 1 Diagram of the excitation system with simulator for 

synchronous generator 

2.2 동기발 기  1기무한모선 시뮬 이터

2.2.1 동기발 기 모델  동 방정식

동기발 기의 d축과 q축 등가회로는 그림 2에서 처럼 

IEEE SSFR2 모델을 이용하 다. 스 변환(Park's 

Transformation)식을 이용하여 회 자 권선 류에 의한 회

자계와 정지된 고정자 권선 류에 의한 회 자계의 자

기 인 회로 계가 수식화 되어 있다[1]. 발 기 동  미분 

연립방식이 수치해석 알고리즘인 C2D(Continuous To 

Discrete)를 이용하여 디지털 시뮬 이터 보드내에서 이산

으로 반복하여 계산되고 있다. 

   

<d축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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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축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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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 : d축,q축 고정자와 계자회로의 압과 류

 , , : d축,q축의 퍼회로 류

 , : d축,q축 상호인덕턴스

 , : 고정자 권선 항, 설인덕턴스

 , , , , , : d축,q축 퍼회로의 항과 인덕턴스

 , : 계자권선 항과 인덕턴스

 : 회 자각속도 

 이때의 회 자의 각속도는 기계  동 방정식(swing 

equation)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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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  : 성상수, 동기회  기 좌표로부터 회 자

            각 치, 핑 계수

 , , : 기계 토크, 기 토크, 정격속도

      a) d축 등가회로               b) q축 등가회로

그림 2 동기발 기 d,q축 등가회로

Fig. 2 d,q axis equivalent circuit of synchronous generator 

2.2.2 시뮬 이터 내부블록 다이어그램

동기발 기, 여자시스템  무한계통으로 구성된 체 시

스템의 블럭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

윙방정식으로부터 각속도의 변화량( )을 입력으로 받은 

조속기가 터빈밸 를 조 하면 터빈은 기계  토크(Tm )를 
출력한다. 동기발 기로부터 단자 압(Et )과 단자 류(It) 입
력받은 여자시스템은 계자 압( )를 출력한다. 동기발 기

와 무한모선의 결합은 발 기 내부 압을 이용한다. 발 기 

압은 발 기회 자의 d, q축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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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I/O

Digital  

I/O

DSP
Power Supply

그림 5 시뮬 이터 주제어보드

Fig. 5 Simulator main control board 

그림 6 시뮬 이터 연결도

Fig. 6 Simulator connection diagram

무한모선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해서 부하각()를 이용, 시

스템의 d, q축을 기 으로 류  로 변환한다. 무한모선 

계통은 변환된 류  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스템 d, q축

을 기 으로 한 단자 압   출력으로 내놓는다. 다시 

 를 회 자의 d, q축 기 으로 로 변환시키고, 이 

압을 동기발 기에서는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동

기발 기는 류값   와 계자 압( )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  토크(Te )를 발생한다. 

그림 3 실시간보드내 시뮬 이션 흐름도

Fig. 3 Simulation s/w flow of real-time board

  1기 무한모선 계통주 수는 항상 60Hz라고 가정하 고, 

선로의 특성을 무시하고, 로드 로우(load flow)방식으로 

근하 다.  복잡해 보이는 그림 4를 회로형태로 만든 후, 

테 난 정리를 이용하여 테 난 등가회로로 간략화 시켰다

[2]. 먼  계통회로를 회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간략화된 계통회로도

Fig. 4 Simulation s/w flow of real-time board

    
   
     

     

    단      

    (5)

여기서,

Ztr : 발 기측 승압변압기 임피던스, 

Z1, Z4 : 선로 직렬임피던스

Z2, Z3 : 선로와 부하의 병렬임피던스

이 회로의 테 난 정리에 의한 등가회로는 다음과 같다.

     

    

    ∞

           (6)

계통시뮬 이션에서는 임피던스 ～ 의 변화로 각종 
외란에 한 모의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

2.2.3 실시간 시뮬 이터 보드개발

모의 동기발 기와 력계통 실시간 시뮬 이션이 가능한 

보드형태 시뮬 이터는 TMS320C33 DSP를 이용하여 개발

하여 모든 제어코드는 C와 어셈블러 언어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5에서 나타낸 것처럼 시뮬 이터는 실제 여자

시스템의 출력 직류 압을 받게 되어있고, 그림 3의 내부 시

뮬 이션 흐름도에서 알 수 있듯이 60Hz AC 3상 동기발

기 압과 류를 출력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압과 류

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다시 출력값 피드백 받아서 PI 

제어기로 오차값을 보상할 수 있게 하 다. 로그램은 실

시간 OS 로그램인 µC/OS(Micro-C Operation System)를 

용하여 다 작업들(Task)의 특성에 따라서 작업우선권을 

주어 불필요한 상호간섭을 막게 하 다. 주요 용된 작업

은 기화, 이산 시뮬 이션, 보호, 통신, 진단 등이 수행되

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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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EEE 421-5 dual input PSS2B 모델 

Fig. 9 IEEE 421-5 dual input PSS2B model

2.3 동기발 기 라미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시험

개발된 시뮬 이터 탑재형 여자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철

한 기능시험을 실시하 다. 표 1과 표 2는 장에 용된 

상발 소의 발 기 정수들이다. 이 정수들은 시뮬 이터 

시험을 하여 입력되었으며, 계통정수는 별도로 입력되었

다. 그림 7은 시뮬 이터를 이용한 발 기 부하 스텝시험 

형결과이다. 장시험과 동일하게 발 기 기확립  정

지시험도 실시되었다. 무부하시험 후 계통연계 운 을 실시

하여 정격부하 운 시 응답특성을 악하 다. 각종 제어/제

한/보호 튜닝값에 한 특성시험을 하 고, 최 값을 실제 

시스템의 사  튜닝값으로 설정하 다.  

정격 압 22,000V 주 수 60Hz(3600rpm)

정격출력 612MVA 계자 압 300V

계자 류 5,224A 계자 항 0.0546@75℃

표   1  500MW 동기발 기 사양 

Table 1 500MW synchronous generator specification 

Ra 0.0466 R1q 0.0072

Lad 1.4353 L1q 0.2322

Laq 1.4044 R2q 0.0092

Ll 0.1470 L2q 0.0372

R1d 0.0086 Rfd 0.0075

L1d 0.0618 Lfd 0.0830

표   2  동기발 기 라미터(pu) 

Table 2 Synchronous generator parameters(pu) 

그림 7 5% 스텝응답 시뮬 이션 형

Fig. 7 5% step response simulation waveform

2.4 IEEE 421 모델에 의한 제어블록도  튜닝값

직 여자시스템은 그림 1에서처럼 발 기 계자권선에 직

류 류를 공 하기 한 력원을 직  발 기출력에서 여

자변압기를 통하여 얻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런 시스템은 

응답 속도가 빠른 속응성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서 최근 

모든 발 소에 용되고 있다. 그림 8 제어블럭도는 IEEE 

421 규격에 정의되어 있으며, 각각의 튜닝값은 시운 시 튜

닝을 통하여 최종결정 된다[8]. 본 논문에서는 계산된 튜닝

값을 시뮬 이터를 통하여 그 안정도를 검증하 고, 세부튜

닝 후, 별도의 수정없이 시운 에 사용되었고 시험으로 최종 

확인하 다. 

그림 8 IEEE 421-5 ST4B 여자시스템 모델

Fig. 8 IEEE 421-5 ST4B excitation system model

TR 0.01 KC 0.16

KPR 3.0 KIR 3.0

VRMAX 0.87 VRMIN -0.87

TA 0.01 KG 0.0

KPM 1.0 KIM 0.0

VMmax 0.87 VMmin -0.87

KPM 5.4 KIM 0.0

VBmax 6.75 XL 0.0

표   3  여자시스템 제어튜닝값 

Table 3 Excitation system control parameter tuning values 

여자시스템 력계통안정화(PSS: Power System Stabilizer) 

블럭은 2개의 입력을 사용하 다. 입력 1은 발 기 모선의 

기계 인 주 수 신호이다. 입력 2는 PT, CT에서 측정되어 

내부에서 계산된 기 인 력신호이다. 각각의 신호는 고

주  필터를 거치는데 속도와 력의 정상상태 는 주

변화를 제거하여 PSS 출력에 향이 없도록 하 다. 한 

램  트랙킹(Ramp tracking) 필터가 사용되었다. 연산된 기

계력 신호를 필터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 기계력에 더

욱 가깝도록 주  필터링된 출력을 만든다. 램  트랙킹

이란 말은 경사추 이란 뜻으로서 스텝변화를 필터링하여 

작스런 변화를 완만하게 변화시킨다. 필터는 5개의 극

과 1개의 을 갖고 있으며 약 1.5Hz의 cut-off 주 수를 

갖는다. PSS 주요 튜닝값은 Ks1의 이득값이다. 실제 시운  

튜닝시 이득값을 조 하여 응답 특성을 확인하 다. Ks1 블

럭후에는 최 상보상이 필요하여 2단계의 진상-지상블럭

을 사용하 고, 최종단에는 출력값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는

데 -0.05 ∼ 0.05 pu로 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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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 압 확립 형

Fig. 10 Generator voltage build-up waveform

그림 11 발 기 압 5% 스텝응답 형

Fig. 11 Generator voltage 5% step response waveform

그림 12 발 기 계통병입 형

Fig. 12 Generator grid connection waveform

그림 13 부하운 시 압 4% 스텝응답 형(PSS 미포함)

Fig. 13 Generator voltage 4% step response waveform 

during full load (without PSS)

그림 14 부하운 시 압 4% 스텝응답 형(PSS 포함)

Fig. 14 Generator voltage 4% step response waveform 

during full load (with PSS, Ks1=10)

TW1 2.0 TW2 2.0

TW3 2.0 TW4 0.0

T6 0.0 T7 2.0

KS2 0.1779 KS3 1.0

T8 0.5 T9 0.1

KS1 10 T1 0.3

T2 0.0 T3 0.0

T4 0.0 M, N 5, 1

VSTMAX 0.1 VSTMIN 0.0

표   4  IEEE 421-5 PSS 모델 제어튜닝값 

Table 4 IEEE 421-5 PSS model control tuning values  

2.5 연구시작품 장설치 후 성능시험

2.5.1 무부하 성능시험

연구시작품은 국내 500MW 표 석탄화력 발 소에 설치

되었다. IEEE 421 기 에 의하여 성능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각 시운  단계별 형이 측정되었다[9]. 그림 10은 발 기 

기정격 압 확립 형을 나타내고 있다. 기 압은 정격

압 22kV까지 소 트 압확립블록의 기능에 의하여 셋

한 값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다. 발 기 압 

기에 정상 으로 상승하면, 스텝시험을 실시한다. 보통 

IEEE 기 에 의하여 5% 스텝신호가 인가되며 큰 오버슈트 

없이 안정화되는지 PID 게인값을 조 하여 최 의 라미터 

값으로 셋 한다. 발 기 PT 신호문제로 운 을 할 수 없을 

경우 여자시스템은 계자 류를 궤환신호로 제어한다. 삼상

상제어 정류기를 사용하는 여자시스템은 정지시 회 자

(인덕턴스 성분)에 있는 에 지를 입력측으로 회생하는데 

그림 10처럼 정지시에 호각을 150도로 하여 계자 압이 

(-)값이 되어 력이 회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발

기 압은 빨리 안정 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5.2 부하 성능시험

무부하시험이 정상 으로 끝나면, 력거래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통병입을 하게 된다. 보통 500MW 발 소는 계획 

방정비 후 여러 보호기능을 시험해야 하므로 계통병입을 

2-3번 하게 되는데, 이때 여자시스템도 시운 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그림 12는 발 기 계통병입시 의 형을 나타내

고 있다. 보통 계통병입 직후 가버 에서는 역 력 계 기 

동작을 막기 하여 정격유효 력의 2-5% 정도 출력한다. 

물론 발 기 압은 계통병입때의 압을 그 로 유지하며, 

운 원은 낮시간 동안 지상무효 력을 공 하기 하여 

압을 상승시킨다. 그림 13-14는 발 기 정격 500MW 출력

시에 스텝응답시험과 력계통안정화장치(PSS) 시험을 병행

하여 실시한 형이다. 자는 PSS 기능없이 시험을 하 으

며, 이때에 발 기 압  기타신호들이 정상 으로 셋 값

에 응동하는지 확인한다. 후자의 경우 PSS의 Ks1의 게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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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으로 셋 한 후 시험을 진행하 다. 자와의 형을 

비교해보면, 유효 력의 과도상태에 따른 핑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게인값을 증가하면, 핑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으나 게인증가에 따른 발 기 과도안정도 

측면에서 10으로 결정하 다.

2.6 연구 시작품 외형

500MW 발 소에 용된 시뮬 이터 탑재형 디지털 삼

화 여자시스템은 기존의 웨스 하우스 제품인 WDR-2000 

제품을 철거하고 설치되었다. 제어 넬에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 TOP (Touch Operation Panel)가 면에 부착되어 있

고, 내부에는 시뮬 이터, 삼 화 신호처리모듈 그리고 삼

화 제어기가 치에 있다. 삼 화 제어기는 내고장성 기능

을 갖고 있어서 2개의 제어기가 고장이 발생하여도 이상없

이 운 될 수 있다. TOP는 각종 운 화면, SOE(Sequence 

Of Event), 실시간 트랜드, 제어변수튜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제어신호는 아날로그 4-20mA로 출력이 되어서 

상제어 정류기의 호모듈에 보내어지며, 총 140포인트의 

IO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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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장 용된 여자시스템 제어 넬

Fig. 15 Applied excitation system control pannel

3. 결  론

500MW 형발 소에 용된 시뮬 이터 탑재형 디지털 

삼 화 여자시스템은 고도의 신뢰성과 설비의 안정성이 요

구되어 IEEE 국제규격에 따라서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장설치 후 각 신호의 건 성  제어기능을 발 소 정지

에 탑재된 발 기-무한모선 디지털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시험하 고 제어 라미터를 사 튜닝 하 다. 실제 시운

시 처음 계획하 던 시운 시간보다 반가량 빨리 성능시

험을 마칠 수 있어서 발 기 공회 에 따른 과열  비용을 

감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발 기 무부하  

부하시험을 통하여 500MW 발 기 기 으로 아주 성공 인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국내외 발 기 여

자시스템에 본 기술을 확  용할 정이며, 형 발 소의 

안정 인 운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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