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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election Method for Power System Stabilizer of a Power Plant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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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aper describes the parameter tuning of power system stabilizer (PSS) for a power plant based on 

hybrid system modeling. The existing tuning method based on bode plot and root locus is well applied to keep power 

system stable. However, due to linearization of power system and an assumption that the parameter ratio of the lead-lag 

compensator in PSS is fixed, the results cannot guarantee the optimal performances to damp out low-frequency 

oscill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hybrid system modeling, which has a DAIS (differential-algebraic-impusive-switched) 

structure, is applied to conduct nonlinear modeling for power system and find optimal parameter set of the PSS.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method are carried out by time domain simulation with a single machine connected to 

infinite bus (SMI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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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계통은 력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력설비들의 계통

연계를 통해 차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송 선로를 부하

로 인해 계통의 안정도 여유가  어들고 있다. 따라서 

부분의 발 기들은 속응성 여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계통의 

동기화 토크를 증가시켜 과도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1]-[2]. 하지만, 이와 같은 속응성 여자시스템은 계통의 

핑 토크를 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500 MW

 이상의 형 발 기에는 력시스템 안정화장치(Power 

System Stabilizer, 이하 PSS)의 설치를 규정에 두고 있다. 

PSS는 계통의 과도 상시에 핑토크를 향상시키기 해 

속응성 여자시스템에 보조신호를 주어 발 기 단자 압을 

조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보조신호는 그 크기는 작

지만 발 기 회 자 속도의 상과 동상인 기  토크를 

발생하여 주  진동을 감쇠시키는 역할을 한다[3]. PSS의 

요성에 따라 국내에서는 성능시험을 5년 주기로 수행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PSS 정수선정 기법으로 PSS를 포함한 력시스

템을 선형화하여 블록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선형 라미터 선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PSS의 상보

상기의 정수를 선정하기 해서는 보데선도를 사용하여 

상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수를 선정하며, 이득 정수는 

근 궤 법을 이용하여 최 값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의 단 은 상보상기의 정수비를 고

정하고 정수를 찾게 되어 최 값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과 

상보상기의 정수를 구한 후, 고유치를 분석하여 이득 정수

를 구하므로 상보상기의 정수와 이득정수에 한 최 값

을 동시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3]-[4]. 

한편, 하이 리드시스템은 최근 들어 많은 물리  시스템

(연속  다이내믹, 이산사건의 다이내믹, 스 치 동작,  

상이 혼합되어 있는 시스템)의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새

로운 제어 기법이다[5][6]. 특히, 력시스템의 경우도 미분

방정식, 수 방정식 뿐 만 아니라 리미터에 의한 이산방정

식, 변압기 탭 변화에 한 스 칭 동작 등의 비선형 동 특

성을 나타내므로 하이 리드시스템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이 가능한 력시스템의 

모델링을 해서 재 개발된 가장 합한 모델링은 

DAIS(differential-algebraic-impusive-switched) 구조[7]의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기술이다. DAIS 모델은 비선형 

력시스템의 비선형  동 특성을 고려하여 미분방정식, 

수 방정식, 임펄스  스 치 형태의 이산방 식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력시스템을 수학 으로 

정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분방정식과 수 방정

식을 이용하여 력시스템의 동  특성에 한 궤도민감도

를 계산하거나, 민감도를 통한 시스템 행렬을 계산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AIS 구조로 력시스템을 모델링하여 발

기의 PSS 정수를 선정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장 은 비선형모델을 선형화하지 않고, 최  정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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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방법에서 가지고 있는 단 을 극복하고 최 의 정수를 

선정하여 력계통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PSS를 포함한 1기 무한모선 시

스템에 외란을 인가함으로서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력시스템 안정화 장치

2.1 력시스템 안정화 장치 역할  구조 

일반 으로 력계통의 동기화 토크를 손상시키지 않고 

핑 토크를 제공하기 해 여자시스템에 보조 제어장치가 

요구되는데 이런 장치를 PSS라고 한다[8]. 이 PSS의 출력

신호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주  진동을 감쇠시키는 역할

을 하며, 주  진동은 0.1～2[Hz] 역의 주 수를 갖는다. 

한, 주  진동 모든 역진동모드와 지역진동모드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지역진동모드는 0.8～2[Hz] 역의 주 수를 

갖으며 역진동모드는 상 으로 작은 주 수를 갖는다

[9]. 그림 1은 력계통에서 제어기의 특성을 악하기 한 

기본 모델인 1기 무한모선 계통을 나타낸다. 참고로 그림 1

에서와 같이 1기 무한모선을 이용하여 PSS의 성능을 분석

하는 방법은 지역진동모드의 주  진동을 감쇠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1에서 발 기(G)에는 2축(d-q) 각각에 2개의 

감쇠권선을 갖고 있는 6차 모델을 용하 다[10]. 이 모델

에 한 발 기 라미터  송선로에 한 데이터는 참

고문헌 [10]에 제시되어 있다. PSS 제어기를 포함한 압조

정기/여자기 모델을 그림 1에서와 같이 발 기(G)에 연결하

다. 

G

PSS/AVR

TRANSMISSION
SYSTEM

VtEfd
V oo

그림 1 1기 무한모선 계통

Fig. 1 Single machine connected to infinite bus system

그림 2는 이번 연구에서 최 화 기법을 용할 PSS 모델

에 한 다이어그램이며 압조정기/여자기에 보정신호

(Vpss)를 인가한다. IEEEST PSS와 같은 일반 인 PSS 모

델은 계통의 주 수 편차()를 입력으로 받으며, 이득정수

와 두 개의 상보상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출력을 여자

시스템의 보조신호로 인가한다. 이 보조신호가 력계통의 

주  핑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며, 그에 따라 PSS의 

라미터 최 화는 력계통의 안정도 향상을 해 결정

인 역할을 한다.

그림 2의 PSS는 총 5개의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 이득제어기, 주 역필터, 고주 역필터, 그리고 2개

의 상보상기이다. 한, 그림 2에서, ∆는 PSS에 입력되
는 각주 수의 변동분을 의미하고, K1은 이득정수이며, TL

은 주  역 필터 정수로서 PSS의 제어 상 주 수가 

0.8～2.0[Hz] 역이므로 일반 으로 0.01의 값을 용한다. 

한, TW는 고주 역필터 정수로서 신호의 DC요소를 제

거하기 해서 사용되며 10의 값을 일반 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상은 주  진동 감쇠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이득정수(K1)  상보상정수(T1～

T4)이다. 그리고  ,  ,    는 PSS의 각 제어기를 미

분방정식으로 표 했을 때의 변수를 의미하고,   ,  ,   

 은 각 제어기의 출력값을 변수로 표 한 것이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AVR의 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본 논

문에서 AVR의 변수에 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림 2 PSS와 압조정기/여자기(AVR/Exiter) 모델

Fig. 2 PSS and AVR/Exciter

2.2 력시스템 안정화 장치 튜닝 기술

PSS의 튜닝기술은 두 가지 차로 나뉜다. 첫 번째 차

는 상보상 시정수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차는 상

보상 시정수를 용한 후 이득정수를 구하는 것이다. 상

보상 시정수는 PSS 정수 튜닝에서 가장 요한 부분이며, 

여자기 기 과 발 기 공극 토크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

지연을 보상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일반 으로 PSS는 그

림 2에서와 같이 2 개의 상보상기를 갖으며, 그림 2의 T

1～T4의 정수값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첫 번째 차에

서 상보상 시정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3]-[4]. 

∙그림 1의 1기 무한모선을 선형화하여 달함수 계산

∙보데선도를 이용해 PSS가 없을 때 상지연을 계산

∙PSS를 투입하여 지역모드 진동 주 수 를 심으로 최

한 상보상이 이 질 수 있도록 시정수 결정 (이 때, 

T1/T2 = T3/T4 = 10을 유지)

두 번째 차에서 이득정수는 근 궤 법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에서 결정한 상보상 시정수를 용한 후, 이득

정수를 변화시키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이득정수를 우

선 구한 후에 그 값의 1/3을 이득정수로 구하여 결정한다. 

기존의 PSS 시정수 선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3]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해진 시정수는 실제 장에 

용했을 때,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나, 력계통을 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 상

보상 시정수의 비를 10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상보상 시

정수를 고정한 후에 이득정수를 구하는 것에 의해서 최종 

선정된 시정수는 최 화된 값으로 볼 수 없다는 단 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고 안정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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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정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기반 PSS 시정수 선정 방법을 제안한다.

3.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3.1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소개

서론에서 언 한 것과 같이 하이 리드시스템은 선형  

비선형 특성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선형  비선형 특성을 일 된 모델링 기법으로 구 하여 

그 상호작용에 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특

히, 력계통을 모델링한 하이 리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선형  비선형 특성 그리고 이산 인 스 칭 사건이 복합

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연속 인, 이산 인 상태변수

∙연속 인 동  특성

∙사건에 따른 이산 인 상태변수의 변화에 한 도식화

에 제시된 특성을 포함하는 표 인 하이 리드 시스

템은 하이 리드 동  시스템을 H = [Q, ∑, A, G]로 정의

한 참고문헌 [11]에 제시되어 있다.

에 제시된 모델은 일반 인 하이 리드시스템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용하려는 수치  최 화 방법을 

용하기 한 모델링에는 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연구에서 하이 리드 시스템 모델링을 사용하는 목 은 최

화 알고리즘에 필요한 1차 도함수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에서 제시된 DAIS 구조로 모

델링된 하이 리드시스템은 력시스템의 비선형 동작 특성

을 나타내는데 합하며, 궤도민감도 분석 기반 시스템 모델

링을 계산하여 고유치분석을 수행하는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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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력각, 각속도, 자속과 같은 연속 변수

 ∙z ; 변압기 탭의 치와 같은 이산 변수

 ∙y ; 단자 압, 단자각과 같은 수  변수

 ∙λ  ; 변압기 리액턴스, 제어기 이득값, 스 칭 시간, 리미

터 값과 같은 라미터

식 (1)에 있는 미분함수 

  는 사건으로부터 상수값을 유

지하는 z와 λ가 포함되어 있으며 






  형태로 구성된 

함수이다. 마찬가지로, 식 (4)에 있는 리셋 함수 



는 리셋 

사건에서 x와 λ가 상수값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

나  동  변수 z는  

   (


는 


의 사건 이후의 

값을 나타내며, 

와 는 


와 y의 사건 이 의 값을 나타

낸다) 함수에 따라서 새로운 값으로 변화가 된다. 식 (2)에

서, g 함수는 식 (3)의 yd의 부호에 따라 g
(i-)
 에서 g

(i+)
로 

변하는 함수로서 시스템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yd의 부호가 

변할 때, 이산 인 스 칭 상이 발생하는 조건이 되는 함

수이다.

그리고 와 같은 특성에 따라 시스템의 흐름도 (system 

flows) φ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시스템의 흐름도는 앞서 

설명한 

(선형  비선형 상태변수를 포함하는 변수)와 y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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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 모델에 한 더욱 일반 이고 세세한 설명과 수식

 함수는 하이 리드 시스템에 한 제를 통해서 [7]에 

설명되어 있다. DAIS 구조를 통한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

링은 시스템 체의 변수에 한 고유치를 구하는데 효과

이다. 식 (1)～(3)을 통해 구 된 력시스템 모델링은 f, g  

함수에 한 비선형  선형 변수의 1차 편미분을 제공해 

으로서 다음 식 (6)을 통해 시스템 반에 한 고유치를 

구할 수 있다. 

xxggffxx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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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는 변수벡터 

  에 한 체 시스템을 나타내는 

행렬로서, 그 행렬의 고유치가 실제 시스템에 한 고유치를 

표하게 된다.

3.2 하이 리시스템 기법을 통한 력시스템 모델링

PSS와 압조정기/여자기를 포함한 력계통을 식 (1)～

(4)를 이용하여 DAIS 구조의 하이 리드 시스템으로 모델

링을 수행한다. 그 에 식 (7)～(9)는 그림 2에서 PSS의 선

형제어기와 출력리미터를 하이 리드시스템으로 모델링한 

수식을 의미한다. 시스템에 동작범 가 크게 변하거나 외란

이 가해졌을 때, 각각의 제어기에는 입력(Δw, ΔP와 Vt)의 

큰 변화 때문에 선형제어기의 출력값(그림 2의 Vout)은 출력 

리미터의 상하한 값에 따라 제한된다. 이 때, 비선형의 이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며, 하이 리드 시스템 모델링 하에서 식 

(7)～(9)에서와 같이 각 조건에 해당하는 신호를 출력하게 

되어 선형  비선형 특성이 포함된 시스템을 이산사건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 되게 모델링할 수 있

다. 식 (7)～(9)에 표 된 변수들은 그림 2에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그림 2에 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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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S 정수 선정 기법

4.1 기존 방법에 의한 정수 선정

2.2 에서 언 한 PSS 정수 선정 방식은 TSAT 소 트

웨어를 사용하여 2.2 에서 설명한 차를 따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하기 해서

는 기존의 방법을 그 로 수행하여 비교를 수행해야하지만, 

본 연구진은 TSAT 소 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차 로 수행하는 것으로 신한다. 비록 TSAT 

소 트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비선형모델링 기반 하이

리드시스템 기법으로 1기 무한모선을 모델링하여 같은 차

를 따르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해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정확할 것으로 단된다.

차 1에 의하면, 상보상 정수를 선정하기 해서 

T1/T2 = T3/T4 = 10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진동모드에서 

상지연이 없도록 선정한다. 표 1은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

링을 통해서 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보상 정수를 

선정한 결과이다. 표 1에서와 같이 T1/T2과 T3/T4의 비율은 

10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치의 허수부분이 

거의 같은 값을 가지므로 PSS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진동 

고유주 수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PSS가 없을 

때의 고유치는 -0.27±j6.75로서 실수 부분이 -0.27을 갖게 

되며 상보상 정수를 튜닝한 이후 고유치의 실수부분이 음

의 방향으로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진동에 한 감쇠 정수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가 있다.

표   1  기존 방법에 의한 PSS의 정수 선정결과

Table 1 Parameter selection results of the PSS based on 

existing method

K1 T1 T2 T3 T4 고유치

9 0.25 0.025 0.3 0.03 -1.01±j6.70

그림 3은 발 기 단자 압을 3% 상향시켰을 때, PSS가 

없을 때와 기존의 방법으로 구한 PSS 정수를 용했을 때

의 주  진동 감쇠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 이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방법으로 선정된 PSS의 

용은 외란에 해서 주  진동을 감쇠시키는 성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SS의 용에 따라서 주  

진동의 고유 진동주 수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상 정수 선정에 따른 발 기 출력 응답

Fig. 3 Real power response of generator with tuned PSS 

by step 1

그림 4 이득 증가에 따른 고유치 궤

Fig. 4 Root locus plot according to increment of gain value

그림 5 상  이득정수 선정에 따른 발 기 출력 응답

Fig. 5 Real power response of the generator with tuned 

PSS by step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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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SS 정수 변화에 따른 고유치 분포

Fig. 6 Eigenvalue distribution according to variation of PSS 

parameters

한, 차 2에 따르면, 차 1에서 구한 상보상 정수를 

이용하고, 이득정수를 차 증가시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임계정수를 찾게 된다. 그림 4는 이득정수 증가에 따라 극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K1이 27일 때 시스템이 불안

정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임계

값의 1/3배가 되는 값을 이득정수로 선정하게 되며 이에 해

당하는 값도 표 1에 함께 주어져 있다. 그림 5는 최종 으

로 선정된 라미터를 용했을 때의 응답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발 기 단자 압을 3% 상향시켰을 

때의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에서와 같이 선정

된 이득정수를 용했을 때 핑 감쇠가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기반 정수 선정

력시스템 용을 한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기술은 

2.2 에 설명한 것과 같이 미분방정식, 수방정식, 임펄스-

스 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미분방정

식에서 뿐 만 아니라 임펄스-스 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표 함에 있어서 력시스템의 비선형성을 그 로 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여 모의 결과가 정확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PSS의 정수선정을 해

서는 우선, 식 (1)～(4)를 이용하여 발 기, 송 선로, PSS를 

포함한 모든 제어기를 DAIS 구조로 분석하게 된다. 그림 1

의 력시스템은 DAIS 구조를 통해 수학식으로 모두 분석

이 되므로 변수 x   y에 한 편미분을 구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편미분값을 포함하여 식 (6)에서와 같이 미분방정

식, 수방정식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 행렬 A를 계산할 수 

있으며, 식 (6)에서 행렬 A를 포함한 마지막 수식은 력시

스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방정식을 나타낸다. 

특성방정식을 분석하면 주  진동에 련된 고유치를 계

산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진

동주 수를 유지하면서 가장 큰 감쇠 정수를 갖도록 하는 

PSS의 정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는 PSS 정수 변화에 따른 주  진동에 해당하는 

고유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검정색 실선은 

기존의 진동 주 수를 의미하며, 검정색 선 의 고유치를 갖

는 PSS 정수를 선정한다면 기존의 진동주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진동주 수를 유지하고 가장 큰 감쇠 

정수를 갖는 PSS의 정수를 선정한다면, 기존의 2단계 차

에서 선정한 결과보다 성능이 좋은 PSS 정수를 선정할 수 

있다.

5. 모의 결과

그림 6에서와 같이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고유

치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진동주 수와 주 수는 거의 같으

며 감쇠정수가 큰 고유치를 찾아낼 수가 있으며, 그에 해당

하는 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방법인 상정수 선정  이득정수 선정기법의 단 을 극복

하고 보다 안정된 PSS 정수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정된 PSS 정

수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득 정수가 기존 방법보다 

크지 않아도 고유치의 실수부분이 음의 방향으로 크므로 더 

큰 감쇠정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PSS의 정수 선정결과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arameter selection results of PSS

PSS 정수 K1 T1 T2 T3 T4 고유치

기존방법 9 0.25 0.025 0.3 0.03 -1.01±j6.70

제안방법 4 0.5 0.05 0.95 0.15 -3.03±j6.87

그림 7 단자 압 변경에 따른 발 기 출력 응답

Fig. 7 AVR 3% step response of generator output

제안한 방법으로 선정된 라미터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2가지 모의를 수행하 다. 첫 번째는 앞서 수행한 것과 

같은 발 기 단자 압을 3%정도 상향시키는 모의에 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의시간 1 에 발 기 

모선에 0.05  동안 3상 사고를 인가하 을 때의 응답특성

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7은 단자 압 3%를 상향시켰을 

때의 발 기 출력 응답특성이며, 그림 8은 3상 사고를 인가

했을 때의 발 기 출력 응답특성을 보여 다. 그림 7과 8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안된 방법으로 선정한 PSS 

정수는 기존의 진동 주 수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외란에 

해서 큰 감쇠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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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삼상사고에 따른 발 기 출력 응답

Fig. 8 Real power response of the generator after three 

phase terminal bus fault

6.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력시스템 안정화 장치(Power 

System Stabilize, 이하 PSS) 정수선정 기법의 단 을 극복

하고,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해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 기술에 의한 PSS 정수 선정 기법을 제안하 다. 기

존의 PSS 정수선정 기법으로 PSS의 상보상기의 정수를 

선정하기 해서는 보데선도를 사용하여 상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수를 선정하며, 이득 정수는 근 궤 법을 분

석하여 최 값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의 단 은 상보상기의 정수비를 고정하고 정수를 

찾게 되어 최 값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과 상보상기의 정

수를 구한 후, 고유치를 분석하여 이득 정수를 구하므로 

상보상기의 정수와 이득정수에 한 최 값을 동시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력시스템의 하이 리드시스템 모델링에 

합한 DAIS(differential-algebraic-impusive-switched) 구

조의 하이 리드 시스템 모델링 기술을 용하여 PSS의 선

형 라미터를 선정하기 해 용하 으며, 다양한 외란에 

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정수 선정기법보다 안정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PSS 라미터

는 실제 력시스템에 용하여도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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