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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흐름 추적을 이용한 무효전력 취약지역 판단

Reactive Power Traceable System based Vulnerable Areas Detection for Reac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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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aper analyzes reactive power flow characteristic in power system by reactive power tracing. In addition, 

virtual buses are inserted in the algorithm to consider losses of transmission lines, and shunt capacitor treated as a reactive 

power generator. The results of simulation are analyzed by two points of view. The one is load’s point of view and another is 

generator’s point of view. Classic purpose of the reactive power tracing consists in the reactive power pricing. However, it is 

significantly used to select vulnerable area about line outage in this paper. To find the vulnerable area, reactive power tracing 

variations between pre-contingency and post-contingency are calculated at all load buses. In heavily load area, buses which 

has highest variation become the most vulnerable bus. This method is applied to the IEEE 39-bus system. It is compared with 

voltage variation result and VQ-margin to verify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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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달과 기후 변화로 인해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 일어난 정전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정된 전력 공급에 대한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전력 시스템의 불

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같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통에 투입됨에 따라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 해석 및 

제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계통의 운역과 계획에 있어서 전압 안정도는 매우 중요하

게 고려해야 될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유효전력, 전압은 

무효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압안정도 향상을 위해

서 무효전력 관리는 계통 운영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그러나 무효전력은 유효전력과 달리 변압기 및 선로 손실이 

크며 국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발전기에서만 생산되는 유효전력과 달리 무효전력은 조상설

비, 선로의 capacitance 성분에 의해 생산이 되기도 하며 계통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계통 

내 무효전력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은 계통 내 무효전력 부하에서 소비

하는 무효전력의 근원을 추적한다[1-5].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

법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proportional sharing rule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이때, 변압기 및 선로 손실을 고려하기 위해 가상 모선

을 구성하고 조상설비 등을 발전모선으로 처리한다. 유효전력 흐

름 추적 기법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무효전력 흐

름 추적 기법은 전력 시장에서의 무효전력 가격 책정을 위한 목

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통 해석 관점의 연구는 부족

하다[6-11].

일반적으로 선로 사고에 대한 무효전력 취약모선을 판단하는 

지수로 전압 변동률을 이용한다. 하지만 전압은 국지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사고 인근의 과전압 혹은 저전압 모선들의 전압 변

동률은 비슷한 값을 가지므로 단순히 전압 변동률 값으로 무효전

력 취약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을 이용하면 조류계산의 결과를 바탕

으로 계통 내의 전반적인 무효전력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선로 

사고 후 무효전력 흐름의 경로 변화에 대한 탐색도 가능하다. 이

러한 무효전력 흐름의 변화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압 변동률보다 

좀 더 정확히 무효전력 취약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을 이용한 무효전력 취약지

역 판단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 무효전력 취약지역 판단 방안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vulnerable areas detection method for 

reac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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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을 이용한 취약지역 판

단 방안의 순서도이다. 전력조류계산을 통해 선로의 무효전력 흐

름 및 모선의 무효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계산한다. Surge 

Impedance loading(SIL)을 이용하여 가상 모선의 유형을 발전 

혹은 부하모선으로 규정하고 조상설비는 발전모선으로 표현한다. 

가상 모선을 구성하고 proportional sharing rule을 기반으로 발

전 측면과 부하 측면에서 계통의 무효전력 흐름을 계산한다. 이

렇게 계산된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을 이용하여 선로 사고에 

대한 무효전력 취약모선을 판단한다. 사고 전 후의 무효전력 흐

름 변화량을 바탕으로 과전압 혹은 저전압 지역의 무효전력 취약

모선을 판별한다. 제안한 무효전력 흐름 추적 알고리즘과 취약모

선 판단 방안은 IEEE 39-모선 계통에 적용한다.

제안한 방안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전압 변동률과 VQ마진 

감소율을 관찰한다[13]. 사고 전과 대비하여 사고 후 전압 변동

률과 VQ마진 감소량을 계산하여 변동률이 크거나 VQ마진 감소

량이 큰 모선일수록 무효전력에 대해 취약한 모선으로 볼 수 있

다. 본 논문의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은 Fortran에 의해 구현

되었고 검증을 위한 VQ해석은 VSAT을 이용한다.

2. 본  론

2.1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

2.1.1 전력 흐름 추적 기법

전력 흐름 추적 기법이란 특정 발전기에서 생산된 유효/무효 

전력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부하의 위치와 양을 추적한다[1]. 

전력 흐름 추적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첫 번째는 발전 측면으로, 발전기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이 어

느 부하로 도달하는 지를 추적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부하 측면으

로,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어느 발전기로부터 공급을 받았는

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림 2 발전과 부하 측면에서 무효전력 흐름 추적

Fig. 2 Reactive power tracing at generation and load side

그림 2-(a)는 발전 측면에서 전력 흐름 추적 결과로 발전기에

서 생산된 100Mvar의 전력이 A, B, C 부하에 각각 50Mvar, 

30Mvar, 20Mvar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b)는 부

하 측면에서 전력 흐름 추적 결과로 부하의 소비전력 100Mvar는 

A, B, C 발전기로부터 각각 50Mvar, 30Mvar, 20Mvar를 공급받

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Proportional Sharing Rule

전력 흐름 추적 기법은 proportional sharing rule을 바탕으로 

하고 Proportional sharing rule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 가정1: 관찰 선로 조류는 앞단의 연결 모선으로부터 받는다. 

◆ 가정2: 연결 모선들 중 가장 많은 조류량을 보내는 모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림 3 Proportional Sharing rule

Fig. 3 Proportional Sharing rule

위의 그림에서 보면 모선 i로 100Mvar가 유입되고 있다. 

Proportional sharing rule에 따르면 60Mvar를 전달하는 모선 j

는 40Mvar를 전달하는 모선 k보다 모선 i에서 나가는 조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각각의 선로에 흐르는 조류 양에 

비례한다. 따라서 선로 i - l에 흐르는 30Mvar는 모선 j로부터 

30 × 60/100 = 18Mvar를 공급받으며, 모선 k로부터 30 × 40/100 

= 12Mvar 를 공급받는다. 이와 같이 모든 부하와 발전기에 대해 

반복 연산을 수행하여 부하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공급원을 탐색

할 수 있다. 따라서, proportional sharing rule은 전력을 공급하

는 양의 비율에 따라 그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2.1.3 Surge Impedance Loading(SIL)과 가상 모선

유효전력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유일한 전력 생산 장치이고, 부

하가 유일한 전력 소비 장치이다. 선로의 손실이 존재하긴 하지

만 그 값이 매우 작아 전력 흐름 추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 하지만 무효전력의 경우에는 발전기와 부하 외에도 변압기 

및 선로의 무효전력 손실 및 공급이 존재한다. 선로가 무효전력

을 공급하는지 소비하는지는 SIL(Surge Impedance Loading)을 

통해 알 수 있다[12]. SIL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

선로에 흐르는 유효전력의 양이 보다 크면 선로는 무효전

력 소비 선로가 되고, 작으면 무효전력 공급 선로가 된다. 실제 전

력 계통에서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들도 상당수 존재 한다.

그림 4는 π-등가 선로의 무효전력 흐름을 나타낸다. 전력조류

계산에서는 선로의 capacitance 계산을 위해 선형화된 π-등가 

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선로의 capacitance 성분은 선로 양단 모

선의 자기 임피던스로서 계산되며 선로에는 resistance와 r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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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π-등가 회로의 무효전력 흐름

Fig. 4 Reactive power flow of π-equivalent circuit

tance 성분 값만 남는다. 전력조류계산 수행 후 선로의 무효전력

은 선로 양단의 무효전력 입출력의 합으로 계산된다. 즉, 위의 그

림에서 모선 i쪽 무효전력 흐름은 와 
′의 합으로 결정되고, 

모선 j쪽 무효전력 흐름은 와 
′의 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선로에 흐르는 무효전력은 선로 양단에서 방향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선로에서 무효전력이 들어오는 양보다 나

가는 양이 많으면 공급 선로가 되고,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

이 많으면 소비 선로가 된다.

선로의 무효전력 소비 및 공급을 고려하기 위해서 각 선로마

다 가상 모선을 구성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상 모선은 해당 

선로의 무효전력 소비 및 공급에 따라 각각 부하모선 및 발전모

선으로 처리한다. 가상 모선 구성이 완료되면 모든 선로는 이상

적인 선로가 되고 무효전력을 생산 혹은 소비하지 않는 선로가 

된다. 아래 그림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를 나타낸다.

그림 5 무효전력 공급 선로

Fig. 5 Supply line for reactive power

가상 모선의 유형은 SIL로 결정할 수 있다. SIL이란 선로가 

무효전력을 생산 혹은 소비하지 않을 때 선로에 흐르는 유효전력

을 의미한다. 

그림 6 선로 미소 단위 길이

Fig. 6 Unit length of line

위의 그림은 선로의 미소 단위 길이를 나타낸다. 위의 미소 단

위에서 shunt capacitance에 의한 무효전력 생산량과 series 

inductor에 의한 무효전력 소비량이 같을 때, 선로는 무효전력을 

생산 혹은 소비하지 않는다. 단위 길이 당 shunt capacitance가 

생산하는 무효전력과 단위 길이 당 series inductance가 소비하

는 무효전력은 다음과 같다. 

  
  

        (2)

 


        (3)

선로의 resistance 성분을 무시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선로는 무효전력을 생산 혹은 소비하지 않는다.

        (4)

위의 조건을 가지고 surge impedance 가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









       (5)

위의 식에서 l은 단위 길이 당 inductance를 나타내고, c는 단

위 길이 당 capacitance를 나타낸다. 는 base voltage가 된다. 

최종적으로 surge impedance loading 은 다음과 같다.

 




    (6)

선로에 흐르는 유효전력이 SIL보다 작으면 선로는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선로가 되며, 선로에 흐르는 유효전력이 SIL보다 크면 

선로는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선로가 된다.

이러한 SIL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 모선에서 SIL과 유효전력 

흐름을 비교함으로서 발전모선과 부하모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SIL이 유효전력보다 크면 가상 모선은 발전모선이 되고, SIL

이 유효전력보다 작으면 가상 모선은 부하모선이 된다.

계통에서는 선로 뿐 아니라 모선에서도 shunt capacitance나 

inductance 성분에 의한 무효전력 손실 및 공급이 발생하게 된

다. 이에 무효전력 추적 기법에서는 shunt capacitance 및 

inductance를 각각 발전기와 부하로 처리한다. 따라서 전력조류

계산 수행 후,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모선은 발전모선으로, 무효전

력을 소비하는 모선은 부하모선으로 구분된다.

그림 7 가상 모선 구성 전과 후 비교

Fig. 7 Compare before and after configurating virtual bus

조상설비를 발전 혹은 부하모선으로 구분하고, 가상 모선을 구

성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모선은 모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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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이 되고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모선은 모두 부하모선이 된다. 

이렇게 계통을 재구성한 다음 proportional sharing rule을 적용

하여 무효전력 흐름을 추적한다.

2.1.4 무효전력 흐름 추적 알고리즘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조류계산 수행 후 가상 모선

을 구성하고, 선로 및 조상설비의 무효전력 손실 및 공급을 발전

모선 혹은 부하모선으로서 처리한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알고리

즘을 적용한다.

그림 8 임의 모선 i의 무효전력 흐름

Fig. 8 Reactive power tracing at i bus

위의 그림은 임의 모선 i에 대한 무효전력 흐름을 나타낸다. 

위의 그림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모선 i로 유입되는 총 무효전력의 합

  - 모선 j와 모선 i 사이 선로에 흐르는 무효전력

 - 모선 i에서 생산하는 무효전력


  - 모선 i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모선들의 집합

n - 계통 내 전체 모선 개수

위의 변수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을 구성할 수 있다.

  
∈ 
   

→  
∈ 


 
×

→   
∈ 



 
×

  (7)

위의 에 관한 식을 i=1부터 n까지 확장시키면 행렬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위의 관계식을 아래의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for  



  for ∈ 
 for 

   (8)

계통 내에 가상 모선을 포함한 모선의 총 개수가 n개일 때 위

의 행렬식에서  는 n×n 행렬이 되며,  와 는 n×1 행

렬이 된다. 행렬식 로부터 모선 i에 관한 일반식을 아래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9)

위의 식에서 
  ×는 모선 k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이 

무효전력 부하모선 i에 도달하는 양을 의미한다. 위의 식을 바탕

으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식을 구성할 수 있다.

 


× 

  






×

  ×

  ∙∙∙

≤ ≤ for  ∙∙∙

    (10)

 


× 

  






×

  ×

   ∙∙∙

≤ ≤ for  ∙∙∙

   (11)

식(10)은 모선 i의 부하 측면에서의 해석이며, 식(11)은 모선 i

의 발전 측면에서의 해석이다. 이때, 는 부하 측면에서의 계수

이며, 무효전력 부하모선 i에 대한 무효전력 발전기 k의 기여도

를 나타내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가 0의 값을 가

지게 되면 발전기 k에서 무효전력이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된 무

효전력이 부하모선 i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가 1의 값을 가지게 되면 발전기 k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이 모두 

부하모선 i에서 소비됨을 의미한다. 부하모선 i가 발전모선 k로부

터 공급받은 무효전력의 총 양은 기여도 계수와 모선 k에서 생

산되는 총 무효전력 양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로 표

현이 된다. 는 발전 측면에서의 계수이며, 무효전력 발전기모

선 i의 무효전력 부하모선 k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낸다. 마찬가

지로 역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0의 값을 가질 경우 

모선 i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이 모선 k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

하며, 1의 값을 가질 경우 모선 i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이 모두 

모선 k에서 소비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무효전력 흐름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각 부하에 대한 각 발전기의 기여도를 알 수 

있다.

2.2 무효전력 취약지역 판단 방안

2.2.1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을 이용한 취약지역 판별 방안

이상적인 전기회로에서 전류는 옴의 법칙에 따라 전압이 동일

하다면 임피던스가 적은 선로로 더 많은 양이 흐른다. 이는 곧 

전류가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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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실 계통에서 전력 조류 흐름은 전력 손실을 최소화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만약 상정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력 조류의 흐름은 달라진다. 전력 조류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고 전 계통보다 사고 후 계통에서 전력 조류가 더 비효

율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 전 후 변

화된 무효전력의 흐름 해석은 무효전력 취약지역 판단에 중요한 

지수가 된다.

그림 9 무효전력 변화가 없는 부하모선

Fig. 9 Load bus with no reactive power change

하지만 모선 내로 유입되는 무효전력의 변화만을 관찰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무효전력 변화량을 찾을 수 없는 상황도 존재

한다. 모선 j의 부하는 정적 부하이기 때문에 모선 i에서 모선 j

로 흐르는 무효전력 양은 사고 전 후 변화가 없다. 따라서 단순

히 모선 내 무효전력 유입의 변화를 가지고 취약지역을 판별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의 결과는 부하에서 소비되는 무효전

력의 공급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전 후 무효전력 전달 경

로가 어느 정도 변하였는지를 탐색하기에 유리하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하모선 j의 무효전력 전달 경로 변화를 사고 

전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효전력은 실 계통 내에서 일반적으로 국지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어, 생산된 무효전력이 대부분 인근 모선에서 소비가 된다. 

따라서 발전기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은 발전기 앞단의 승압 변압

기(step-up transformer)에서 대부분 소모되고, 조상설비와 선로

의 무효전력 공급으로 흐름이 유지되고 최종 부하까지 전달된다.

그림 10 사고 전 후 계통 모식도

Fig. 10 System diagram of before and after contingency 

그림 10-(a)은 무효전력의 흐름을 나타낸 계통 모식도이다. 발

전기에서 발전된 무효전력은 A지역의 부하에서 소비가 되며, A

지역 커패시터에서 생산된 무효전력 역시 A지역에서 소비되며 

남은 소량의 무효전력이 B지역과 C지역으로 전달이 된다. B지역

과 C지역은 자체 커패시터에 의해 무효전력 부하를 충당한다.

하지만 그림 10-(b)과 같이 C지역에서 선로 사고가 발생하면 

C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무효전력은 증가한다. 따라서 무효전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 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이 증가한다. A지역

의 부하는 발전기로부터 충분한 양의 무효전력을 공급받게 되므

로, A지역에서 생산된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이 부족한 C지역으로 

전달되어 C지역의 수급을 맞추게 된다.

위의 계통 모식도에서 볼 수 있듯이 B지역 부하의 무효전력 

공급처는 변하지 않았지만, C지역 부하의 무효전력 공급처는 달

라졌다. 최종적인 무효전력 취약지역은 C지역이므로, 무효전력 흐

름 추적 변화량을 가지고 취약지역을 판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지역은 무효전력 취약지역이 아니지만 전달 경로 상

에 있으므로 공급처가 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과 함께 전압 변동 지역을 함께 고려한다. 이와 

같이 전압 변동이 발생한 모선 중에서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

량이 가장 큰 모선을 선로 사고에 대해 가장 취약한 모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2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 계산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은 부하 측면에서 사고 전 후 무효

전력의 공급처와 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계산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그림 11 사고 전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

Fig. 11 Reactive power tracing change of before and after 

contingency

위의 그림은 사고 전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를 보여준다. 

부하는 총 100Mvar이며, 사고 후 발전기 C에서 20Mvar를 공급

받던 것이 사고 후 10Mvar로 감소하고, 나머지 10Mvar는 새로

운 발전기 D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가 공급받아

야 할 100Mvar 중 사고 후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받은 양은 

10Mvar가 된다. 따라서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은 10Mvar로 

볼 수 있다. 이를 일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for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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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번호 유형
공급량

[Mvar]

30

발전기

1.02

33 49.8

34 14.87

35 2.51

3-18

선로

1.89

14-15 25.59

15-16 8.41

16-17 6.05

16-21 7.4

17-18 6.63

17-27 20.47

25-26 4.11

26-27 1.38

26-28 1.08

26-29 1.36

표 1 무효전력 흐름 추적 결과

Table 1 Reactive power tracing Result  

모선번호
변화량

[Mvar]

1 0

3 0.2

4 62.63

7 12.99

8 20.21

12 2.55

15 146.89

16 9.84

18 28.63

21 15.95

23 5.15

24 24.14

25 1.3

26 0.48

27 3.06

29 3.26

표 2 사고 전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

Table 2 Reactive power tracing change of before and after 

contingency

위의 식에서 와 는 각각 선로 사고 전 모선 k에서 

부하 측면 계수와 무효전력 발전량을 나타내며, 와 는 

사고 후 모선 k에서 부하 측면 계수와 무효전력 발전량을 의미

한다.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은 정적 부하가 존재하는 모선

들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2.3 사례연구

2.3.1 IEEE 39-모선 계통 무효전력 흐름 추적 결과

그림 12 IEEE 39-모선 계통도

Fig. 12 IEEE 39-bus system diagram

그림 12는 IEEE 39-모선 계통의 계통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계통에는 19개의 부하모선과 10개의 발전모선이 있고 총 부하량

은 6150MW이다. 15번 부하모선(무효전력 부하 153Mvar)에 대

해서 부하 측면에서의 무효전력 흐름 추적 결과를 표 1에 나타

낸다.

IEEE 39-모선 계통의 무효전력 흐름 추적 결과를 보면, 부하

모선이 무효전력을 발전기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비율이 높고 조

상설비보다 선로의 무효전력 공급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3.2 선로 사고에 대한 IEEE 39-모선 계통 취약지역 판단 

결과

선로 15-16을 탈락시키고, 사고 전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

화량을 계산하였다. 아래 표는 사고 전 후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부하모선을 대상으로 그림 13에는 변화량이 큰 모선들

이 계통도에 표시되어 있다.

위의 계통에서 많은 양의 무효전력이 16번 모선에서 15번 모

선으로 흐르고 있다. 15번 모선의 무효전력 흐름 추적 결과를 봐

도 33, 34번 모선의 발전기로부터 많은 양의 무효전력을 공급받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16 선로가 탈락될 경우 15

번 모선 인근의 지역이 무효전력 취약지역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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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이 큰 모선들

Fig. 13 Large variation buses for reactive power tracing

모선번호
전압 변동

[p.u]

변화량

[Mvar]

4 0.0120 62.63

7 0.0134 12.99

8 0.0131 20.21

12 0.0192 2.55

15 0.0698 146.89

표 4 사고 전 후 전압 변동과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

Table 4 Voltage and reactive power tracing change of

before and after contingency

표와 같이 실제 사고 전 후 발전기의 무효 전력 출력 증가를 살

펴보면 31, 32번 발전기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선번호
사고 전

[Mvar]

사고 후

[Mvar]
% 증가량

30 167.5 192.2 14.75%

31 222.3 274.9 23.66%

32 225.9 305.3 35.15%

33 147.5 126 -14.58%

34 184.9 174.9 -5.41%

35 263.1 238.9 -9.20%

36 134.3 120.5 -10.28%

37 19.3 20.2 4.66%

38 117 113.7 -2.82%

표 3 IEEE 39-모선 계통의 무효전력 발전 증가량

Table 3 Reactive power generation increase of IEEE-39 bus 

system

하지만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무효전력 흐름 변화량이 큰 

모선들은 취약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 외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효전력의 경로가 변

하면서 취약지역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압 변동 지역 

내에서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이 큰 모선을 관찰한다.

표 4는 전압 변동이 큰 부하모선에 대해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 변동은 앞서 예상한 취약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과 전압 

변동 모두 공통적으로 모선 15와 모선 4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12, 7, 8번 모선의 경우에는 두 지표가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율에 의하면 15, 4, 7, 8번 모

선이 취약모선이나 12번 모선은 취약모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의 5개 모선에 대해서 VQ마진 감소율

을 계산한다.

모선

번호

전압 

변동률

[p.u]

변화량

[Mvar]

사고 전 

VQ

마진

[Mvar]

사고 후 

VQ

마진

[Mvar]

VQ

마진 

감소율

[%]

4 0.0200 62.63 -1,007 -708 29.6

7 0.0134 12.99 -975 -650 33.3

8 0.0131 20.21 -1,201 -676 43.7

12 0.0192 2.55 -601 -440 26.7

15 0.0698 146.89 -1,393 -362 74

표 5 사고 전 후 VQ마진 감소율

Table 5 VQ margin reduction of before and after contingency

위의 표는 전압 변동이 큰 상위 5개 모선에 대한 VQ마진을 

계산한 것이다. VQ마진 감소율은 사고 전 VQ마진 대비 사고 후 

몇 %가 감소하였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가 가장 작은 12번 모선은 VQ마진 

감소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압 변동은 크지만 

다른 모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로 사고에 대해 취약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이 전

압 변동률에 비해 지역 내 무효전력 취약모선을 판단하는 지수로 

더 적절함을 보여준다.

3. 결  론

본 논문은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전압안정도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효전력의 흐름을 해석한다. 무효

전력 흐름 추적 기법은 선로의 무효전력 손실 및 공급을 고려하

기 위해 가상 모선을 선로마다 구성하고 그 유형은 SIL 값을 이

용하여 결정한다. 가상 모선 구성 후 proportional sharing rule

을 기반으로 무효전력 흐름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무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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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추적 기법은 두 가지 관점으로 계통을 해석할 수 있다. 하

나는 부하 측면 해석으로 부하에서 소비되는 무효전력의 공급원

을 추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 측면 해석으로 발전기에

서 발전된 무효전력이 어느 부하에 도달하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무효전력 흐름 추적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선로 사고에 대한 무효전력 취약모선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기존의 전압 변동률을 이용한 무효전력 취약지역 판단 방법

은 전압의 국지적 특성에 의해 동일 지역 내에서는 비슷한 전압 

변화 값을 갖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압 변동 지역 내에서 무

효전력 취약모선을 탐색하기 위해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이 

큰 모선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선로 사고 대비 전압 변동 지역 

내에서 무효전력이 취약한 모선을 판별할 수가 있다. 이를 검증

하기 위해 VQ마진 변화율과 전압 변동률을 이용한다. 이는 사고 

전 VQ마진 대비 사고 후 VQ마진 감소량을 %로 계산하고 사고 

전 후의 전압 변화를 계산한다. 

IEEE 39-모선 계통에 무효전력 흐름 추적 기법을 적용하고 

무효전력 취약모선을 판단한다. 그 결과 발전기에서 생산된 무효

전력은 대부분 인근 선로나 변압기에서 소비되고 선로나 커패시

터의 공급으로 무효전력 흐름이 유지되어 부하까지 도달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전압 변동 지역 내에서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

량이 큰 모선이 작은 모선들보다 상대적으로 사고에 대해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이 

무효전력 취약지역을 판단하는 지수가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부하차단 지역 판단 및 취약 모선의 전압 

제어 등에 무효전력 흐름 추적 변화량을 이용한 무효전력 취약지

역 판단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로 사고에 대한 

전력계통의 전압안정도 해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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