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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개발 연구

Research on a Development of Power System Analysis Software 

Considering User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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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wer system engineers use power systems solution programs such as PSS/E, DSATool, Power World simulators for 

power system analysis. In this reason, KEPCO has begun to develop independent power system program, KW-PSS(KEPCO 

World Power system Solution) since 2002 and KW-PSS ver2.0 development was completed in 2011. However, it did not have 

much better functions compared with other programs. Therefore, w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and 

specialized functions. Consequently, PAZ(Power system AnalyZer) ver3.0 has been developed and it realized a differentiation 

than previous version. In other words, previous version focused on the basic function of power system analysis, PAZ ver3.0 

has implemented many automated functions for power system operators were driven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The 

unique feature of the implementation is as follows : Automated check for exceeding the breaker capacity, Scheduled outage 

automation, Control-file wizard for various voltage stability analysis, Scenario-based multiple transient stability analysis and 

Auto calculation of transmission line impedance. As shown in these functions, Those functions provide to use power system 

analysis easily by automation and simplification for power system engineers. We will secure national expertise through PAZ 

ver3.0. In addition it will be able to gain competitive edge through the steady development in the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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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발달과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력수요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발전설비 

건설을 비롯하여 송전선, 변압기와 같은 많은 전력설비가 계통에 

투입됨에 따라 전력계통망은 보다 조밀해지고 복잡한 구성을 가

지게 된다. 따라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조류계산, 고장계산, 전압안정도, 과도안정도 등 다양

한 계통해석이 가능한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계통

해석 프로그램(브라질의 PacDyn, 프랑스의 Eurostag(EDF), 미국

의 PSS/E(PTI), 캐나다의 DSAT(PowerTech) 등)을 이용하여 계

통 계획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2년 KW-PSS(KEPCO 

World Power System Solution)개발을 시작으로 전력계통 해석 

국산화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오랜 연구

개발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해석 알고리즘 탑재 및 통합 프레임워

크 구축 등 꾸준한 발전을 통해 벤치마킹 프로그램인 PSS/E 

(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ing)와의 기술 격차를 좁

혔지만, 현실적으로 산업체나 전력거래소 등 실제 현장에서 

KW-PSS를 활용하기에는 외산 계통해석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부

족하여 적극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산 계통해석 

프로그램을 국내외 현장에 보급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서는 계통해석 실무자들이 기존 계통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

산 계통해석 프로그램만의 특화기능을 탑재하여 외산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계통해석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필요로 하

는 기능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용적 

특화 기능을 탑재한 국산 계통해석 프로그램인 PAZ(Power system 

AnalyZer) ver3.0 개발을 완료하였다.

PAZ ver3.0은 PAZ만의 새로운 Database(이하 DB)구조 및 외

부데이터 연동 기능 구현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자동화하여 기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현장적용의 한

계를 극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전, 전력거래소, 산업체 등 실제 

현장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계통해석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

경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계통해석소요시간을 외산 프로그램 대비 

약 80%이상의 단축시킬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

서 PAZ ver3.0만의 대표적인 특화기능의 소개와 사례연구를 통해

서 외산 프로그램 대비 PAZ ver3.0만의 강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학회논문지 65권 1호 2016년 1월

32

표 1 DB에 입력된 정격차단용량 정보

Table 1 The Break capacity database structure

BEGIN ADDITIONAL BUS DATA

항 목 모선명 정격차단용량(kA)

BREAKER CAPACITY 1020 50

BREAKER CAPACITY 1200 63

BREAKER CAPACITY 1250 50

(계속↓)

2. 현장중심의 실용적 특화 기능 개발

2.1 차단기 정격초과 개소 자동화 검토

계통 계획 및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류계산이

며, 그 다음이 고장전류가 항시 정격차단용량 이내로 만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고장전류가 차단기 정격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차단기를 교체하거나 계통 구성안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많은 모선에 대해 고장계산 수

행 후, 계산된 값과 연도별․모선별 정격차단용량을 계통해석 실

무자가 직접 비교하여 정격초과개소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이

러한 이유로 고장계산과 정격차단용량의 비교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차단기 정격초과 개소 자동화 검토 기

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능으로 모선별 차

단기용량정보를 직접 DB에 입력시켜 고장계산 수행 결과와 정격

차단용량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모선을 자동으로 분류 및 표시하

는 기능이다. 그림 1은 차단기 정격초과 자동화 검토 기능의 동

작 순서도이다.

그림 1 차단기 정격초과 자동화 검토 기능의 동작 순서도

Fig. 1 The flow chart of Automation check function for 

break capacity

위 그림 1에서 정격차단용량 정보 DB는 표 1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본 DB에는 모선번호와 그에 맞는 정격차단용량이 입력되

어 있다. 또한 외부(external)에서 일정형식에 맞는 차단기정격정

보를 직접 DB에 연동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데이

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모의결과의 출력은 모선별 고장계산 결과와 정격차단용량과 

비교하여 정격초과개소에 대해서는 Highlight처리하고, 나아가 초

과개소에 대해서만 별도의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

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현

장에서 고장계산 검토시간을 90% 가량 줄일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오류(human error)를 방지할 수 

있어 검토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2.1.1 사례 검토 

제6차수급계획기반 2019년 peak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345KV이상 모선에 대해서 3상 단락(3 phase fault) 모

의를 수행하였다.(단, 정격차단용량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검토결과 그림 2에서 보듯이 345KV 영서 모선의 고장전류

는 43.8kA이고, 정격차단용량은 40kA으로 3.8kA를 초과하여 영

서모선에 Highlight처리되어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2019년 수도권 345KV 이상 모선 고장계산 결과(3ph)

Fig. 2 The result of 3ph fault current over 345KV substa- 

tions at capital region in 2019

그림 2의 결과를 통해서 초과된 개소를 구분할 수 있지만 많

은 모선을 검토하게 되면 구분하고 리포트 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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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속개념의 부모/자녀 모선의 관계 및 등가화

Fig. 4 Concept of parents/child buses and the equivalent 

bus

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초과된 개소에 대해서

만 구분하여 별도의 리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검토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영서 모선을 포

함하여 추가적으로 서안성3, 화성3, 신수원3 모선의 고장전류가 

정격차단용량 대비 각각 2.0kA, 3.3kA, 0.7kA를 초과하였다.

그림 3 차단기용량초과개소에 대한 추가 리포트

Fig. 3 Additional report for exceeded break capacity buses

2.2 상정고장 자동화 검토 및 해소방안 자동화 도출 기능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선로 고장이나 휴전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로 점검을 위해 해당 선로

를 휴전했을 때, 인근 선로에 과부하나 저전압․과전압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상정고장 및 휴전을 검토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 PSS/E 등 일부 프로그램

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 하여 모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

서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사용자가 제한적이다. 또한 우리

나라 계통은 가공선로, 지중선로, 모선분리, 편단개방, Π분기 등 

계통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

하여 분석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

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개발된 상

정고장 자동화 검토 및 해소방안 자동화 도출 기능은 우리나라 

선로와 모선특징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DB화하여 검토지역에 

대한 상정고장리스트 뿐 만 아니라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동적으

로 도출해주는 기능이다.

상정고장 자동화 검토가 가능한 이유는 모선간 관계를 친자관

계(parent-child relationship) 기법을 통해 등가화 하여 동일 모

선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모선간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선로의 종류도 가공․지중․모선타이․편단개방선로

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공선로에 대해서는 2회선 상정고장, 

지중선로에 대해서는 1회선 상정고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그림 4는 모선분리된 신파주 모선에 대해서 등가화 과정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1].

선로와 모선특징 정보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지역과 1회선, 2회선 상정고장을 선택하면 상정고장리스트가 자

동으로 생성되고 각각의 상정고장에 대해서 과전압, 저전압, 과부

하가 발생했을 때, 1회선 개방․투입, 2회선 개방·투입, 발전력 

조정, 발전기 정지 등과 같은 해소방안을 자동화하여 수행함으로

써 다양한 해소방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현장실무자가 

다양한 계통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모선간 정보를 이용하여 모선 등가화 및 선로종류를 DB화함

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에서 검토할 수 없는 상정고장에 대해서 모

두 검색할 수 있으며, 조치가 필요한 선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

소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계통운영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본 기능을 통해서 상당한 검토시

간이 필요로 하는 상정고장․휴전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

켜 현장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2.2.1 사례검토

상정고장 자동화 해소방안 사례검토를 위해 검토데이터 및 모

의조건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상정고장 자동화 검토 및 해소방안 모의옵션 설정

Table 2 Simulation option of Automated Contingency and 

Remedial Action Analysis

- 검토데이터 : 2015년 7월 10일 15시 평일최대부하

- 모의대상 지역 : 전남

- 상정고장검색조건 : 1회선 및 병행 2회선 고장

- 검색조건 : 부하율 100%초과 선로

‘전남’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1회선 및 병행 2회선 고장 상

정고장을 모두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검토 결과를 아래 그림 5와 

같이 제공한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전남’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1회선(single)

과 병행 1,2(parallel)회선 고장은 총 205개로 검색되었으며, 그림 

6은 205개의 상정고장 중 1회선 또는 병행 2회선 고장시 고장인

근 선로에 부하율이 100%초과되는 선로에 대해서 상정 고장구

분, 상정고장 선로번호, 부하율, 과부하 선로번호 등의 정보를 보

여준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선로부하율 100%가 초과한 상정고장

은 총 205건 중 5건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1회선 고장시 

과부하발생 선로는 2개소, 병행 2회선 고장시 과부하발생 선로는 

3개소이다. 여기서 계림-충장 선로의 경우에는 3회선(circuit)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병행2회선 모의시 #1-#2회선, #2-#3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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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남’지역 1회선 및 병행 2회선 상정고장 리스트

Fig. 5 Contingency list of 'Jeon-nam' area for single and 

parallel circuit outage

그림 6 선로부하율 100%초과 개소 리스트

Fig. 6 The list of transmission lines about loading rate over 100%

그림 7 선택된 상정고장에 대한 과부하 해소방안 자동화 모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 of remedial action about a selected contingency

#1-#3회선으로 검토됨으로 3개의 상정고장이 검색되었다. 본 5

건의 상정고장에서 이 중 하나의 상정고장에 대해서 과부하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검토상정고장 : 계림-충장 #1,2 T/L 고장시

 - 과부하 선로(%) : 계림-충장 #3 T/L(부하율 119.57%)

선택된 계림-충장 #1,2 T/L 고장시, 잔여회선인 계림-충장 

#3 T/L 선로의 부하율을 100%이하로 낮추기 위해 해소방안 옵

션을 1회선 또는 병행 2회선 개방․투입 선택하고 모의하면 부

하율 100%를 만족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림 7과 같이 과부하 조

치방안을 출력한다. 조치방안은 5개가 검토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해소방안유형, 선로번호, 부하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조

치방안 결과에서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과부하가 걸리는 선로에 대하여 과부하를 해

결하는 방안은 다수의 방안이 있으며 각각의 방안에 따라 계림-

충장#3 T/L의 부하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계통운

영자가 계통의 상태와 환경을 보고 적절한 해소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하나의 상정고장에 대

해서만 수행했지만, 복수개의 상정고장에 대해서도 해소방안 도

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또

한 PAZ ver3.0의 상정고장 자동화 모듈은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

게 별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소방안 또한 다양하게 제공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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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정고장 자동화 검토 및 해소방안 결과 분석 

Table 3 Result analysis of Automated Contingency and 

Remedial Action Analysis

No. 해소방안 해소방안 조치 결과

32 계림-충장 #3회선 개방
계림-충장#3회선

부하율 : 0%

58 신화순-화순 #1,2회선 개방
계림-충장#3 회선

부하율 : 98.11%

59 신화순-나주 #1,2회선 개방
계림-충장#3 회선

부하율 : 87.64%

64 농성-충장 #1,2회선 개방
계림-충장#3 회선

부하율 : 71.72%

65 신광주1-계림 #1,2회선 개방
계림-충장#3 회선

부하율 : 16.09%

표 4 전압안정도 모의 단계별 옵션

Table 4 The step of voltage stability analysis

Step 1. Voltage stability analysis

↓

Step 2. Analysis module selection

↓

Step 3. Control parameter option

↓

Step 4. Solution parameter option

↓

Step 5. Transfer data option

↓

Step 6. Monitoring Voltage option

↓

Step 7. Contingency option

자가 계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계통운영의 유

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2.3 단계적 구조 기반의 전압안정도 및 과도안정도 모의

2.3.1 전압안정도 모의 기능

전압안정도란 전력계통이 외란에 의한 동요가 발생하였을 경

우, 모든 모선의 전압을 규정된 범위(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계통의 능력을 전압안정도라고 한다. 전압안

정도 모의에서는 조류해석에 근거한 P-V해석, Q-V해석, F-V해

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PSS/E에서 전압안정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의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파일을 텍스트환

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고, 별도의 파일을 불러와야 하는 

등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모의 환경이 복잡하다. 이러한 프로그

램 환경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안정도 해석은 숙련된 일부 사용

자만 사용하는 제한적인 기능이었다. 그러나 PAZ ver3.0에서는 

PSS/E와 같은 기존프로그램이 갖는 복잡한 안정도모의 과정을 

단계적 구조(Wizard)를 적용하여 각 단계별 세부모의 옵션을 설

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는 전압안정도 모의의 단계별 

설정 항목이다.

표 4에서 보듯이 PAZ ver3.0에서 전압안정도 모의는 총 7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옵션은 전압안정도의 어떤 모의를 선택

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P-V해석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tep1에서는 모의할 데

이터 선택과 단계별로 설정하는 내용을 저장하는 control파일을 

생성한다. control파일은 특정옵션만 변경하여 다시 모의할 때 매

우 유용하며, 추후 자신이 선택한 옵션에 대해서 텍스트로 볼 수

도 있다. Step2에서는 전압안정도 모의 모듈 5가지(P-V, Q-V, 

F-V, Y-V, G-V)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며, Step3에서는 선

택한 모듈에 따라 발전기의 유․무효전력 제한, 발전기 탭 조절 

등 각종 옵션에 대하여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하게 된다. 

Step4에서는 convergence tolerance, max iteration 등 조류계산 

옵션에 대해서 설정하며, Step 5에서는 source와 sink를 선택하

게 되며, Step6는 감시할 모선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Step7에

서는 전압안정도 검토시 모의할 상정사고에 대해서 설정한다. 이

와 같이 각 단별로 설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인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은 P-V모듈을 수행했을 때의 모의 결과 화면 예이다.

그림 8 전압안정도 모듈의 P-V 모의 결과 예시

Fig. 8 The example of the P-V analysis result

전압안정도 모듈에서 단계별 설정을 모두 완료하고 모의를 진

행하면 그림 8과 같이 모의 결과가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별도

의 출력파일을 읽을 필요가 없으며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3.2 과도안정도 모의 기능

과도안정도는 동기기가 어떤 부하로 운전되고 있을 때 계통에 

외란이 발생하여 과도현상이 발생한 경우 과도상태가 경과한 후

에 안정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안정도 모의는 전압안정도 모의와 다르게 시간별(timestep) 

계통변화조건을 다양하게 하여 검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체적

으로 많은 시나리오(scenario)로 구성된다. PSS/E의 과도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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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SS/E와 PAZ ver3.0의 subsystem 기능영역

Fig. 10 Subsystem function boundary between PSS/E and 

PAZ ver3.0

모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일 시나리오 모의만 지원하고 사용자

가 복수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는 자동화배치파일(*.idv)을 만

들거나 프로그래밍(python)하여 모의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환경 

때문에 현장에서는 숙련된 일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과도안정도 해

석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었다.

PAZ ver3.0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압안정도 모의 기능과 같은 단계

적 구조를 적용하여 각 단계별 세부모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나아가 과도안정도 해석 특성상 다양한 모의 시나리

오를 검토해야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를 

이용한 다중 모의 구조의 독자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다양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

다. 표 5는 과도안정도 모의의 단계별 설정 항목이다.

표 5 과도안정도 모의 단계별 옵션

Table 5 The step of Transient stability analysis 

Step 1. Transient stability analysis

↓

Step 2. Contingency option

↓

Step 3. Monitoring option

↓

Step 4. Create a base scenario

↓

Step 5. Create multi scenarios by base scenario

표 5에서 보듯이 PAZ ver3.0에서 과도안정도 모의는 총 5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Step1에서는 부하, 발전기에 대해서 다이내

믹 모델로 변환과 Network, Y Matrix 등의 세부옵션을 선택한

다. 부하는 ZIP부하 모델로 변환하여 각각의 비율로 입력하게 되

며, 발전기는 Zsource 또는 ZPOS로 변환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Step2에서는 시간에 따른 Bus fault, line fault, disconnect 

generator 등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상정고장 시나리오를 수립한

다. Step3에서는 전압, 주파수,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 모니터할 

항목에 대해서 선택한다. Step3까지 하면 Step4처럼 베이스 시나

리오가 생성된다. Step5에서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고장지속 시간 또는 고장제거 시간 등을 바꿔가며 쉽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모의할 수 있다. 이처럼 각 단계별로 제공

되는 설정을 수행하면 과도안정도 모의를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

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 

및 동시에 모의할 수 있게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과도안

정도 모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9는 과도안정도 수행 결과 화

면 예이다.

과도안정도 수행결과는 K-plo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되며 

다중모의 파형분석 기능을 구현하여 복수개의 모의 결과를 일괄

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그림 9 과도안정도 모의 결과 예시

Fig. 9 The example of transient stability analysis Result

2.4 Advanced Subsystem 기능 구현

Subsystem 기능은 검토지역 또는 전압기준 등에 따라 지역

별, 전압기준별 등 계통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계통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하는 기능으로써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PSS/E의 경우에는 Area, Owners, Zones, Base KV, 

bus로 총 5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의 탭은 AND 조건

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 옵션을 적용 한계가 있으

며, Subsystem을 저장하더라도 개별적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분

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PAZ ver3.0에서는 진보된(advanced) 

subsystem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기능은 PSS/E 제공하는 기능

을 포함하고, 나아가 개별적인 Subsystem을 생성/저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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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개별 Subsystem을 통합(combination)시키는 기능을 구현

하여 새로운 통합 Subsystem을 생성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0은 

PSS/E와 PAZ ver3.0의 subsystem의 기능적 차이점을 도식화 한 

것이다.

진보된 PAZ subsystem을 통해서 다양한 subsystem을 사용자 

목적에 따라 만들어 있어 데이터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여러 개로 관리해야 하는 Subsys- 

tem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어 데이터최적화에도 효

과적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한전은 11개 지역본부로 설비를 운

영하고 있으며,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전력거래소에서는 경인남

부, 경인북부, 영남, 호남, 중부, 영동 이와 같이 6개 지역으로 구

분하여 계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Network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2.4.1 사례연구

PAZ ver3.0에서 Advanced subsystem기능을 실행(Subsystem 

확장 버튼)하면 그림 1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위 상태에서 5

개의 탭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을 넣고 ‘>’버튼을 클릭하면 개

별 Subsystem이 생성되고,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된다. 개별 

Subsystem에 대해 복수 개를 선택하여 통합(Join)하면 통합 

subsystem이 추가로 생성된다. 그림 11에서는 9개의 개별 

subsystem이 생성되어 있고, 2개의 통합 subsystem이 생성되어 

있다. 여기서 Join subsystem1은 ‘#7 서울_남서울_인천’과 ‘#8 

345KV이상’에 대해서 통합되어 있으며, 새롭게 구현된 Join탭에

서 Join subsystem1의 세부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택된 

통합 Subsystem안의 분류조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개별 Subsystem의 저장 및 통합

Fig. 11 Save each of subsystems and combined subsystem

2.5 선로규격정보 DB구축을 통한 임피던스 자동 입력 기능 구현

선로임피던스 자동 입력 기능은 PSS/E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

에는 없는 기능으로 신규 송전선로 신설 또는 추가시 송전선로 

임피던스를 자동으로 계산 및 단위변환하여 계통데이터에 입력해

주는 기능이다. 본 기능이 구현되기 전에는 계통 계획시 송전선 

임피던스를 입력할 경우, Ohm[Ω]과 같은 물리량으로 표현되어 

있는 선로규격을 계통해석시 사용되는 PU(perunit)단위로 사용자

가 직접 변환하여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계통계획시 선

로임피던스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로규격 정보를 DB화하여 사용자

가 신설하고자 하는 선로 및 규격(Specification), 선로 길이를 입

력하면 자동적으로 PU단위의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계통네트워크

에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선로규격 정보DB는 BaseKV, 

Cable의 종류, 규격, R(저항), X(리액턴스), B(서쎕턴스), RateA

(정격용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기능은 통해서 계통네트워크

에 신규 송전선로 임피던스 입력시 기존 방식대비 약 90%이상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나아가 사용자에 의한 단위변환오

류를 100%방지할 수 있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5.1 사례연구

본 사례연구에서는 제6차수급계획 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345KV 신가평(1200) 모선과 345KV 미금(1700) 모선에 ID 3으

로 신규 송전선로 추가하고자 한다. 선로임피던스 자동 입력 모

듈을 실행하면 그림 1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12 선로 임피던스 자동화 입력 화면

Fig. 12 Automatic calculation of Line impedance

그림 12처럼 선로 임피던스 입력 개소 정보가 상단에 나타나

고, 실제 물리적인 선로 규격을 선택하고 송전선 길이를 입력한 

뒤 계산(Calculation)을 실행하면, PU단위의 선로 파라미터가 계

산되고 본 값이 자동으로 계통데이터에 삽입된다. 이와 같이 선

로규격을 DB화하여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선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선택․입력하면 선로 임피던스를 빠르게 계산하여 

계통데이터에 쉽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계통계획 및 계통구성변

화 모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S/E와 같은 기존 계통해석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환경의 해석절차, 숙련된 프로그래밍 기술 요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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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적 기능으로 인해 산업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실

용적 특화기능을 탑재한 PAZ ver3.0을 개발하여 기존 프로그램

과 차별화된 기능의 소개와 사례연구를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였

다. 본 논문에 기술된 5가지 특화기능을 외산 프로그램과 비교한

다면 크게 3가지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첫째, 외산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전력계통 해석 모듈의 복잡한 모의과정을 단순화하

여 누구나 쉽게 모의할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장에서 많이 사용

하는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화 및 자동화를 하여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셋째, 모든 계통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DB

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편집․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현장에서는 계통검토시간을 획기

적으로 단축시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차별화된 순수 국산 계통해석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술적으로 큰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현재 PAZ ver3.0은 한전에 전사적으로 확대 보급되어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하여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고도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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