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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proportion of the induction motor load is gradually increased. When a contingency in the power

systems, it has been discovered phenomenon that the voltage is delayed recover cause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duction motor load. It can be a serious impact on the voltage stability of the power system considering induction motor

load. The scheme to mitigate this phenomenon tripping off the motors to prevent voltage drop and delayed voltage

recovery on the load demand side. Fault induced delayed voltage recovery phenomenon is caused by stalling of small

induction motor load in transmission level contingencies. In this paper, fault induced delayed voltage recovery

phenomenon mitigation method implementation under voltage load shedding on the korean power system considering

induction motor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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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기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냉난방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과거 대비 이들 기기에 의한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시책 및 정책 등으로 산업용 부하의 수요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용 부하의 수요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 및 소규모 건물의 난방/환기/에어컨 부하 등이 소형

가정 유도전동기의 부하에 포함 되는데 이를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er) 기기라고 총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 가정용 에어컨 부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전압 불안정 현상과 계통 사고 발생 시

전압이 느리게 회복하는 현상(delayed voltage recovery)이

북미지역 등에서 관찰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사고 제거 후에도 전압이 몇 초 동안 낮은

수준 상태로 유지되는 현상으로, 전압이 빠른 시간 안에

붕괴되어 전압 불안정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단기

전압 안정성의 문제인 전압 지연 회복 현상 (fault induced

delayed voltage recovery)이 최근 전력계통 전압안정도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2].

전력계통에서 유도전동기 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던

초기에는 전압강하와 같은 계통에 사고가 발생 시에 계통에서

분리하였다가 전압이 회복되고 사고가 복구되는 시점에

재연계하는 운전방식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유도전동기

부하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전력계통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유도전동기 부하가 전력계통에

연계됨에 따라 유도전동기의 기기적인 특성에 의하여 사고

시 계통의 무효전력을 급격하게 소모하여 전압이 지연 회복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유도전동기 부하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전력계통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며,

계통 사고 발생 시 유도전동기 부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압의 회복이 느려져 광역정전으로 파급될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다. 전력시스템 운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계통의

안정도 유지이다. 무효전력은 국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도전동기의 기기적인 특성에 의한 무효전력이 소모되는

현상은 전압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유도전동기

부하의 검토 여부는 계통의 전압특성을 완전히 다르게 나타

내기 때문에 장기 동특성 검토를 위해서 부하모델에 반영되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사고 제거 시간에 따라

전압의 회복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고 제거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다. 유도전동기 부하의 비율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압 지연 회복 현상 발생지역에

무효전력보상기기를 투입하여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완화

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계전기 동작 시간을 빠르게 재설정하는

방안은 기기의 성능의 개선 및 보호협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4].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 부하의 스톨(stall)에 의해 사고

후 전압 지연 회복 현상에 대한 특성연구를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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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에서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였을 경우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유도전동기의 부하 고려 시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이 관찰되면 부하를 차단하여 계통의 전압을

회복시키는 저전압 부하차단(under voltage load shedding)

방안을 활용하여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완화시켜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계통의 안정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계통이 안정한 경우

전압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며, 전압이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부하를 차단하는 방안을 통하여 계통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도전동기 부하가 실제 전력계통에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계통모의 해석 툴을 사용하여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완화시키는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의 효용성을 입증

하였다.

2.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의 특성

해외 문헌[5] 등에 따르면 실제 전력계통에서 유도전동기

부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통 전체 부하의 50∼60%의 정도

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도전동기 부하는 회전기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도전동기 부하 시 계통이 안정한

경우에도 전압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ZIP모델만을 고려하여 계통을 검토 하고 있으나, 유도전동기

부하가 고려된 경우 계통 검토 결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여 계통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계통에서

유도전동기 부하의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지 않고 계통의 상태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 단기 전압 파형을

통하여 부하차단 다단계화가 구현 가능하나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어를 위하여 부하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은 사고 제거 후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대개 수초 이상으로 지연 회복되는데, 유도전동기 부하의

내부 보호 기능에 의하여 사고 전 전압보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커패시터의 동작에 의해 과전압을 감소시키고,

정상 전압 레벨로 감소 후에 타임 스케일에 따라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아래 그림 1은 전형적인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1 전압 지연 회복의 전형적인 현상

Fig. 1 Typical phenomenon of fault induced delayed voltage

recovery

그림 1과 같이 허용치 이하의 저전압 상태가 수 초 동안

지속되면 유도전동기 토크가 압축기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스톨이 발생한다. 대형 상업 및 산업용 HVAC기기는

저전압보호 계전기가 장착되어 있어 스톨 발생 전에 유도

전동기 보호 기능에 의하여 트립이 가능하며 높은 관성으로

인하여 스톨현상에 미약하게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형

HVAC기기는 스톨 발생 전에 유도전동기 보호 기능이 존재

하지 않아 트립이 불가능하여 낮은 관성이 스톨을 야기

시키는데, 소형 가정용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사용되는 단상

유도전동기가 이에 속한다.

이는 전압 레벨에 따라 매우 높은 전류를 유도하여 유도

전동기 정격 전압이 회전자 구속 전류 상태가 되어 과전압

지속되면 보통 3∼30초에서 트립되어 유도전동기의 역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현상이 지속되어 전압 회복이 지연

되면 특정 상황에서 전압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유도전동기가

스톨 되면 부하가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회전을 방해하여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되어 정격전류의 6∼7배의

전류가 흘러 전동기의 권선이 과열되거나 소손될 수 있다.

따라서 순간 전류는 최대가 되는데 회전자가 전혀 돌지

못하도록 계속 구속되면 회전자 구속전류(locked rotor

current)상태가 된다.

전동기를 구속하지 않으면 회전자가 돌기 시작하여 슬립이

줄어 회전자의 전류가 감소하고 전동기 측 전류도 변압기의

원리에 따라 정격전류 부근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하가 없는

구속 상태에서 회전을 하지 않게 되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여자 시켜 주기 위한 전류만 흘러 무효전력이 소모

하게 되어 전압이 감소되어 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

도 전 동 기 부 하 가 스톨하 면 무 효 전 력 소 비 가 기 하 급

수 적 으 로 증가하여 전압 불안정을 발생시키고 지역 내 무

효 전력원의 고갈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파급된다.

따라서 저전압 상태가 지속되면 발전기를 트립 시키거나

과여자 리미터가 무효전력 출력을 조절하여 전압 붕괴를

방지하지만 저전압 상태가 지속되면 사용자와 전기 시스템

및 장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된다. 저전압이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면 전력 품질의 저하 및 시스템의 전압 붕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유도전동기의 부하 모델링

3.1 유도전동기 부하의 기본 파라미터

유도전동기 부하의 기본 파라미터는 동작 상태와 동작

온도에 따라 변동되는데, 고정자와 회전자의 저항, 리액턴스

값은 물리적 단위를 가지지 않는 상대적인 값이며, 파라미터의

변동의 영향에 대한 특성 고찰이 필요하다. 회전자 저항(Rr)의

변동은 회로에 인가되는 전류의 주파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는 표피효과에 의해 등가 저항값이 달라져 회전자 저항이

변동 된다. 회전자 리액턴스(Xr)값 역시 표피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회전자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으나 회전자 전류의

크기에 따른 약간의 변화가 존재한다.

또한 고정자 저항(Rs)은 여러 개의 도체를 직병렬로 연결

하여 사용하므로 회전자저항에 비하여 표피효과는 무시된다.

고정자 리액턴스 (Xs)는 고정자 리액턴스 고정자의 슬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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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회전자 리액턴스만큼 전류의 크기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결국, 회전자 및 고정자의 저항과 리액

턴스는 전압파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도전동기 부하의 파라미터 중 저항

및 리액턴스 성분의 변화는 무효전력 소비량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계통의 전압파형이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면에 관성(H)은 전압파형에 영향을 미쳐 지연

회복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어 계통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유도전동기 부하의 저항 및 리액턴스

파라미터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문헌상의 값들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계통의 안정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도전동기

부하를 적용한 동특성 해석 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계통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관성 값과 계통 내 존재하는 유도전동기 부하의

비율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도전동기

부하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도전동기

부하 파라미터를 임의로 선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표 1은 유도전동기의 기본적 파라미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을 용량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5].

파라미터
대형

유도전동기

중간급

유도전동기

소형

유도전동기

고정자 저항 (Rs) 0.007 0.043 0.078

고정자 리액턴스 (Xs) 0.082 0.074 0.065

회전자 저항 (Rr) 0.0062 0.025 0.0

회전자 리액턴스 (Xr) 0.053 0.051 0.049

자화 리액턴스 (Xm) 3.62 3.14 2.67

관성 (H) 1.6 1.0 0.5

표 1 유도전동기 부하의 기본 파라미터

Table 1 Basic parameter of induction motor load

이렇듯 유도전동기 부하는 여러 파라미터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계통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파라미

터는 관성(H)이라 할 수 있다. 관성 파라미터를 순차적으로

변화시켜봄으로써 사고 시 계통의 안정 및 불안정 여부를

판별하고 계통이 안정한 경우 전압회복 특성과 불안정한 경

우의 전압 회복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3.2 유도전동기 부하의 기본 모델

유도전동기 부하의 가장 기본적인 등가회로는 그림 2와

같다. 유도전동기 부하에서 소비되는 부하량은 그림 2의 등

가회로에 근거하여 관련 수식을 모델링할 수 있다. 하지만,

계산식이 복잡하여 적용 및 분석하기가 어려워 수식을 간략

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고정자 측의 저항은 매

우 작으므로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 측의 리액

턴스는 상호 리액턴스 값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고정

자 측의 리액턴스와 회전자 측의 리액턴스를 합하여 등가

리액턴스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된 회로를 그리

면 그림 3의 간략화 된 유도전동기 등가모델과 같다[6].

V

Rs

Xs Xr

Xm

그림 2 기본적인 유도전동기 등가회로

Fig. 2 Basic induction motor equivalent model

V

Req

Xeq

Xm

I

그림 3 간략화 된 유도전동기 등가모델

Fig. 3 Simple induction motor equivalent model

2
2

2 2( / )eq eq

VI
X R s

=
+ (1)

여기서,   : 회전자 및 고정자 저항

  : 회전자 및 고정자 리액턴스

 = 고정자 저항

 : 고정자 리액턴스 + 회전자 리액턴스

 : 자화 리액턴스

 : 슬립

위 수식으로부터, I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에서 소비되는

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전압 및 저항 등의 파라미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전압의 가변에 따라

소비되는 무효전력의 부하량의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로부터 유도전동기 부하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

선 전압이 정격전압 근처에 있을 경우 유도전동기 부하로부

터 소비되는 무효전력 부하량은 전압이 감소하면 기울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정전력(constant power)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모선전압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여 유도

전동기의 스톨 전압 근처로 떨어지면 소비되는 무효전력 부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압이 스톨 전압에 가까워

질 때 소비되는 무효전력 양이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유지

시키므로 유도전동기 부하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6].

자화 리액턴스(Xm)값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무효전력 Ql

그래프를 유지하고 Qm 특성만을 변형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만약 계통의 전압이 심각한 고장에 따라 크게 감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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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도전동기 부하의 무효전력 소비량

Fig. 4 Reactive power consumption of induction motor load

파라미터 적용값

고정자 저항 (Rs) 0.043

고정자 리액턴스 (Xs) 0.074

회전자 저항 (Rr) 0.025

회전자 리액턴스 (Xr) 0.051

자화 리액턴스 (Xm) 3.14

관성 (H) 1.0

표 2 적용된 유도전동기 부하 기본 파라미터

Table 2 Applied parameter for induction motor load

실제로는 유도전동기 부하의 특성에 따라 무효전력 부하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

게 되는 것이다.

4. 사례 연구

유도전동기 부하가 사고 후 전압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의 실 계통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유도전동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기 위하여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유도

전동기 부하를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유도전동기 부하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기 위하여 유도전동기 부하를 전체 계통의 60% 비율로

적용하였다. 계통에 전압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는 사고를

모의하고, 사고 후 단기 전압파형을 관찰하여 계통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고 불안정이 판단될 경우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을 이용하여 계통을 안정화 시키게 된다.

계통이 안정한 경우 전압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므로 빠른

회복이 보이지 않는 경우 부하를 차단하여 계통을 안정화하여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빠른

부하차단이 수행되지 않으면 계통의 불안정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 한전 계통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인 대용량 송전

선로인 신안성-신서산 765 kV 선로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전압 불안정 시나리오로 산정하였고,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완화시키는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동특성 모의 시뮬레이션은

PowerTech의 TSAT 10.0을 이용하였다.

대부분 전력계통의 계획 및 운영은 전력 시스템의 동적

해석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확한 부하 모델을

갖는 것은 실제적인 전력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도전동기 부하가 고려된

경우 동적 해석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여 계통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도전동기 부하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도전동기 파라미터를 임의로 선정하기에는 불확

실성이 크다. 특히, 유도전동기 부하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도전동기 부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와 전체 계통에 60% 비율로 적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및 그림 6은 대용량 송전선로(신안성- 신서산

TL) 사고 후의 4개의 감시모선(서서울, 신온양, 화성, 아

산)의 전압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1초에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그림 5의 경우 전압이 지연 없이 회복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6의 경우 사고 후에 몇 초 동안 전압

이 안정한 전압레벨로 회복되지 못하고 전압이 지연 회복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림 6에서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이

관찰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 부하 고려에 따른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은 전압이 정상전압의 70%(0.5∼0.7 P.U.) 수준일 때를

말하며, 그림 6과 같이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한 케이스에

서 전압 회복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다.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한 케이스에서 유도전동기의 기

기적인 특성에 의한 스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us voltage magnitude (pu)

Time (sec)
0.00 2.00 4.00 6.00 8.00 10.00

0.70

0.78

0.86

0.94

1.02

1.10

그림 5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전압변동

Fig. 5 Voltage variation with not considering of induction

motor load

이와 같이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할 경우 사고 후

단기 전압파형을 관찰하여 계통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고

불안정이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계통의

안정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정한 경우

전압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만약, 전압이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부하를 차단하는 방안 통하여 계통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용량 송전선로(신안성-신서산 TL) 사고 시 수도권

내 부하모선 중에서 민감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모선들을

선정하여 사고 후 0.5초 후에 부하 차단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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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voltage magnitude (pu)

Time (sec)
0.00 2.00 4.00 6.00 8.00 10.00

0.50

0.64

0.78

0.92

1.06

1.20

그림 6 유도전동기 부하(60%)를 고려한 경우의 전압변동

Fig. 6 Voltage variation with considering of induction

motor load (60%)

Bus voltage magnitude (pu)

Time (sec)
0.00 2.00 4.00 6.00 8.00 10.00

0.60

0.72

0.84

0.96

1.08

1.20

그림 7 저전압 부하차단을 적용한 경우

Fig. 7 The results of applied scheme in case of under

voltage load shedding

그림 7에서는 사고 후에 유도전동기 부하의 기기적인

특성에 의하여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이 저전압 부하차단 적용

후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압이 사고 후에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하 차단 후에 전압

지연 회복이 완화되어 계통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전압 부하차단(under voltage load

shedding) 방안을 적용하여 실제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에서의 사고 발생 시 유도전동기

부하의 기기적인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을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을 이용하여 완화 시키고 전력

계통 안정도를 향상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가정용 소형 유도전동기 부하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도전동기 부하를 반영하여 전압 회복이 지연되는 현상을

고찰 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계통의 모델링에 크게 의존하는 오프라인 해석

기반으로는 실제 계통 상태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유도전동기 부하 모델을 갖는 것은 실제적인 전력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 부하가 고려된 경우

동적 해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므로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여 계통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도전동기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및 부하 60[%]를

고려한 경우의 전압변동 그리고 저전압 부하차단을 적용한

경우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저전압 부하차단 방안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근래에 소형 가정용 에어컨 부하가 많이 설치되어 무효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지역의 전압 불안정 현상과 전압 지연

회복 현상이 PMU(phasor measurement unit)를 통하여

측정되고 관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PMU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계통의 상태를 측정하고 반영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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