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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U를 사용한 FRT 검출시스템 설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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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송·배 시스템에서 사고나 장애는 결코 완벽하게 피할 수 없으며, 단락  지락사고는 계통운 자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발생한다. 최근 용량 신재생 분산 원의 송·배 계통에 연계가 증하여 계통 운 에 다양한 

향을 주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해 FRT(Fault-Ride-Through)와 같은 연계기 을 마련하여 풍력터빈 

는 태양  인버터가 계통의  장애 시 연계유지 는 신속한 계통분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운 자가 

안정 으로 계통을 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인 신재생 분산 원의 계통연

계 기 인 FRT 조건의 충족여부를 하게 단하기 하여 동기페이  측정을 하는 PMU(Phasor 

Measurement Unit)를 사용한 검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발 기 탈락으로 인한 계통사고 사례를 기반으

로 제시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ABSTRACT

Accidents or faults in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are never completely avoidable, and short-circuit and 

earth faults are occurs despite the efforts of the TSO and DSO. Recently, the connection to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of large-capacity new and renewable distributed power has increased rapidly and has various effects 

o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is, connection standards such as FRT (Fault-Ride-Through)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wind turbines or solar inverters. In the event of a major faults of the power system, 

the operation support shall be provided so that the operator can stably operate the system by smoothly performing 

connection maintenance or rapid system separ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appropriately determine whether the FRT 

condition, which is the grid connection criterion for a representative DERs, is sufficient, a detection system using a 

PMU (Phasor Measurement Unit) that measures a synchro-phasors was designed and deployment and a system 

accident due to a generator step-out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posed system based o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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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책 으로 신재생에 지 기반의 분산 원의 계

통연계에 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모 민간 태양  

발  는 풍력발 의 계통연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는 곧 기존 송·배  인 라의 포화와 함께 다양한 력품

질을 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가 증가할

수록 력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 지기반의 분산

원의 계통연계에 한 제한을 고려하게 되며 력품질 

하에 한 방비책으로 계통연계에 한 규제를  

더 확 하게 된다. 신재생에 지 보 률이 확 됨에 따라 

계통 안정성이 하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송 선

로 확  등의 력계통망 보강  운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안정  력공   계통신뢰도를 유지하여 력계

통 불안  요인에 해 다각 인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 지 발 량의 증가는 력계통에 많

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력계통 안정도 측면에서 출력

제한이 요구된다. 특히 풍력발 의 경우 간헐성 발 특성

으로 인해 력계통의 안정도 유지측면에서 제제가 불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출력제한의 

불균형 해소와 풍력발  운 자의 일방 인 손해를 이

고, 보다 명확한 출력의 제한을 하여 계통연계기 에 

따라 재생에 지의 출력량을 분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3].

신재생 발 원이 연계된 계통의 압, 류  력을 

동기페이  기반의 계측 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

집하고, 한 의 계통연계기 에 벗어날 때 민간 발 설비

를 제어하여 력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신재

생 분산 발 원의 안정 인 확  설치에 도움이 된다. 신재

생에 지원 연계량의 증가로 인하여 외란 동안 신재생에

지원의 계통보호 조제어 기능에 한 요도 역시 커

졌으며,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그 요성을 인식하고 외란

동안 신재생에 지원의 연계를 일정시간 이상 유지하며 

무효 력을 공 하게 하는 FRT(:Fault-Ride-Through) 

기 을 도입하 다. FRT 능력을 고려하여 외란동안 신재

생에 지원의 불필요한 계통분리를 방지하기 하여 보다 

빠른 계 기 동작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계 기 최  정정

법도 제시하고 있다[4-5]. 

불규칙한 신재생에 지 발 원의 계통연계가 증하

면서 력망 운 의 신뢰도 측이  더 어려워지고 

계통의 품질  운 의 안정성이 받고 있는 것은  

세계 으로 공통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력에 지 장장치(EES)가 많이 제안되었으며 그 에

서 표 으로 ESS (:Energy Storage System)를 도입하

는 방안이 있다. 주 수 조정(FR), 신재생에 지 출력 안

정화, 주야 출력변경 등 계통안정을 하여 도입되고 있

다. 최근 ESS의 화재로 인하여 보 조건이 까다롭게 진

행되고 있으며, 재난 비를 한 최 화  안정 인 운

에 필요한 잔량 측과 고장 측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 독립형인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 측을 통하여 제

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일반 으로 2개 이상

의 재생에 지원이 서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에 지시스

템은 시스템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에 지 공 에

서 더욱 안정 이다. 신에 력시스템 운 을 비교해 

보면 복합 에 지시스템의 제어  최 화 모델링, 운  

 운 계획의 요소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경우 력계

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상호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으로 운 비용을 이고 최상의 경제 인 이득을 얻기 

한 운 방안도 제시되었다[6-8].

우리나라의 FRT 요건은 20MW 이상의 신재생에 지

원을 력계통에 속할 때 용되며, 무효 력공 능력, 

기품질  계통연계 유지 등 력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 인 계통운 을 한 규정이다.  FRT를 검출하고 

반사항을 감시하기 해서는 역계통의 감시와 제어

를 한 감시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여기에 용되는 

시각동기페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시각동기화 기술

은 빅데이터 기반 력망 안정화  감시기술로 세계 으

로 주목받고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GPS 시각동기 기반 동기페이 측정장

치인 PMU(Phasor Measurement Unit)와 데이터 수집시

스템(PDC: Phasor Data Concentrator)을 사용하여 FRT 

반여부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며, 실제 

계통사고 기반의 분석과 사고 시 수집한 실 데이터 분석

을 통하여 검출시스템의 성능확인과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통 분석을 한다. 

Ⅱ. 우리나라 FRT 요건분석 

2.1 재생에 지 계통연계 압 유지시간

한 의 2015년 분산형 원 배 계통 연계기술기 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계통 압이 비정상 법  내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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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분산 원은 해당 분리시간 내에 한 계통에 한 가압

을 지해야 한다. 여기서 기 압은 계통의 공칭 압을 

말하며 분리시간은 비정상 상태의 시작부터 분산형 원

의 계통가압 지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최 용량 30kW 

이하의 분산형 원에 해서는 압 범   분리시간 

정정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30kW를 과하는 

분산형 원에 해서는 압 범  정정치를 장에서 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의 분리시간은 분산형 원 용

량이 30kW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최 값

을, 30kW를 과할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기값

(default)을 나타낸다. 이 기 의 목 은 분산형 원이 한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과 단독운 과 

같은 비정상 인 운 상태에 있을 때 한 계통  고객설

비에 한 과․ 압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해 세부

으로 규정하기 한 것이다. 

Voltage Range [V] Clearing Time [s]

V < 50 0.16

50 ≦ V < 88 2.00

110 < V < 120 1.00

V ≧ 120 0.16

표 1. 분산형 원의 압별 분리시간
Table 1. Clearing time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by voltage 

압의 크기  주 수는 력에 있어 기본 인 특성

에 해당하며, 따라서 계통 는 분산형 원측 설비가 동

작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한 기본 인 지표가 된다. 압의 변동 폭이 클수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커진다. 그리고 장에서 조정 가

능한 압 범  정정치와 분리시간이 요구되는 이유는 

한 계통 운 자가 특정한 계통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기 에는 용량 30kW를 과하는 분산

형 원에 해서 압 범  정정치만 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표 되어 있으나, 분리시간 역시 기값

이라는 표 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표 은 2020년에 다시 개정되어 표 2와 같이 일부 

수정이 되었다. 계통 압이 공칭 압 기  50% 이하일 

경우 분리시간이 0.16 에서 0.5 로 수정되었으며, 50∼

70% 구간과 70∼90% 구간으로 수정  추가가 되었다. 

한 비정상 압에 한 분산형 원 분리시간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Voltage Range [V] Clearing Time [s]

V < 50 0.5

50 ≦ V < 70 2.00

70 ≦ V < 90 2.00

110 < V < 120 1.00

V ≧ 120 0.16

표 2. 분산형 원의 개정된 압별 분리시간
Table 2. Revised clearing time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by voltage 

그림 1. 분산형 원의 개정된 압별 분리시간 도표
Fig. 1 Revised clearing time diagram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by voltage 

2.2 재생에 지 계통연계 주 수 유지시간

한 의 2017년 분산형 원 배 계통 연계기술기 에 

의하면 표 3과 같은 기 으로 계통주 수가 비정상 으로 

동작 시 분산형 원의 분리시간을 정의하 으며 분산형

원의 용량에 따라 주 수 범 와 분리시간을 각각 정의

를 하 다. 여기서 분리시간이란 비정상 상태의 시작부터 

분산형 원의 계통가압 지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최

용량 30kW 이하의 분산형 원에 해서는 주 수 범  

 분리시간 정정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으나 

30kW를 과하는 분산형 원에 해서는 주 수 범  

정정치를 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의 분리시

간은 분산형 원 용량이 30kW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최 값을, 30kW를 과할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기값을 나타낸다. 주 수 계 기 정정치 조

정시에는 한 계통 운 과의 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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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정의한 계통분리 기 은 2020년 개정에서 다

시 표 4와 같이 변경되었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분산형

원의 용량과 무 하게 3가지 계통주 수 범 에 따른 분

리시간을 정의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 주 수 범  정정

치와 분리시간을 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 추가되었다. 비정상주 수에 한 분산형 원 주 수 

분리시간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Capacity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Frequency [Hz]
Clearing 
Time [s]

30kW 이하
> 60.5 0.16

< 59.3 0.16

30kW 과

> 60.5 0.16

< {57.0～59.8}
(Adjustable)

{0.16～300}
(Adjustable)

< 57.0 0.16

표 3. 분산형 원의 주 수별 분리시간
Table 3. Clearing time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by frequency 

Capacity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Frequency [Hz] Clearing Time [s]

Capacity Not 

Defined

> 61.5 0.16

< 57.5 300

< 57.0 0.16

표 4. 개정된 분산형 원의 주 수별 분리시간
Table 4. Revised clearing time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by frequency 

그림 2. 분산형 원의 개정된 주 수별  분리시간 도표
Fig. 2 Revised clearing time diagram of distributed 

power resources by frequency 

2.3 재생에 지 계통연계 용 황

한 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원격 단말기의 지원을 

받아 감시, 분석, 제어를 통하여 운 되고 있다. 제어소 

장치에서 생성되는 상태변수는 2  지연, 아날로그 데이

터는 10  지연이 발생하고 이 자료는 원격 단말기로 모

여서  다시 상태변수는 2  지연, 아날로그 데이터는 

20∼30  지연되어 감시장치 화면에 나타난다. 풍력, 태

양  등 신재생발 원의 변동성을 수용하고, 실시간 순시 

압변동률 등 력품질 감시를 해서는 기존 원격 단말

기  원격감시제어시스템보다 높은 정 도가 요구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신재생발 원 연계 변 소에서

는 상/선간 압, 선 류, 유효/무효 력, 역률, 주 수, 

고조  등 기품질을 감시하기 하여 PQMS (Power 

Quality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여 이벤트 발생 시 

데이터 장 (1024 Samples/Cycle, 1 간)하여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원격 단말기 수 의 실시

간 감시만 가능하여, 특히 신재생발 원 출력 변동이 

력품질에 미치는 향 등을 종합 분석하기 해서는 시각 

동기 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풍력, 태양  등 변동성 

에 지원의 보 수 이 낮을 때는 변 소 부하에만 향

을 미쳤으나, 최근 변동성 에 지원의 출력 변동에 따라 

역조류 상이 발생하고 있다.

　Ⅲ. FRT 검출시스템 설계

3.1 검출시스템의 구성

송·배 선로에 연계된 신재생발 원의 실시간 감시를 

하여 횡계와 월변 소에 그림 3과 같이 154kV 월

변 소와 154kV 횡계변 소에 동기페이  기반의 PMU

를 설치하고 동기페이  데이터 집 장치인 PDC 

(:Phasor Data Concentrator)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FRT 

검출시스템을 설계한다. 총 13개의 PMU, 1 의 PDC, 

HMI  FRT 검출시스템의 S/W를 탑재한 역감시장치

인 WAMS로 구성한다. 



PMU를 사용한 FRT 검출시스템 설계  분석

647

그림 3. FRT 검출시스템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FRT detection system 

3.2 PMU 동기 상 데이터수집시스템

PMU 동기 상 데이터 수집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동기페이  측정장치와 동기페이  집 장치(PDC)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용 서버로 나 어진다. 

기인 FEP(:Front End Processor), PDC, PMU 등의 규격

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동기페이  측정 상 피더의 

압과 류를 계측센서로 연결하여 GPS와 시각동기화

된 PMU 장비에서 내부연산을 통해 변환한 압과 류

의 벡터 값과 디지털 입력신호에 연결된 의 

Open/Close 상태 데이터들에 Time  Stamp를 추가하여 

PDC로 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기페이  데이터

를 생성한다.

PDC는 다수의 PMU 노드를 동일한 그룹으로 리를 

하고 데이터 수집 커맨드를 통해 그룹 내의 PMU로부터 

데이터를 송 받는다. GPS와 시각동기가 된 PMU와 동

일한 시스템 시간을 유지하기 하여 PDC는 외부 인터넷

과 연결이 되고 NTP 서버로부터 정확한 시간정보를 받

아와 자신의 시스템과 동기화를 한다. 만일 보안문제로 

외부 인터넷 망과 연계가 안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네트워

크에 SNTP 서버를 운 하고 이 서버로부터 표 시간을 

수신한다. PDC에서 수집한 동기페이  데이터들은 동일

한 Time Stamp로 재정렬 후 Stream Data로 변환 후 상

 시스템으로 송을 하고 PMU와 PDC 간에 사용하는 

로토콜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한 의 154kV 변

소에는 모선 압 BUS와 연계된 송 선로들이 피더로 구

성되어 있고 부하 측의 주변압기들과 배 용 모선 압 

BUS 그리고 배 선로 등의 측정 포인트들이 있다. 이 

측정 포인트들은 PMU를 설치하는 치가 되며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는 단 가 된다. 

그림 4. PMU 동기 상데이터 수집시스템
Fig. 4 PMU Synchrophasor data acquisition  system  

Ⅳ. 실증사례  분석

4.1 계통탈락 실증사례

2020년 3월 28일 13시 54분 40 에 805MW 신보령 1호

기 발 기가 탈락하여 계통주 수가 59.8Hz까지 하락한 

이후 40MW의 월 솔라 태양  발 소가 운 에 

19.8MW가 탈락되어 계통주 수가 59.67Hz까지 추가 하

락하 다. 이는 그림 5와 같이 연쇄 인 주 수 변동이 

발생하 다. 

 

그림 5. 계통주 수 사고사례

Fig. 5 Fault event of system frequency

력계통은 청양변 소와 345kV로 연계되어 있고 최  

공장 이후 10 간 주 수가 59.8Hz를 유지하 다. 신보령 

발 소 인근 계통 태양  발 소 약 450MW의 인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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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트립되어 계통주 수가 59.8Hz 이하로 떨어진 후 10

 후 59.67Hz 추가 하락하 다. FRT 검출시스템의 PMU 

출력데이터는 그림 6과 같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 으며, 

구축된 FRT 검출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PMU 출력데이터
Fig. 6 Output Data of PMU 

그림 7과 그림 8은 고장발생 시 한 강원본부 

내 변 소에 설치한 PMU에서 기록한 주 수 변

동값이다. 그림 7은 100MW 강원풍력발 소와 연

계된 T/L에서 감지한 데이터이고, 그림 8은 40MW 

월 솔라 태양  발 소에 연계된 D/L에서 기록

한 데이터이다. 신보령 고장 시 강원계통까지 

이 되어 이 계통 내의 용량 신재생 발 원이 탈

락이 된 상황이며, 한국 력거래소에서 해당 사고

를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59.8Hz에서 59.65Hz까지 

핑을 반복하다가 탈락이 되었으며, 그림 9와 같

이 두 형을 하나의 그래 로 비교를 하면 주 수 

하락에 한 발 원별 특징이 보인다.

  

그림 7. 강원풍력의 주 수 하락
Fig. 7 Frequency drop of Kangwon wind power 

그림 8. 월 솔라 태양  주 수 하락
Fig. 8 Frequency Drop of Youngwol Solar PV 

그림 9. 풍력과 태양  발  주 수 하락 비교
Fig. 9 Comparison of Frequency Drop for Wind 

Power and Solar PV  

4.2 실증사례 분석 

신보령 화력발 소 발 기 1호기 고장으로 인 한 지

역의 태양  발 소 UFR(:Under Frequency Relay) 동작

과 함께 연쇄 으로 계통분리 되면서 고장이 된 사례

로 신보령 발 기 탈락이 월변 소까지 된 것은 

실시간 력조류가 국 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로는 그림 7과 같이 2개의 경로로 진행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육지 계통에서는 용

량으로 연계되는 신재생 분산발 원의 특성 분석과 함께 

동시에 계통분리를 방지하기 한 책이 필요하다. 특히 

태양  발  이용율이 높은 계 과 경부하 시 동기발 기

가 트립이 될 경우 주  계 기의 동작으로 정 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0은 신보령 사고시 주 수 변화량을 KSD(:Kernel 

Smoothing Density) 분석방식으로 고장 발생시 특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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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역 의 도를 강원본부 내의 주요 PMU 설치포인트 

기 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자료를 보면 풍력발

과 태양  발 의 계통 주 수 변화에 해 태양  발

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한 

원인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태양  발 과 풍력발  KSD 분석
Fig. 10 KSD Analysis of PV and WP 

한 의 송 선로 는 배 선로에 연계 된 국내 신재

생 발 소의 주 수 보호계 기 정정 값은 부분 59.8

∼59.3Hz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도부터 미국 

기 을 용한 한 의 계통연계기 에 따른 것이다. 국

으로 약 10%의 태양  발 소가 UFR 동작값을 59.8Hz

로 정정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있으며, 국내 태양  발

소  규모 15.8GW, 약 80,000여개 기 의 인버터 보호

계  정정치를 순차 으로 변경 시 약 2년이 소요될 것으

로 보여 시행이 시 하다. 재의 태양  발 소 보호계

을 그 로 운 을 한다면 765kV 송 선로 고장 시 고장

방지장치가 동작하면 주 수 하락으로 59.3Hz에서 

국내 태양  발 소 부분이 탈락할 것으로 상이 되며 

UFR 2단계까지 작동할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도 있으

며, 이는 2011년 9.15 순환정 의 2배 수 의 역정 을 

의미한다. 최근 신보령 1호기 사고 이후 한 에서는 분산

형 원 배 계통 연계 기술기 을 강화하 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기 은 2021년 2월 16일에 공표되었다.

그림 11. 사고 경로 
Fig. 11 Fault Spreading Route

한국 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23일 신

보령화력발 소 1호기에서 2020년 3월 28일과 유사한 사

고가 있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발 기 고정자 냉각펌  

압력감소에 따른 805MW 트립 사고 다. 이때는 고장  

계통부하가 71,910MW로 2020년 사고보다 약 20,000MW 

높았으나 사고 시 최  주 수는 59.88Hz로 변동이 다소 

낮았으며, 2020년 고장시는 59.67Hz까지 변동하는 큰 차

이를 보 다. 이는 계통 주 수 발생 시 부하의 특성으

로 계통 부하가 감소되고 계통 성의 증가로 주 수 하락

을 완화하 고 최근 고장사례에서는 경부하 즉 최 발

력의 61%에서 부하특성  계통 성의 변동으로 주 수 

하락 변동폭이 커졌으며, 인근의 태양  발 소의 계통분

리로 인해 주 수 하락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Ⅴ. 결론

신재생에 지원을 력계통에 연계하는 근본 인 이

유는 력을 생산한 곳에서 바로 사용하면 력계통 연계

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할 수도 있고 력수송에서 비롯

되는 손실도 이는 것이다. 신재생에 지원은 에 지원

의 특성상 발 출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재생에 지

원만으로는 력계통에서 독립된 단독계통에서 온 한 

력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즉 발 된 력이 기기기

의 동력으로 사용되려면 기본 으로 압과 주 수가 

정범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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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신재생에 지원이 연계된 변 소에 

한 FRT 검출시스템의 용으로 사고를 확인한 것은 

설계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한  계통망에 연계된 변 소에 이 시스템을 확 설치 

한다면 FRT 반사례에 한 지속 인 감시가 가능하다. 

이를 해서는 변 소 용량, 신재생에 지원의 분포와 수

량 등을 고려하여 검출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신재생 분산 원의 계통연계 기 인 FRT 조건의 충족여

부를 하게 단하기 하여 동기페이  측정을 하는 

PMU를 사용한 검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발 기 

탈락으로 인한 계통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한 시스템 

분석사고의 경로 분석을 통해서 종합 인 력시스

템의 안정  운 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M. Kim, H. Myung, and S. Kim, “Analysis of 

Flexible Resource Requirements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Acceptance in Power 

System,”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33, no. 11, 2019, pp. 63-70.

[2] H. Myung and S. Kim, “The Study on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Output according 

to Power Limit of Renewable Energy,” J. of 

the Institute Korea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vol. 23, no. 1, 2019, pp. 173-180.

[3] H. Kim and S. Jhang, “Key Technologies for 

Stabilization of Power system for Successful 

Achievement of 3020 Renewable Energy 

Policy,”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67, 

no. 2, 2018, pp. 149-157.

[4] J. Song, G. Cho, J. Kim, J. Shin, D. Kim, and 

C. Kim, “A Study on the Optimal Setting 

Method of Directional Overcurrent Relay 

Considering Fault Ride Through of 

Distributed Generation,” The Tra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7, 

no. 8, 2018, pp. 1002-1008.

[5] S. Jo, S. Choe, and J. Sim, “The Necessity of 

Power System Support of Power System 

Stabilized Solution and Renewable Energy 

Inverter based on Growth of Renewable 

Energy,”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Electronics Mag., vol. 25, 2020, pp. 30-37.

[5] N. Khadka, B. Adhikary, S. Sharma, R. Paudel, 

A. Bista, and A. Shrestha “Transient Stability 

in Renewable Energy Penetrated Power 

System: A Review,” RESSD Int. Conf. on Role 

of Energy for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in 

“New Normal” Era, Kathmandu, Nepal, 2020, 

pp. 1-6.

[6] J. Joo, Y. Lee, K. Park, and J. Oh,  “Bettery 

Level Calculation and Failure Prediction 

Algorithm for ESS Optimization and Stable 

Opera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5, no. 1, 2020, 

pp. 71-78.

[7] J. Joo and J. Oh, “Efficient Grid Independent 

ESS Control System by Prediction of Energy 

Production Consump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4, no. 1, 2019, pp. 155-160.

[8] J. Choi, C. Moon, and Y. Chang, “A Study on 

System Retrofit of Complex Energy System,”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6, no. 1, 2021, 

pp. 61-68.

[9] K. Lee, D. Kwon, and C. Park, “Establishment 

of Synchro-Phasor System for Renewable 

Energy Monitoring of Substation,”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33, no. 10, 2019, pp. 

34-42.

[10] M. Bollen, J. Zhong, F. Zavoda, J. Meyer, A. 

McEachern, and F. Lopez, “Power Quality 

Aspects of Smart Grids,” International Conf. on 

Renewable Energies and Power Quality, 2010, 

vol. 1, no. 8, 2010, pp. 1061-1067.

 



PMU를 사용한 FRT 검출시스템 설계  분석

651

자 소개

권 윤(Dae-Yun Kwon)

1999년 숭실 학교 컴퓨터학부 졸

업(공학사)

2002년 숭실 학교 학원 산업정

보시스템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8년 국립목포 학교 학원 

기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5년 ∼ 재 ㈜그린이엔에스 연구소장

※ 심분야 : 력계통보호, 동기 상측정, 보안,

신재생에 지, 역계통감시, 마이크로그리드

문채주(Chae-Joo Moon).

1981년, 1983년  1994년 남

학교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1997년∼ 재 목포 학교 공과

학 기 제어공학과 교수

2017년∼ 재 에 지밸리산학융

합원장

한국 력기술(주) 책임연구원, 주일보 테마칼럼

니스트, 력 자학회 부회장, 이투뉴스, 한국 기

신문 칼럼니스트, 기 력연구원 에 지밸리분원

장 역임 

※ 심분야 : 풍력발 시스템, 력변환시스템, 

력시스템

정문선(Moon-Seon Jeong)

2009년, 2011년  2014년 목포

학교 기공학과 공학사, 공학석

사,공학박사

2014년∼2016년 목포 학교 스마

트그리드 연구소 임교수 

2016년 ∼ 재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 심분야 : 력계통안정도, 신재생분산 원, 마

이크로그리드, 해상풍력단지설계

유도경(Do-Kyeong Yoo)

2007년, 호남 학교 정보통신 공

학과 졸업 (공학사)

2010년 조선 학교 산업 학원 

IT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2013년 조선 학교 일반 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7년 ∼ 재 ㈜그린이엔에스 상무

※ 심분야 :  Micro-grid, LVDC, 신재생에 지, 

정보통신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