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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송 선 경과지 선정의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송
 설비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송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력 계통의 신뢰도를 극 화할 필요가 있으
며, 최근 이의 한 방편으로, 력공 의 유연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송 기술인 유연송 시스템(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송 시스템을 포함한 
력계통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력곜통의 상태추정을 수행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6모선 시험계통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1. 서    론

에 들어 변하는 력시장의 환경변화와 경제 , 환경 , 지역 
이기주의 등의 문제로 송  설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이러
한 문제 해결을 해 력공 의 유연성(Flexibility)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송 기술인 유연송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FACTS 설비
가 송 계통에 도입되면 송 용량 증 로 기존의 송 설비 이용률을 향
상시킴으로서 신규 송 선로 건설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성에 이 이 
있고, 안정도(Stability)  안 도(security) 향상을 해 운용될 수 있어 
계통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1-6]. 
국내의 경우 강진-장흥 송  선로에 선로 압을 임의의 크기와 상
을 갖도록 신속히 제어하여 선로로 송되는 유무효 력을 보상할 수 
있는 직병렬보상기기인 압원 인버터형 UPFC(Unified Power Flow 
Controllers)를 설치하여 운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CTS 설비  직·병렬 혼합 보상기기인 UPFC 모델
이 포함된 상태추정을 제안하고 6모선 시험계통을 통해 변화되는 모선
압과 선로 조류 력을 확인하 다.

2. 본    론

  2.1 상태추정

상태추정은 력 조류 계산과 함께 력계통 해석을 한 가장 기본
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기법 
 데이터 처리기법을 사용한다. 강건성이 확보된 효율 인 상태추정기
의 개발은 안 도 해석, 상정사고 해석 등을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기본이 되므로 체 력계통의 안정 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다. 신속·정확한 상태추정을 해 실제 설비의 특성을 정확히 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모델링이 필요하고, 측정 데이터의 정도 개선  가 측
성 확보, 최 한 정확하고 효율 인 행렬 연산 기법의 도입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태추정에 한 이론  방정식 등은 [7-9]에서 소개 
하 다. 
  
  2.2 국내 UPFC 설비

  UPFC는 가장 표 인 직·병렬 혼합보상기기로서 선로 임피던스의 
제어를 통한 력조류 제어가 가능하고, 한 상각 제어, 압 제어가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압원 인버터형 UPFC를 라남도 강진군 강진
변 소에 설치하 다. 강진변 소에 설치된 UPFC는 40 MVA 병렬인버
터와 40 MVA 직렬인버터, 총 용량 80 MVA이다. 병렬인버터는 강진 
모선 압을 제어할 목 으로, 직렬인버터는 강진-장흥간의 조류를 제
어할 목 으로 상용운  이다[2]. 
정확한 상태추정을 해서는 실제 설비의 특성을 정확히 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모델링이 필요하므로, 개발된 상태추정기가 우리나라의 
력계통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UPFC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

를 해 UPFC의 모델을 정의하고, 상태추정에 용을 하고자 한다.

2.3 상태추정을 위한 전류주입 UPFC 모델

그림 1과 같이 모선 에서 모선 에 연결된 선로에 한 조류 력과 
모선 에 압을 제어하기 해 모선 에 연결된 UPFC를 가정한다. 그
림 1은 상태추정에 사용될 UPFC의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UPFC의 동
작특성을 직·병렬로 연결된 류원과 리액턴스로 표 되어 있다. 모선 
는 모선 와   사이에 생성된 임의 모선이다.

< 그림 1 > UPFC 모델

UPFC 해석을 한 입력 라미터는  ,  ,  ,  ,  , 가 있

고. 계통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여기서,  ,  , 는 

직렬보상기의 압, 상, 직렬 임피던스를 나타내고,   ,  , 는 

병렬보상기의 압, 상, 병렬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식 (1)은 그림 1의 모델과 입력 라미터를 이용한 어드미턴스의 수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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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와 에서 유출/유입 되는 류의 식은 다음 식(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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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이용하여 모선 와   사이의 UPFC의 특성을 고려한 조류
력 방정식을 다음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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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들을 이용하여 UPFC가 설치되어 있는 계통의 상태추정이 가
능하다.

  2.4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해 그림 2와 같은 6모선 시험계통을 이용한다. 시험 계

통은 6모선/6선로/monopolar HVDC선로로 구성되어 있고, UPFC는 모
선 2와 모선 5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 그림 2 > 6모선 시험계통

UPFC의 입력 라미터 값은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고, UPFC 모델의 
용에 따른 상태추정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선 로 2 - 5

 0.05

 -3.0

 1.02

 -12.0

 0.25

 0.20

< 표 1 > UPFC 입력값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태추정을 한 FACTS 설비  직·병렬 혼합 보상
기기인 UPFC 모델을 제안하 고, 6모선 시험계통을 이용하여 사례연구
를 수행하 다. 국내의 경우 강진-장흥 선로에 선로 압을 임의의 크
기와 상을 갖도록 신속히 제어하여 선로로 송되는 유무효 력을 보
상할 수 있는 UPFC가 설치되어 운  에 있다. 계통 내 모든 설비의 
모델을 포함하고, 강건성이 확보된 효율 인 상태추정기의 개발을 통해 
체 력계통의 안정 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stimated Voltage & Angle

Bus Voltage Angle Bus Voltage Angle

1 1.0143 0.00 12 1.0450 1.45

2 1.0137 -8.70 15 0.9914 0.00

5 0.9844 -8.70 16 1.0204 -8.95

11 1.0156 7.53

Estimated Flow Power

i Line P Q i Line P Q

1 1-2 2.4352 -0.6152 7 2-1 -2.3170 0.9219

2 1-5 0.6824 -0.0033 8 5-1 -0.6580 0.0552

3 2-5 0.3360 0.1514 9 5-2 -0.0375 -0.2077

4 11-12 1.5958 -0.9539 10 12-11 -1.5318 1.0932

5 11-15 0.5926 0.2295 11 15-11 -0.5742 0.0464

6 12-15 0.2318 0.9220 12 15-12 -0.2258 -0.2463

Estimated Injection Power

Bus P Q Bus P Q

1 3.1176 -0.6186 11 2.1884 0.0008

2 -1.9809 0.11258 12 -1.3000 1.3227

5 -0.6954 -0.1524 15 -0.8000 -0.2000

< 표 2 > 상태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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