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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함수를 이용한 총송전용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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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assess total 

transfer capability (TTC) by using energy function. To get 

the critical energy, the potential energy boundary 

surface(PEBS) method which is one of the transient energy 

function(TEF) method is used. TTC assessment is to 

calculate TTC by using the repeated power flow (RPF) 

method. It is seen that energy margin can be use to 

assess available transfer capability(ATC). 

1. 서   론

 다기의 전력계통 안정도 해석은 시간모의법과 Lyapunov 에너

지함수를 이용한 직접법(TEF)이 있는데, 시간모의법은 안정 판

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양적인 값을 표현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TEF법은 과도에너지 마진 (Vem)의 계산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에너지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에너지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고장제거순간의 

위치에너지 (VPE)와 운동에너지 (VKE)의 합으로 계산되는 과도

에너지 (VTR)이고 두 번째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고장제거후

의 계통 고유 임계에너지 (VCR)이다[1-3]. 

 본 논문에서는 연계계통에서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여 총송전용

량을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용송전용량 평가시 에너

지 마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너지 함

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마진을 구하기 위해, 과도에너지는 고장제

거 순간까지를 시간모의법인 단단법을 Runge-Kutta법으로 계산

한 위상각과 각속도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계통의 임계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PEBS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에너지 함수를 이용한 총송전용량

 2.1 Lyapunov 직접법 

 그림 2.1은 Lyapunov 직접법의 정의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V(x) 가 스칼라 함수이고, R={x|V(x)<K}이 제한되어 있다고 가

정하면,    가       의 해를 따라 움직이는 V(x)

의 미분값이라고 할때 만약 R안에서 V(x) 가 양의 값이고, 

   가 음의 값이면 그 원점은 점근적 안정이고, R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시간이 증가와 함께 원점으로 수렴한

다[1].

 K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점근처에서 V(x)가 양이고, 

   가 음일 때, Vcr이      인 경계면 에서 V(x)

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할때, 원점에 대한 경계 영역 

R={x|V(x)<Vcr}은 점근적 안정 영역이고 정확한 수렴

(Attraction)영역 안에 속하게 된다[42]. 일반적으로 고장제거후

의 계통의 안정평형점 주위에는 많은 수의 불안정 평형점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불안정 평형점은 고장제

거후 평형방정식을 만족한다. V(x)는 이 불안정 평형점에서 계산

될 수 있고 이 값들 중 제어불안정 평형점 값으로 Vcr이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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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yapunov 에너지 함수의 정의

 2.2 과도에너지(Transient Energy)

 시간모의법인 단단법을 이용하여 고장제거순간의 각속도와 위

상각을 구하고, 고장전 평형점에서부터 고장제거순간까지를 적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단단법을 이용하여 고장제거순간의 각속

도(

 )와 위상각()을 구하고 식(1)을 이용하여 과도에너지를 

구한다. 이하의 식들은 모두 COA(Center Of Angle)을 기준으로 

한 식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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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3 PEBS(Potential Energy Boundary Surface)

  PEBS법을 사용하여 임계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중 본 논문에

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3].

 step 1: 다음과 같은 전력편차방정식 F(θ)를 최소화하여 고장

제거후의 안정평형점 θ
s2

를 구한다. 이 때, 계통 파라미터는 

고장제거후의 값이다. 

 step 2: 고장동안의 계통파라미터를 이용해 위상각궤적 를 구

한다. 

 step 3: 위상각 θ의 궤적에 따라 f
T
( θ )⋅( θ- θ

s2
)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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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zero가 될 때까지 step2 와 step3을 반복한다.

 step 4: f
T
( θ )⋅( θ- θ

s2
)가 zero가 되는 순간의 혹은 그 

직전의 값 를 이용하여 위치에너지 VPE( θ)를 구한다. 이 때

의 위치에너지가 임계에너지 값으로 사용된다.

2.4 에너지 마진(Energy Margin)

 에너지 마진은 과도에너지와 임계에너지의 차이로 구해진다. 

          Vem=VCR-VTR                         (2.2)

2.5 에너지 마진을 이용한 총송전용량

 인접한 공급지역(source area)과 수요지역(sink area)을 연결하

고 있는 연계선로의 전력조류를 증가시켜 수요지역으로의 전력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하증분 요소를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반복조류계산법(RPF)을 사용하였

다[4,5].

                            (3.1)

제약조건으로는 다음 식 (3.4)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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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간모의법과 과도에너지 여유를 사용하여 각각

의 제약조건이 TT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6모선 모

델계통에 적용하였다. 

 그림 3.1에서 f
T
( θ )와 ( θ- θ s2 )의 내적이 zero가 되는 

순간의 점 A가 계통의 위치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점 B와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B점이 바로 임계에너지이다. 고장동안에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체에너지가 임계에너지와 같아지는 점 C 

순간의 시간 D는 해당 선로사고시 계통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

한 임계고장 제거시간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너지함수를 이용한 TTC 결정 방안의 효

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Case에  대하여 비교하였

다[6].

 Case A: 제약조건에 과도에너지 여유를 고려하지 않음.

 Case B: 제약조건에 과도에너지 여유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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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에너지 함수와 PEBS

Table 3.1  TTC Calculation With and Without Transient Stability

 

Case A Case B

TTC 

Level 

[MW]

Transient 

Energy 

Margin

TTC 

Level 

[MW]

Transient 

Energy 

Margin

Base case 133.45 - 133.45 -

Line 2 - 3 fault

Line 3 - 4 fault

Line 4 - 5 fault

Line 2 - 5 fault

93.66

141.98

  66.59

106.32

0.9512

-0.1459

0.4632

1.2317

93.66

107.92

  66.59

106.32

0.9512

0.00003

0.4632

1.2317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계계통에서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여 총송전용

량을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용송전용량 평가시 에너

지 마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마진을 구하기 위해, 과도에너지

는 고장제거 순간까지를 시간모의법인 단단법을 Runge-Kutta법

으로 계산한 위상각과 각속도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계통의 임계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PEBS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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