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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a result for extraction of dynamic
parameters from synchrophasor measurements collected on the
KEPCO system. Dominant modes of the system are estimated by
oscillation detecting program. The critical wide-area modes of
KEPCO system have frequencies in the 0.68 Hz and 0.92Hz. This
results can serve as a reference in the future for reliable system
operation in KEPCO system.

1. 서    론

전력계통에서 위상동기신호를 측정하는 synchrophasor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Synchrophasor 기술[1]은 인공위성의 시각정보를 이
용하여 측정데이터의 시간을 일치함으로써 정밀하게 모선의 전압과 전
류의 위상을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광역 계통의 정보들을
보다 정밀하게 취득할 수 있고, 상호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계통 해석과
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WAMS(wide area measurement system)를 활
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광역계통 감시 목적으로 synchrophasor
를 응용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에는 synchrophasor 기술을 계통제어와
보호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도 광역계통을 감시하기 위해 위성정보와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전력기술에 접목하여 한국형 광역전력계통 감시시스템 K-WAMS
(Korea Wide Area Monitoring System)와, 이를 향상시킨 WAMAC 시
스템을 개발하여 시험 운용중이다. WAMAC 시스템은 상위운영시스템
과 동기위상측정 장치인 synchrophasor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전계
통에 synchrophasor는 345 kV 전압레벨의 동서울변전소와 아산변전소
를 비롯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어 모선 전압과 전류 데이터를 측
정하고 있다. 상위 운영시스템은 한전 본사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계통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 [3].
본 논문은 한전계통에 설치된 40기의 synchrophasor에서 계측한 데이터
를 이용해서 한전 계통에 잠재하고 있는 저주파수 진동모드를 추정 결
과를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 계측 신호에서 파라미터 추정은 외란이 발
생한 후, 비교적 큰 진동이 지속되는 신호에 대해서 적용한다. 본 논문
에서는 상시 synchrophasor에서 계측한 정상상태 데이터에서 저주파진
동 모드를 추정하고 한전계통의 진동을 해석하였다.
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한전계통의 synchrophasor와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정상상태 신호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프로그
램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한전계통에서의 정상상태신
호에서 저주파 진동 해석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
을 기술한다.

2. 한전계통의 synchrophasor

한전은 시각동기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서울변전소와 아산변전
소 등 중요 변전소에 40기의 synchrophasor를 설치하였다. 그림 1에는
설치된 변전소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설치된 synchrophasor는 북상조류 융통선로 감시와 수도권 전압
감시를 위해 중요 변전소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발전기 동요나 광역 진
동의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역계통감시를 위해서 기본적
으로 발전소 출력단에 주로 synchrophasor를 설치해야 하고 보조적으로
중요 변전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통의 안정운용에 있어서 주요 제어
대상은 변전소가 아니라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계통에 참여하는 발전기
들의 저주파진동은 광역정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전
사업자나 송전망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발전소 출력단에 대한
synchrophasor 설치와 데이터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한전계통의 주요 발전소에 synchrophasor가 설치되면
계통의 진동 해석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한전계통의 synchrophasor

그림 2는 신서산변전소(8067)에서 취득한 정상상태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1시간 동안의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외란이 없는 정상상태
의 조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synchrophasor에서 데이터를 취
득하므로 상위 운영시스템에는 짧은 시간에도 매우 많은 데이터가 누적
된다. 각 변전소마다 전압과 전류, 주파수를 비롯하여 그림 2와 같은 유
효전력과 무효전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계측하고 저장한다.

<그림 2> 정상상태에서의 유효전력(8067) 

 3. 정상상태 신호에서 파라미터 추정 프로그램

계통에서 취득한 데이터로부터 저주파진동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
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다. 대부분 알고리즘들은 외란이 발생
한 직후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들이다. 지금까지 계통
해석에 가장 널리 적용된 확장 Prony법[4]도 이 범주에 속한다.
최근 국내에서 synchrophasor 응용 기술로 WAMAC 시스템이 개발되
어 한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이다. WAMAC 시스템에는 저주파진동 해
석 목적으로 동적해석 프로그램인 DYANA(DYnamic ANAlyzer)가 내
장되어 있다[5].
DYANA는 취득한 데이터에서 중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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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용과 off-line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기
능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Online용은 실시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억장소와 연산시간을
최적화 한 알고리즘인 반면 offline용은 계통운용과 계획을 위하여 정확
성에 중점은 두고 개발한 알고리즘들이다.
비교적 큰 외란이 발생한 후, 발전기는 2초-30초 동안 동요를 지속한
다. 과도상태 후의 신호는 진동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정확하
게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하다.
MODEST와 SYNC는 비교적 진동이 큰 신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
정하고 계통의 해석하는 알고리즘이다.
계통에서 30초 이상의 동요를 유발하는 외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운용되고, 상시 synchrophasor에서 계측
한 데이터는 정상상태 신호를 계측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정상상태 신호
에서 계통의 진동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DYANA에 내장된 알고리즘 중에 ADAM과 PCSD는 정상상태에서
취득한 데이터에서 저주파진동 모드를 추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알고리
즘이다. ADAM은 선형모델에서 고유값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계측신
호로부터 상태행렬을 구하여 중요 진동모드 추정하는 방법이고, PCSD
는 푸리에변환에 기초하여 스펙트럴 해석을 수행한다.
정상상태 데이터에 포함된 저주파 진동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는 1분-60분 정도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MODEST-RT에서는 5초
-10초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정상상태 데이터에서 파라미
터 추정은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 알고리즘을 online
에 적용할 수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에는 적당하지 않다. 실시간에서
진동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짧은 시간구간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하
므로 잡음에 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MODEST에 내장된 multi-
interval method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가장 적당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기능 기타

EVENTURE 이벤트(이상상태) 검출 online 

MODEST-RT
고속 저주파진동 파라미터 검출
- 고속 확장 Prony 법
- multi-interval method

online 

ALARM 경고 및 알람 발생 알고리즘 online 

MODEST

과도상태 진동 파라미터 추정
- 확장 Prony 법
- ESPRIT method 
- multi-interval method

offline 

ADAM

정상상태 진동 파라미터 추정
- subspace based method
- prediction error method
- subspace PEM method  

offline 

PSCD

스펙트럴 해석
- power spectral density
- cross spectral density 
- coherency

offline 

SYNC
실시간 광역진동 해석
- mode shape 기능

online 

SYNC-OF
비실시간 광역진동 해석
- mode shape 기능

offline 

<표 1> DYANA에 내장된 알고리즘과 기능 

4. KEPCO 시스템의 저주파 진동 해석

한전계통에 설치된 synchrophasor에서 취득한 정상상테 데이터에 표
1에 나타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40기의 synchrophasor에서 취득한
데이터이므로 매우 많은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나 지면 제약상 몇 개의
결과만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신서산변전소(8067)에 설치된 synchrophasor에서 계측한 정
상상태 유효전력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한 것이다. 알고리즘 ADAM
을 적용하여 추정한 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 0.68Hz, 0.92Hz 근처
에 중요한 광역모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신서산변전소(8067)와 신태백변전소(8067)에서 계측한 데이
터에 PCS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호스펙트럼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 0.68Hz 근처 모드의 스펙트럼이 큰 값을 가지므로 두 지
역은 주파수 0.68Hz 근처에서 상호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은 변전소에서 취득한 신호에서 추정한 결과들이지만, 실시
간 감시와 계통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상상태에서
추정되는 많은 모드들 중에서 감시해야 할 광역진동 모드를 몇 개로 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수의 synchrophasor에서 계측한 데이

터의 연산부담을 크게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계통의 진동을 감
시할 수 있으며, 계통 운영 측면에서 특정 진동모드들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계통운용을 할 수 있다.

(a) magnitude                    (b) mode 
<그림 3> 모드 크기와 분포 (8067 신서산 s/s)

<그림 4> 상호스펙트럼 밀도와 위상 (신서산-신태백)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전계통에 설치된 synchrophasor에서 취득한 정상상
태 데이터에서 한전 계통의 중요 진동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기술
하였다. 한전 계통에 잠재해 있는 중요 진동모드로 주파수 0.68Hz,
0.92Hz 근처의 모드를 추정하였다. 주파수 0.68Hz 근처의 모드는 9.15
순환정전시에도 검출되었던 모드로 다수 발전기가 참여하는 광역모드이
다. 그러므로 상시 이 주파수 대역을 모니터링하면, 보다 안정적인 계통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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