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9 -

Abstract – 본 논문은 전력계통 과도안정도 해석에서 많이 쓰이고 있
는 가스터빈 모델인 GAST 모델과 GAST2A 모델에 대해서 과도안정도
관점에서 모의 비교한다. 두 가스터빈 모델은 1기 무한모선으로 계통을
구성하여 정상상태에서 조속기 10% 스텝응동 특성을 모의하여 서로 응
동특성이 같도록 모델정수를 튜닝하였다. 그리고 발전단에 150 ms 3상
단락사고를 발생시켜 과도상태 특성을 비교하였다. 3상 단락사고인 경우
배기가스 온도제한이 없는 정상 출력상태인 경우와 온도제한 제어특성
이 활성화 되는 출력인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서    론

국내 가스터빈 발전기의 설치용량은 2000년 이후 20 %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체 총발전용량 약 95 GW에서 약 30 GW
(32%)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터빈 발전기의 장점은 건설 기간이 짧고
발전 유효전력이 단 시간에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데 있다. 즉, 운전
대기 중인 가스터빈 발전기는 계통병입 후 바로 정상출력까지 짧은 시
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운전 중인 가스터빈 발전기는 다른 운전점으로
빠르게 출력 변동 가능하다. 따라서 대용량 발전기가 불시 계통병해 되
거나 전력계통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력계통 주파수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스터빈 발전기는 계통주파수 유지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계절에 따라 최대 출력가능 유효전력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하절기에 가스터빈 출력은 정격 출력에 약 10%정도
출력이 감소되고 발전 출력이 더 요구되는 긴급상황에서 온도제한 루프
에 의해서 출력이 제한되는데, 계통주파수가 떨어지면 발전 출력이 더
감소되기 때문에 하계 피크부하에서는 주파수 안정도를 악화시키는 단
점이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PSS/E 프로그램 모델의 내부 라이브러리에
서 가스터빈 모델은 정교한 모델인 GAST2A 모델과 간략화된 GAST
모델, 2가지 모델이 있다. 본 논문은 과도안정도 측면에서 이 두 가스터
빈 모델의 동적특성을 비교 검토한다.

2. 본    론

  2.1 가스터빈 모델링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SS/E 프로그램의 내부 라이브러리에
있는 GAST2A 모델과 GAST 모델을 중심으로 특성을 기술한다.
GAST2A 모델은 정교한 모델이고 많은 모델정수를 필요로 하며 무엇보
다 온도제한 제어특성을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다. GAST 모델은 매우
단순하면서 가스터빈 모델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 해석에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온도제한 제
어특성이 너무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특성에 민감한 하절기를
모의할 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2.1.1 GAST2A 모델 
그림 1은 가스터빈 모델에서 가장 정교한 모델인 Rowen 모델 [1]을
보여주고 있다. 제어방법은 속도제어와 온도제어, 2가지 방법으로 제어
한다. 속도제어는 드룹운전과 Isochronous 운전을 선택해서 운전할 수
있다. 온도제어는 Thermocouple에서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에 의해서 속
도신호와 비교하여 더 낮은 값으로 제어된다. 따라서 대기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정격 출력보다 10%정도 낮은 출력에서 운전된다. Rowen 모
델에서 가스터빈 응동특성은 함수 f1과 f2에서 결정된다. f1은 배기가스
fuel flow와 회전자 속도에 의해서 터빈 배기가스 온도를 결정한다. TR
은 정격 배기가스 온도이다. f2는 터빈 토크 출력을 계산하는 식으로
fuel flow와 회전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1> 가스터빈 GAST2A 모델

  2.1.2 GAST 모델 
가스터빈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는 그림 2의
GAST 모델이다 [2]. 이 모델은 한 때 WECC에서 가스터빈을 모델링하
는 기본 모델이었다. 간단하면서 가스터빈 특성을 잘 모의하는 모델이
나, 온도제어 부분이 단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도제어가 활성화 되는
경우 정확한 온도제어에 의한 출력 제한 특성을 모의할 수 없다.

<그림 2> 가스터빈 GAST 모델
 
  2.2 가스터빈 동적 특성 모의 비교  
GAST 모델과 GAST 2A 모델의 동적 응답특성을 모의비교하기 위해
서 실제 319 MVA급 대용량 가스터빈 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의하여 비
교하였다. 계통은 1기 무한모선으로 구성하였고 발전시스템은 발전기 특
성시험에서 도출된 GENROU 발전기 모델정수, ESST4B 여자시스템 모
델정수, PSS2A 전력계통안정화장치 모델정수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3]. 사용된 프로그램은 PSS/E 과도안정도 프로그램이다.

전력계통 과도안정도 향상을 위한 가스터빈 모델링 비교 연구

김동준*, 이종주, 문영환

한국전기연구원

A Comparative Study of Gas Turbine Models for the Enhancement of Power System Stability

Dong-Joon Kim, Joon-Joo Lee, Young-Hwan Moon

KERI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230 -

  2.2.1 온라인 10% 조속기 스텝시험 모의 
GAST2A 모델과 GAST 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PSS/E 프로

그램의 조속기 스텝모의 기능을 이용하여 두 모델의 10% 조속기 스텝
응동 특성을 모의/비교 하였다. 초기 조건은 80% 부하인 255 MW에서
10% 스텝 출력인 31.9 MW로 증가하도록 스텝입력 모의하였다. 두 가
스터빈 모델의 % 드룹은 4%로 가정하였다. GAST 모델의 응동특성은
그림 3과 같이 GAST2A 특성이 나오도록 모델정수를 튜닝하였다. 결정
된 GAST 모델정수는 부록 A와 같다. GAST2A 모델정수는 속도제어
모델정수에서 W=25, X=0, Y=0.05, Z=1로 튜닝하였고 나머지 모델정수
는 문헌 [1], [3]과 거의 같다.

<그림 3> 10% 조속기 스텝시험 모의 비교 (Pmech)

  2.2.2 3상 단락사고 모의 
두 모델의 상정사고 동적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1기 무한모선으로

구성하고 발전단 모선에 3상 단락사고를 150 ms 발생 후 제거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모의하였다. 온도제한 제어특성을 보기 위해서 각 터빈조
속기 모델은 310 MW에서 온도제한 특성과 최대상한 출력이 되도록 모
델정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4는 발전기 출력 270 MW에서 3상 단락사고
를 발생한 경우 기계적 출력 (Pmech) 특성을 보여준다. 이 운전조건에
서는 온도제한 제어특성이 동작하지 않는 범위이다. 모의결과는 GAST
모델 특성이 GAST2A 동적특성보다 안정하게 나타난다. 그림 5는 발전
기 출력 310 MW에서 3상 단락사고를 모의한 경우 두 가스터빈 모델의
기계적 출력 응동 특성을 보여준다. 발전기 출력 310 MW에서는 온도제
한 제어특성이 동작되는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GAST 모델의 응동특성
이 GAST2A 보다 더 안정하게 모의되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스터빈 모델은 GAST 모델보다 GAST2A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계통
안정도 해석에 더 유리하다. 또한 GAST2A 모델은 온도제한 제한특성
을 정교하게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의결과를 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GAST2A 모델은 모델정수를 튜닝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
우며, 계절에 따라 온도제한 모델정수를 변경해야 하는 데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GAST 모델은 GAST2A 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엔
지니어링 관점에서 실용적이며 모델정수를 변경하는 것이 쉽다.

<그림 4> 정상출력 270 MW에서 3상 단락사고 비교 모의 (Pmech) 

<그림 5> 온도제한 제어 특성이 들어가는 출력 310 MW에서 3상 
단락사고 모의 비교 (Pmech)

3. 결    론

본 논문은 가스터빈 모델인 GAST 모델과 GAST2A 모델에 대해서
과도안정도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두 가스터빈 모델은 1기 무한모
선으로 계통을 구성하여 PSS/E 프로그램의 10% 조속기 스텝응동 특성
을 모의를 통하여 서로 비슷하게 특성이 나오도록 모델정수를 튜닝하였
다. 그리고 발전단에 150 ms 3상 단락사고를 발생시켜 배기가스 온도제
한이 없는 정상 출력상태인 경우와 온도제한 제어특성이 활성화 되는
출력인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모의결과 GAST 모델 응동특
성이 GAST2A 모델보다 더 안정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보수적
인 관점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도안정도 해석을 위해서 가스터빈 모델은
GAST2A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GAST2A 모델은 정수 튜
닝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GAST2A 모델은 계절에 따라
온도제한 특성이 나오도록 정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한다.
반면, GAST 모델은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실용적이며 온도제한 특성은 최대상한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다.

     부록 A. GAST 모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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