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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의 정전복구시 고조파 공진억제를 위한 완충부하투입량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mping Loads Prediction to prevent Harmonic Resonance 
during the Power System Restoration

이 흥 재*․유 원 근†  

(Heung-Jae Lee․Won-Kun Yu)

Abstract  –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of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 system, some over voltages may happen 

due to nonlinear interaction between unloaded transformers and transmission systems. These over voltages caused by 

harmonic resonance can be suppressed by inserting damping loads before energizing transformer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harmonic resonance and complex simulation must be repeated to estimate the 

sufficient damping loads. This paper presents a damping loads prediction system to prevent harmonic resonance. Detaile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onic resonance and the amount of damping loads is discussed. The prediction 

system is developed using a curve fitting and a neural network based on this relationship. A curve fitting used a 

Gaussian function based on non-linear least square method and multi-layer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is applied. 

The system is applied to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 lines in korean power system and the result showed 

satisfacto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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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각국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해 여러 가지 요소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에서도 스마트그리드의 

최종 목표인 력계통의 Self-Healing은 복잡한 계층구조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구 하기 어려운 문제는 력계통에서의 역정  

는 정  발생 시 력계통을 복구하는 문제이다. 이러

한 역정  발생 시 세계 각국에서의 기 응방안은 

체계통을 개방한 후 우선공 계통을 가압하여 정 구간을 

순차 으로 복구하여 체계통을 복구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우리나라의 복구 차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랑스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극 고압(500[kV], 765[kV])의 우선공 계통에 한 기 복

구과정 에 고조  공진에 기인한 이상 압이 발생하 으며

[1-5]. 상 으로 압(154[kV])인 국내에서도 일부 우선공

계통에서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7]. 기 복구과정 에 발생하는 이상 압은 차

단기 재트립으로 인한 복구시간 지연, 계통운 의 안정성 

해 등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서도 고조  공진의 발생 가능성을 사 에 측하고 비하

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까지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을 억제시키기 

해 제시된 방법은 IEEE Working Group에서 제시한 권고안

으로서 우선공 계통을 가압하기 이 에 한 완충부하를 

투입하여 기 복구 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2]. 

IEEE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우선공 계통 선로 장을 기

으로 3[MW/Mile]의 완충부하를 가압 이 에 투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 기 은 500[kV]  미국 

동북부 지역의 우선공 계통에서 도출된 값으로 실제 인 

완충부하 투입량은 각 국가의 우선공 계통 체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은 송 선로와 무부하 변압

기의 비선형 포화특성에 기인하며[6], 한 변압기의 자화 

돌입 류  우선공 계통의 구성형태에 종속되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부하 송 선로와 무부하 변압

기를 가압하게 되는 우선공 계통에서의 고조  공진에 의

한 이상 압을 사 에 측하기는 매우 난해하다. 따라서 

기 복구과정 에 발생하는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

을 억제하기 한 완충부하투입량을 사 에 지하여 고조

 공진을 억제하기 한 측식 개발은 계통운 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하여 필수 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은 발생 사례도 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상을 해석하기 한 연구도 미미한 상황

이다. 국내에서도 고조  공진의 발생 가능성을 측하고 

비하기 한 실험식 개발의 사 단계로서 국내의 우선공

계통 에서 최근에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동지역 우선공 계통의 선로데이터를 이

용하여 선로 장과 완충부하투입량의 상 계를 분석하



기학회논문지 62권 7호 2013년 7월

914

다[9]. 분석 결과 실제 인 완충부하 투입량은 IEEE Working 

Group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단순히 선로 장에 비례하지 

않으며, 완충부하 투입량도 다르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우선공 계통에 합한 고조  공진

을 억제하기 한 완충부하투입량을 지하기 한 측식 

개발을 하여 선로 장과 완충부하투입량과의 상 계를 

이진탐색 기법을 이용하여 정 하게 분석하 으며,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식을 도출하 다. 일반 으로 수집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를 도출하기 하여 최소자승법 기

반의 Curve Fitting이 많이 이용된다. 최소자승법 기반의 

Curve Fitting은 선형최소자승법과 비선형최소자승법으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분석된 데이터의 성격상 비선형

최소자승법 기반의 Curve Fitting을 수행하 으며, Matlab에

서 제공하는 Curve Fitting Tool을 이용하여 가장 합한 

측식을 도출하 다. 한 정 한 측식 개발을 하여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측시스템을 개발하 다. 신경회로

망은 비선형 출력에 한 응성이 뛰어나 많은 분야에 이

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우수한 오류역  알고리즘 기반의 다층 퍼셉트론 

구조의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고조  공진 상 억제를 

한 최소완충부하 투입량 측시스템을 개발하 다.   

2. 이진 탐색을 이용한 우선공  계통의 선로 장과 

완충부하 투입량 계 분석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구축된 동

지역 우선공 계통[9]에 하여 선로 장과 완충부하투입량

과의 상 계를 이진탐색 기법을 이용하여 정 하게 분석

하 다. 이진탐색 기법은 기본 으로 정렬된 자료집합에서 

효율 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법이다. 이진탐

색은 정렬된 데이터의 가운데 아이템과 검색하고자 하는 데

이터 x를 비교하여 x의 치를 찾는다. 만약 그들이 같으면 

검색이 종료되고, 그 지 않으면 체 데이터는 2개의 부분 

데이터로 분할된다. 분할된 부분 데이터  하나는 가운데 

아이템의 왼쪽 부분에 치한 아이템을 모두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부분에 치한 아이템을 모두 포함한다. 만

약 x가 가운데 아이템 보다 작으면 이 차는 왼쪽 부분 데

이터에 용되고, x가 가운데 아이템 보다 크면 오른쪽 부

분 배열에 이 차가 용된다. 이러한 탐색은 x를 찾거나 

x가 그 부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실할 때까지 계속

으로 반복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이진탐색 기법을 

이용하여 각 선로 장 별 최소 완충부하투입량을 산정하

다. 부하 투입량은 0[MVA] ~ 200[MVA] 사이로 제한하여 

진행하 다. 1단계로 각 우선공  선로 장에 하여 부하 

투입량 역의 간값에 해당하는 100[MVA]를 투입하고 고

조  공진 상의 발생을 찰하 다. 2단계로 고조  공진

이 발생하면 100[MVA] ~ 200[MVA] 사이에서 단계 1을 반

복하도록 하 으며, 고조  공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0[MVA] ~ 100[MVA] 사이의 역에서 단계 1을 반복하도

록 하 다. 이와 같은 이진탐색 기법을 상세히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단계 1 : 부하  투입량 역의 간값  계산

     단계 2 : 고조  공진 상  찰

     단계 3 : 부하  투입량 역  갱신

     단계 4 : 단계  1 ~ 단계  3 반복 수행

그림 1은 이진탐색 기법을 기반으로 도출한 각 선로 장 

별 최소완충부하투입량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우선공 계통 선로 장에 한 완충부하 투입량

Fig. 1 The amount of damping loads to T/L length 

3.  Curve Fitting을 이용한 측식 도출

Curve Fitting이란 실험이나 물리  상을 찰하여 수

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데이터가 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직선, 혹은 곡선등의 방정식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최소자승법기반의 Curve Fitting을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이는 선형최소자승법과 비선형 최소자승법으로 

구별된다. 비선형 최소자승법은 오차제곱합이 원하는 목표

에 선형 으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사용

하는 방법으로서 Trust Region Method등 여러 가지 기법들

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의 목표는 새로운 수치해석 알고

리즘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용할 수 있는 Matlab Curve Fitting Tool을 이용하여 고

조  공진억제를 한 최소완충부하투입량 측식을 도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측식 도출을 해 다항함수, 퓨리에 

수,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Curve Fitting을 수행하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항함수와 퓨리에 수 기

반의 Curve Fitting에서는 선로 장이 짧은 역과 긴 역

에서 만족스러운 Fitting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나 가우시안 

함수 기반의 Curve Fitting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식을 도출하기 해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하 으며 선로 장 별 최소완충부하투입량에 

5%의 문가 마진을 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식을 

도출하 다. 다음 식 (1)은  가우시안 함수 기반의 Curve 

Fitting으로 도출된 측식이며, 그림 3은 식 (1)을 이용한 

각 선로 장 별 최소완충부하투입량 결과이다.

  exp
 



ex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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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항함수 Curve Fitting (b) 퓨리에 수 Curve Fitting (a) 가우시안 Curve Fitting

그림 2 여러 가지 함수 Curve Fitting 결과

Fig. 2 The result of various function curve fitting

그림 3 최종 측식을 이용한 Curve Fitting 결과 

Fig. 3 The result of Curve Fitting using final prediction 

equation 

4.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측시스템

Curve Fitting을 이용하여 도출된 고조  공진 상 억제

를 한 최 완충부하 투입량 측식은 그림 3에서 보여지

듯이 고조  공진 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즉, 선로 장이 

짧은 역(1km~5km)과 선로 장이 긴 역(50km이상)에서

도 고조  공진 상을 억제하기 한 완충부하투입량을 출

력하고 있다. 이러한 을 개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측시스템을 개발하 다. 

신경회로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함수 근사화 성능

이 우수한 오류역 (backpropagation) 알고리즘 기반의 다

층 신경회로망(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하여 측시

스템을 개발하 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신경회로

망의 구조를 나타내며 입력층 1개, 은닉층 2개, 출력층 1개

를 갖는 다층 신경회로망이다. 학습은 오류역  알고리즘

을 이용하 으며, 학습 데이터는 각 선로 장 별 최소완충부

하투입량을 이용하 다. 최종 출력은 5%의 문가 마진을 

용하여 출력하도록 하 다. 그림 5는 개발한 신경회로망 

측시스템의 각 선로 장 별 최소완충부하투입량에 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Curve Fitting으

로 측식을 도출한 결과보다 선로 장이 짧은 역과 긴 

역에서 좀 더 정 하게 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두 개의 은닉층을 갖는 다층 퍼셉트론 구조

Fig. 4 The structure of multi-layer perceptron with two 

hidden layer 

그림 5 신경회로망 출력결과 

Fig. 5 The result of Neural network 

4.  시스템 성능 검증

개발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고조  공진 상 억제를 

한 최소완충부하투입량 측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하여 국

내 우선공 선로를 상으로 모의를 수행하 다. 재 국내

의 우선공 선로는 7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주선로와 

비선로를 포함하여 13개의 우선공 선로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6은 개발된 시스템 동작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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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완충부하투입량 측시스템 동작순서 

Fig. 6 The flow-chart of damping loads prediction system

국내 우선공 계통에 하여 모의를 수행한 결과를 표 1

에 나타내었다. 무부하 변압기 가압시 동지역 비선로와 

경인북부지역 주선로에서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

이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이 발생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소완충부하투

입량을 출력하 다. 그림 9은 경인북부 주선로에 시스템에

서 출력한 최소완충부하 투입량을 변압기 가압이 에 투입

하고 모의한 결과이며, 그림 10은 동지역 비선로에 시스

템에서 출력한 최소완충부하투입량을 변압기 가압 이 에 

투입하고 모의한 결과이다.

우선공 선로
선로길이

[km]

1st 무부하 

변압기 가압시 

고조 공진 발생 

유무

공진발생 시 

시스템 

출력[MVA]

경인북부 
주선로 24.282 공진발생 5.93

비선로 0 - -

경인남부 
주선로 45.417 - -

비선로 30.209 - -

동 
주선로 9.284 - -

비선로 7.938 공진발생 88.55

부 
주선로 53.78 - -

비선로 6.728 - -

남 주선로 29.905 - -

호남 주선로 17.308 - -

제주 
주선로 13.4 - -

비선로 30.859 - -

표 1 국내 우선공 선로 시스템 용 결과

Table 1 The result of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 in 

Korea

그림 7 경인북부 우선공 계통 덕소변 소 상 압(무부하시) 

Fig. 7 Phase voltage of Deokso S/S in North Kyeongin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without load)

그림 8 동지역 우선공 선로 충주변 소 상 압(무부하시)

Fig. 8 Phase voltage of Chungju S/S in Yeongdong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without load)

그림 9 경인북부 우선공 계통 덕소변 소 상 압(완충부하

투입시) 

Fig. 9 Phase voltage of Deokso S/S in North Kyeongin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with damp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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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지역 우선공 선로 충주변 소 상 압(완충부

하투입시) 

Fig. 10 Phase voltage of Chungju S/S in Yeongdong primary 

restorative transmission(with damping load)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조  공진 상 억제를 한 최소완충부

하 투입량을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동지역 우선공 계통의 선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로 장과 

완충부하투입량과의 계를 정 하게 분석하 으며,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측시스템을 개발하 다. 함수 기반인 

Curve Fitting으로 도출된 측식보다 좀 더 정 한 측식

을 개발하기 하여 신경회로망 기반으로 측시스템을 개

발하 다. 개발된 측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하여 국내의 

13개 우선공 계통 상으로 모의를 수행한 결과 측시스

템 개발을 해 분석한 동지역 비선로 이외에 경인북부 

주선로에서도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이 발생되었으며, 

이상 압 억제를 한 완충부하투입량 측값을 투입하 을 

때 고조  공진에 의한 이상 압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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