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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e smooth oper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pumped storage power plants, we should be understand a generator,
turbine, exciter, governor, and stabilizer and prepare an abnormal
accident through an accident simulation by software such as PSCAD,
PSS/E. This paper investigates configuration of the generator system
of ○○ pumped storage power plant. And describes the modeling and
fault simulation studies using PSCAD.

1. 서    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전기, 터빈, 여자기,
조속기, 안정기 등으로 구성된 발전기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1].
만약 발전기에 큰 손상이 있을 경우 정상상태로 기동하여 계통에 재
투입 시까지 장기간동안 운전정지 될 수 있다.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
거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전기가 불시 정지하게 되면 주파수가 떨어
지고 전력계통이 불안정하게 된다. 특히 발전기사고에 따른 정전은 사회
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시킬 수 있
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운전조건들을 신속하게 검출하고 제거하여야 한
다.
발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조건인 고장의 종류는 계자상실,
과부하, 과전압, 권선의 고장(전기자의 상간단락과 지락, 권선의 층간단
락, 권선과열), 과속도, 발전기의 전동기운전, 탈조, 베어링의 과열 등이
있다[2∼3]. 과거 ○○원자력발전소 보호 계전기의 정정, ○○양수 제1
호기 보호계통 점검 및 정기시험 보고서,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구성과
사고모의 해석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4∼8].
본 논문에서는 ○○양수발전소의 발전기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
보고 전력계통해석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PSCAD로 발전기 제어시스템
을 모델링 하였다. 또 양수발전기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자상실
사고, 역전력사고, 역상불평형사고를 PSCAD로 사고를 모의한 후 사고
를 해석하였다[9∼11].

2. 본    론

  2.1 발전기 시스템
○○양수발전소의 발전기의 용량은 445[MVA], 선간전압은 18[kV]이
다. 모델 정수가 고려된 발전기시스템은 터빈모델을 통하여 기계적인 토
크입력을 받으며 계자전압 조절을 위한 여자기와 조속기를 사용하여 발
전기를 제어하게 된다.

Generator data

Rated voltage 18 [kV] ± 5 [%]

Rated active power(Gen./Motor) 445 [MVA] / 441.7 [MVA]

Rated current(Gen./Motor) 14,158 [A]

Power factor(Gen./Motor) 0.9/1.0

Rated frequency 60 [Hz]

Reactance (Sat.) Xd=98 [%], X’d=29 [%], X’’d=22 [%]

<표 1> 발전기 데이터

  2.2 발전기시스템의 구성
발전기, 주 변압기, 보호계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전기의 보호계전기
요소로는 21, 24G(59.81G), 27, 32-1G, 32-3G, 40, 46G, 47G, 49G, 50BF,
51-1G, 59G, 64G, 64F, 81G, 87G, 60의 요소가 있다.

  2.3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입력데이터 수집
발전기시스템의 입력데이터는 PS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하였
다. ○○양수 발전기의 제어시스템 구성은 발전기, 터빈, 여자기, 조속기,

안정기로서 상세한 파라미터는 그림 2 ∼ 그림 6과 같다.

<그림 2> Dynamics-Machine 데이터

<그림 3> ESST4B 데이터 <그림 4> 발전기 데이터
           

<그림 5> PSS2A 데이터 <그림 6> HYGOV 데이터 
               

3. 사례연구

  3.1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모델링
그림 7은 PSCAD에 의한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모델링을 나타내며, 발
전기, 터빈, 여자기, 조속기, 안정기, 변압기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발전기 용량으로 445[MVA], 선간전압으로 18[kV], 전류로
14.158[kA]을 선정하였다.
그림 7에서 부분 1은 계자상실 사고를 모의하기 위하여 여자회로를
구성하였고, 부분 2는 역전력사고를 모의하기 위하여 토크 값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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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구성요소이며, 부분 3은 역상 불평형 사고를 모의하기 위한 구
성요소이다.

<그림 7>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모델링

  3.2 사고 시뮬레이션
○○양수 발전소의 계자상실, 역전력, 역상 불평형 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시간은 50[sec]이고, 15[sec]에서 여자회로를
개방하여 계자상실사고를 모의하였다. 그림 8 ∼ 그림 9는 계자상실사고
시의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8> 계자상실 사고시 

토크, 각속도, 계자전압, 
계자전류

<그림 9> 계자상실 사고시 
선간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림 10 ∼ 그림 11는 역전력 사고의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시뮬레이
션 시간은 50[sec]이며, 15[sec]에서 토크를 –0.3[P.U]으로 만들어 역전
력 사고를 모의하였다.

<그림 10> 역전력 사고시 토크, 

각속도, 계자전압, 계자전류 
<그림 11> 역전력 사고시 선간

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림 12와 그림 13은 역상 A상 지락사고의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시
뮬레이션 시간은 50[sec]이고, 15[sec]에서 A상 지락이 5[sec]동안 발생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장저항은 0.01[ohm]이다.
계자상실 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그림 8, 그림 9와 같이, 발전기의
기계적 토크는 계자상실 순간부터 감소되어 0으로 되었고, 각속도는 급
격히 상승하며, 계자전압은 0으로 되었고, 계자전류는 심하게 스윙하였
다. 선간전압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전류는 스윙하면서 감소하였으며, 유
효전력은 선간전압과 유사한 형태로 감소되고, 무효전력은 계자상실부터
감소하여 계통으로부터 무효전력 공급을 수급하는 형태의 신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동기 발전기가 유도발전기 형태로 운전되는 문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역상 A상 지락사고시 

3상전류 
<그림 13> 역상 A상 지락사고시 

3상 전류 파형 
            

역전력 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그림 10, 그림 11과 같이, 발전기의
기계적 토크는 정상상태의 1[P.U]에서 –0.3[P.U]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발전기 유효전력이 약 –0.5[MW]의 역전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전력은 기기를 파손할 수 있는 높은 속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상 불평형 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사
고발생시각 15[sec]에서 A상의 전류가 5[sec]동안 상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역상 전류는 회전자를 급격하게 과열시켜 회전자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수발전소의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PSS/E로부터 수집된 모델 데이터를 근거로 터빈, 여자
기, 조속기 안정기 등으로 이루어진 발전기 제어시스템을 PSCAD로 모
델링 하였고, 발전기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자상실사고, 역전력
사고 및 역상 불평형 사고를 PSCAD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사고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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