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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TS(Dispatcher Training Simulator)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전력계통 모델을 기반으로 off-line 환경에서
운영되는 급전원 훈련용 시뮬레이터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는 DTS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별 고장복구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통 검토·검증에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DTS를 활용하여 육지계통 UFR 동작과 광역정전 발생을
모의하고, 그에 따른 전력계통 변화와 정상운영 조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201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은 약 93,000MW로 곧 1억
kW(100,000MW) 시대가 출범할 예정이다. 154/345/765kV 송전선로, 리
액터(Sh.R) 등 조상설비, 발전설비, 부하 등 전력계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송변전 계통은
지역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적정 전력설비의 건설지연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제약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
과거 전력수요 증가에 뒤쳐진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피크기간 중 예비력 부족이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송전망 규
모와 복잡성 증대로 인한 고장의 광역적 파급이나 대규모 정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림 1> 154kV이상 전력계통도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발전기, 송전선로, 정전 등 다
양한 고장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계통운영자 교육·훈련은 모든 전력
회사의 필수적 업무로써, 전력거래소는 2003년부터 DTS(Dispatcher
Training Simulator, 급전원 훈련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별
모의훈련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 말, 신규 EMS 도입에 따라 차세
대 DTS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 개발된 차세대 DTS의 주요 기능과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대규모 광역정전 발생시 실계통 안정운영 훈련을 위한
육지계통 UFR 동작과 부하차단 발생시 계통 변화와 제어에 대해 시뮬레
이션 해보고, 그 검토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2. 본    론

  2.1 차세대 DTS 주요 구조와 특징
DTS는 EMS 기반의 훈련용 모의제어 시스템으로 가상 전력계통 운
영 및 훈련, 계통검토, EMS Application 튜닝 및 시험, 과거 실제 운영
실적 시연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급전원은 실제 EMS와 똑같은
발전운영, 송전망 조작·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 훈련교관은 고장발생
을 조작하고, AV시스템을 통해 현장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DTS 기능 구분과 관제훈련실, 교관실 전경

DTS는 SCADA Application을 기반으로 현장 발전기, 송변전 설비 부
분의 급전소모델(CCM), Powerflow와 Dynamic Model의 가상 전력계통
모델(PSM), 교관조작과 이벤트발생의 교관제어모델(ICM)로 크게 세부
분으로 구성된다. 그 외 경제급전(ED), 자동발전제어(AGC), 상태추정
(SE), 상정고장(CA) 등 EMS Application을 그대로 사용한다. EMS와
달리 DTS는 일부 중요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Application, 환경설정
(Setting), 한계치(Limit), 입출력 데이터를 훈련 진행을 위해 필요시 교
관이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4년 말 도입된 차세대 DTS는 과거에 비해 부하(Load) 프로파일
편집, 계전기 모델링 기능, 동기검사기 모델 구현, 이벤트 그룹화 및 과
거 데이터 재현 기능 등이 신규로 개발되었으며, 차세대 EMS에 개발·
적용된 다양한 기능과 화면들도 활용할 수 있다.

  2.2 육지계통 UFR 동작 및 광역정전 발생 DTS 시뮬레이션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고장이나 외란에 의한 전압 또는 주파수의 급격
한 하락과 연쇄적 파급 방지를 위해 고장파급방지장치(SPS), 저주파수
계전기(UFR, Under Frequency Relay)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압, 안
정도에 따른 발전기 또는 부하차단 기능의 SPS와 달리 UFR은 주파수
요소만으로 동작되며, 육지와 제주계통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발전력 탈락에 따른 UFR 1단계 동작과 부하차
단 발생, 고장 전·후 계통주파수와 전압, 발전운영 등의 변화를 DTS 시
뮬레이션 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검토용 전력계통은 2015년 4월 평일 오후 시간대, 약
60,000MW 부하수준이다.

  2.2.1 육지계통 UFR 동작 모의 준비
우리나라 육지계통 UFR 부하차단은 1단계 59.0Hz에서 6단계 58.0Hz
까지 각 단계별 계통수요 대비 5∼6% 비율의 일반부하 차단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1단계는 59.0Hz 이하로 0.1sec 지속될 때 동작하게 되며, 당시 계통수
요의 약 6%를 차단하게 된다. 부하차단은 지역별 평상시 부하규모에 따

차세대 DTS를 활용한 육지계통 UFR 동작 광역정전 발생 대응 모의훈련에 대한 고찰

정창현*, 김태균**, 이익종**, 하  철**, 박재근**, 이영귀** 

한국전력거래소

A study one the exercise preparing for a wide area outage from UFR in the main land power 

system using DTS

Chang-Hyun Jung*, Tae-kyun Kim**, Ik-jong Lee**, Chul-Ha**, Jae-geun Park**, Young-gui Lee**

Korea Pow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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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 -

라 1∼25% 수준으로, 각 변전소별 배전부하선로(D/L)를 차단한다.
먼저, 59.0Hz 이하로 주파수가 하락되는 발전력 탈락량은 765kV 신서
산-신안성 2회선 고장에 따른 SPS동작으로 당진화력 5대 차단, 보령화
력 #7 파급고장, 한울원자력 2대 및 하동화력 2대 불시고장을 상정하여
총 약 5,700MW시 발생함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검토용 모의계통 산출
량으로 실제 전력계통에서는 수시 변동되는 부하변동에 따라 값이 다를
것이다.
다음으로 계통부하 60,000MW의 약 6% 수준인 3,600MW 동시 부하
차단을 육지 12개 지역별로 부하수준에 맞게 각 변전소별 부하차단 이
벤트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그림 3> 발전력·부하탈락 이벤트 시나리오 작성 및 부하수준 화면

  2.2.2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상태 모의계통은 조류계산에 의한 가상의 시간 경과가 이루어지
며, 매 2초마다 계산이 수행된다. 계통주파수, 부하변동, 융통전력 등은
큰 변동이 없으며, 계통전압도 정상 유지범위 이내이다.

<그림 4> 고장발생 전 정상 모의계통

송전선로 2회선 고장과 석탄화력 및 원자력발전기 총 10대 약
5,700MW가 순간 탈락하게 되고, 육지계통 주파수는 60.02Hz에서
58.84Hz로 순간 급락하게 된다. 이후 3,600MW 부하차단을 1초, 3초, 5
초 지연으로 3회 시뮬레이션 하였다.
1단계 부하차단 직후 주파수는 약 59.40Hz로 순간 상승하고, 이후 조
속기 및 AGC 응동에 따라 점차적으로 주파수가 상승하였다. 계통전압
은 최초 고장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부하차단 후 일부 회복되었다.

<그림 5> 발전력 탈락 및 UFR 1단계 부하차단 동작 후

발전제어는 발전력 탈락 직후 대용량 부하 탈락함에 따라, 주파수 급
하강 및 급상승이 거의 동시 발생하여 수급편차 계산에 시지연(Time
Delay)이 약 2∼4초 발생하였다. 이후 자동발전제어를 위한 수급편차
ACE(Area Control Error)계산이 정상 수행되고, AGC 운전 발전기들의
출력 상승이 수행되었다. 59.80Hz 이상 정상범위 회복에는 약 3∼5분 정

도 소요되었다. 북상조류는 비수도권 발전력 탈락으로 1차 하락하고, 부
하차단 후 추가적으로 일부 감소하였다.

<그림 6> 자동발전제어 화면

  2.3 UFR 동작 광역정전 발생시 대응 조치
광역정전은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파급, UFR 또는 SPS 동작, 순환단
전 조치와 같은 인위적 조치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며, 두 가지 상황
모두 주파수와 전압의 순간적 하락과 계통 동요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급전원은 추가 발전력 투입과 발전출력 증대 조치,
UFR 동작시점 인식 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UFR 부하차단 발생시 주
파수 급변 정도 및 발전제어 시스템 반응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주파수
회복 조치를 훈련하게 된다.
실제계통에서 UFR 1단계 동작을 위한 59.0Hz 이하 주파수 급락은 수
초∼수분 정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급전원은 짧은 시간 내 주파
수 회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단계 동작으로 계통부하 6% 수준 차단
으로 광역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위기단계 “심각” 경보를 발령해야 하
며, 지역별 세부 부하 차단량 파악과 향후 수요예측, 발전계획 재수립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은 자동발전제어 순간 연산 지
연발생, 1단계 부하차단 후 주파수 회복 수준(약 59.40Hz), 융통조류 및
전압변동 등 운영상 중요·특이사항 발생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3. 결    론

UFR은 주파수 요소에 의한 인위적 부하차단으로 광역적인 정전을 발
생시킨다. UFR 동작을 위한 주파수 급락은 대규모 발전력 탈락이 발생
되어야 하며, 이후 대규모 부하차단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단시간 내
전력계통의 큰 변동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급전원의 즉각적 판단
과 대응조치가 필요하고, 발전기 및 송전망 제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세대 DTS 주요 구조와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DTS를
활용한 우리나라 육지계통 UFR 1단계 동작 및 광역정전 발생을 시뮬레
이션 해보았다. 실제 전력거래소에서는 광역정전 또는 전계통 정전에 이
르는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실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규모와 복잡성 증대에 따라 광역정전과 같은 대규모 고장발생시 전력
계통 변화와 특이사항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급전원 대처역량 향상을 위한 고장복구 훈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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