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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important to coordinate generator protection with
generator control to operate generator safely and effectively. This
paper discusses specific calculation methods that can be used to
obtain Generator Capability Curve (GCC). It also provides GCC for
example generator using 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Restructured Version (EMTP-RV).

1. 서    론

최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요구와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의 중요성
이 부각됨에 따라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정정기준 검
토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전기 내부 고장의 사고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장 시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뢰성 높은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재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방식이 없으며, 제작
사 및 설계 회사에 따라 설정한 보호 기준 자체도 다른 실정이다[1].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에 설정된 기준치들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발전기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보호요소들과 서로
협조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발전소의 발전
기 보호계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 간 협조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발전
기 용량 곡선 (Generator Capability Curve) 도출이 필수적이고 이를 시
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용량 곡선의 정의 및 도출 과정을 분석
하였고, 전력계통 과도현상 해석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Restructured Version
(EMTP-RV)을 이용하여 보호계전 시스템간의 협조 수립을 위해 필요
한 발전기 용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발전기 용량 곡선

  2.1 발전기 용량 곡선의 도출 필요성
과거와 달리 현재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은 대부분의 보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화 된 종합 보호계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은 발전기 자체뿐만 아니라 여자시스템과 같
은 관련 설비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발전기 보호계전 시
스템과 다른 보호 요소들 사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작
동을 일으킬 수 있고 계통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발전기 운용 능력을 토대로 한 적절한 보호계전 시스템의 정정이 요구
된다.
발전기 용량 곡선과 정태 안정도 한계 곡선, 그리고 OEL
(Overexcitation Limiter) 및 UEL (Underexcitation Limiter)을 P-Q 평
면상에 그리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나며, y축인 무효전력을 기준으로 과
여자와 부족여자로 구분되어있다. 과여자는 정상 여자보다 큰 여자전류
가 흐르는 상태를 말하고, 반대로 부족여자는 정상 여자보다 작은 여자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말한다. 즉, 발전기의 운전 조건에 따라(과여자/부
족여자 상태에 따라) 보호 협조 영역이 나누어지며 동작하는 보호 요소
의 종류도 구분된다. 또한 과여자 상태에서는 OEL이, 부족여자 상태에
서는 UEL이 설정되어 있다. 각각의 한계 곡선들은 자동전압제어 시스
템(AVR)의 여자 범위를 제한하는 곡선으로서 OEL은 여자 시스템이나
발전기가 수용할 수 없는 여자 전류를 자동전압제어 시스템이 공급하는
것을 막고, UEL은 발전기가 동기를 상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자 전류
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이 외에도 정태 안정도 한계(Steady State
Stability Limit)는 부하량의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할 수 있
는 능력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러한 곡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조건들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정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1> 발전기 용량 곡선 및 한계 곡선[2]

  2.2 발전기 용량 곡선의 구성 요소
발전기 용량 곡선은 발전기 각 권선이 온도 상승 한도 내에서 연속적
으로 낼 수 있는 출력 범위를 나타낸 곡선이다. 즉, 열적 손상 없이 발
전기가 운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용량(열적 한계)을 의미하고 이는 발전
기 제작사의 설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발전기 용량 곡선은 고정자 권선
한계(Stator current limit, Stator winding limit), 계자 권선 한계(Field
current limit, Field winding limit), 고정자 권선 단부 한계(Stator end
iron limit)로 구성되며 각각의 한계 곡선들은 다음과 같다[3].

  2.2.1 고정자 권선 한계
고정자 권선 한계는 고정자 권선 과열 한계 범위 내에서 발전기가 최
대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고정자 권선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고정자 권선에 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정자 권선 한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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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발전기 단자 전압
 : 발전기 단자 전류
 : 역률각

  2.2.2 계자 권선 한계
계자 권선 한계는 계자 권선 과열 한계 범위 내에서 계자가 최대 전
류를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계자 권선의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자권선 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계자 권선 한계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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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발전기 단자 전압
 : 발전기 단자 전류
 : 역률각
 :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 동기 리액턴스
 : d축 계자 권선 전류
 : 전력각

  2.2.3 고정자 권선 단부 한계
고정자 권선 단부 한계는 부족여자 조건에서 고정자 권선 단부가 과

열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족 여자 시 고정자 권선 말단의
누설 자속의 증가에 따른 국부 과열이 발생하고 고정자 권선 단부 한계
를 초과할 경우 고정자 철심 단부에 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정
자 권선 단부 한계는 식 (3),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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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기 용량 곡선 도출

  3.1 시뮬레이션 조건
표 1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발전기의 전기적 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
발전기를 단순화된 동기발전기 모델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기 때문에 발전기 동기 리액턴스( ), d축 리액턴스(), q축 리액턴스

( )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표 1> 발전기의 전기적 데이터[2]

파라미터 입력값

발전기 정격 용량  492 [MVA]

발전기 단자 정격 전압  20 [kV]

발전기 동기 리액턴스  0.96650 [Ω]

d축 리액턴스  0.96650 [Ω]

q축 리액턴스  0.96650 [Ω]

누설 리액턴스  0.12608 [Ω]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 0.84042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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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시뮬레이션 결과
주어진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식 (1)∼(4)를 계산하여 발전기 용량 곡
선의 고정자 권선 한계, 계자 권선 한계, 고정자 권선 단부 한계를 구할
수 있었고 EMTP-RV를 통해 발전기 용량 곡선을 도식적으로 확인해보
았다. 그림 2는 EMTP-RV를 이용하여 도출한 발전기 용량 곡선을 나
타내며 3가지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그림 1과 비교해봤을 때 동
일한 경향의 발전기 용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 (1)∼(4)를 P-Q 평면에 구현하면 실제로는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된
그래프가 출력된다. 그러나 발전기 용량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원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원에 해당하는 한계 곡선에서
가장 제한적인 부분만 선별함으로써 발전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은 발전기 용량 곡
선을 얻을 수 있다. 계자 권선 한계와 고정자 권선 한계의 교점은 정격
MVA로서 492.0[MVA]이며, 이때 정격 역률각은 36.39°이다.
이와 같이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의 협조 수립을 위해 필요한 발전
기 용량 곡선을 EMTP-RV를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참고문헌 [2]에 간
략히 나타난 발전기 용량 곡선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구현된

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2> 구현된 발전기 용량 곡선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기 용량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주어진 파라미
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식들을 통해 EMTP-RV를 사용하여 발전기 용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발전기 용량 곡선뿐
만 아니라 정태 안정도 한계나 계자상실 계전기 곡선을 도출하여 분석
함으로써 발전기 보호계전 시스템 간의 협조기준을 수립하는데 응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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