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MU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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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 Synchro-Phasor

• PMU

• 국외 PMU 설치 현황 및 특징

• 국내 PMU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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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or?

• Definition

– 전기적인 값과 위상을 가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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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Phasor?

• Definition

–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계측되고, 정밀한 Time tag 정보를 가지는,  AC 전압/전류의

정상분 페이저(positive sequence pha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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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Pha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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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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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U?

• Definition

– 계통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 3상 전압/전류의 Synchro-Phasor를 측정하여

상위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PMU(Phasor Measurement Unit)의 기능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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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Synchronization

 동기화 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각정보가 필요함

 지구 상공에는 총 24기의 GPS 위성이 운영됨(예비위성 제외)

 지구상 언제, 어디서든 5~8기의 GPS 위성을 이용 할 수 있음

 정밀 위치 확인 서비스

– 수평정확도 : 22 meter,

– 수직정확도 : 27.7 meter

– 시간정확도 : 100 nano second 

 95% 이상의 신뢰성을 가지는 GPS 시스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Satellites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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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Synchronization

• Time Synchronization

– GPS IRIG Format B 120 or B000 : 정밀시각정보(Time Tag)

– GPS *1PPS timing signal : Synchro-Phasor 측정기준

(*1PPS = 1 pulse per a second)

IRIG-B120 & B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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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U History

• 1893년 Charles Proteus Steinmetz의 논문에서 페이저(Phasor)를 최초로 정의 함

• 1988년 미국 Virginia Tech에서 PMU Prototype을 최초로 제작함

• 1989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 BPA 계통에 PMU를 시험에 활용함

• 1992년 Macrodyne 社에서 최초의 상업용 PMU를 제작함(model 1690)

Virginia Tech Prototype(1988) Macrodyne(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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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andard

• IEEE 1344-1995 : 최초의 Synchro-Phasor Standard. 2001년에 Revision

• IEEE c37.118-2005 : IEEE 1344 표준을 바탕으로 발행된 Standard. 

대부분의 PMU/PDC/응용제품에서 사용하고 있음.

• IEEE c37.118.1(2)-2011 : IEEE c37.118-2005 표준을 바탕으로 Revision 된 Standard

현재 소수의 PMU/PDC/응용제품에서 사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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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phasor measuremen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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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SCADA and P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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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Benefits of PMU

 Phase Angle Monitoring and Control

 Enhanced State Estimation (SE)

 Post-Disturbance Analysis and Compliance Monitoring

 Under-Voltage Load Shedding

 Voltage Instability Predictor

 Real-Time Congestion Management

 Wide-Area Power System Stabilizer (PSS)

 Dynamic Line Models

 Power System Restoration

 Monitoring/Protection/Control for DG

 Adaptive Protection

 Dynamic Relay Sett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nchrophasor
Measurement Applications, Brasi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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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PMU 설치현황 및 특징

설치장소 설치목적 주요특징

미국
(BPA, WAPA, 

WSCC)

- 광역 계통감시
- 상태추정, 모델검증
- 사고기록 및 재현

- ’96년 미 서부지역 계통 대정전 사고
데이터 취득 및 사고분석, 평가에 활용

- 주요 변전소 및 대형 발전소에 설치 추진
- 8개 전력회사 60 개 설치(2002)

미국
(EIPP)

- 광역 계통감시 및 해석
- 상태추정, 모델검증
- 사고기록 및 재현
- 기타 다양한 응용기술

-2003년 정전 T/F 권고사항
- 57개 PMU 외 24개 추가 설치중
- 4개의 PDC 와 1개의 Super PDC 운영중

중국
- 광역 계통감시
- 사고기록 및 재현
- 모델 검증

- 400개 PMU 설치 (2007)
- 전력계통 안전도 개선을 위한 위상정보 활용
방안 연구 수행중

브라질 - Frequency Oscillation 감시
- 3개의 PMU, 1개의 PDC
- 0.02Hz의 저주파 동요 확인

태국 - Frequency Oscillation 감시
- 4개의 PMU, 1개의 PDC
- ABB Syste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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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PA PMU 프로젝트

• BPA(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서비스 지역인 JOHN DAY S/S과 MALIN S/S에

PMU설치 및 실 계통 전압/전류 데이터 취득

• ROSS COMPLEX 연구실에 PMU를 설치하고 실험용 전압/전류 입력

• 통신 Modem을 통해 각각의 지역에서 취득한 Phasor 데이터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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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PA PMU 프로젝트

• 1996년 8월 10일 BPA 계통에 Dynamic Stability 이벤트 발생

• Malin Substation이 계통에서 분리될때 계통 동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PMU를 저장

데이터를 통해 파급 전 과정을 분석하는 성과를 얻음

• 발전력 25,578MW 상실, 30,489MW 부하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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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PA PMU 프로젝트

• 프로젝트 성과 이후 BPA에서는 WAMS Architecture를 설계 및 PMU 확대 설치 시작

• 표준 모뎀을 통해 PDC(Phasor Data Concentrator)로 초당 30회 Phasor 데이터를 연속

으로 전송하는 등 Synchro-Phaosr 일반규격 제정

• PDC Control Center 구성(데이터저장/감시/SCADA전송)

• 데이터 감시 및 분석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BPS WAM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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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PP (Eastern Interconnection Phasor Project)

해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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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EIPP) CERTS/CAISO/EPG의 PHASOR – RTDMS 소개

 실시간 웹 기반 PDC 모니터링

 계통을 감시를 다양한 시각화 기법사용

 실시간 전압과 위상, 주파수 그리고 유/무효전력 감시

 이벤트 감지 시 경보 발생 및 로그 기록

 이벤트 로그 재생

해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소개

CAISO - RT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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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소개

Super PDC

P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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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ABB사의 PS-GUARD 소개

 광역감시를 통한 계통보호 및 제어구현

 대규모 정전이나 계통 불안 등 전력계통의 위기율 감소

 송전 손실 최소화

 전력수송 용량증대를 통한 수익창출

 부하집중을 막기 위한 조류의 최적화 솔루션 제공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

해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소개

ABB – PS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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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Report about UCTE-WAMS

 전압 위상각

 선로 열용량

 전압 안정도

 계통의 진동감쇄 특성

해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소개

참여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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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PMU 설치 현황

 2007년 기준 약 400기 설치

 계통 동적현상의 시각화

 발전기 동작 현황 감시

 송전 최대용량 산정

 저주파 동요의 온라인 분석

 전압안정도

해외 WAMS(Wide Area Monitoring Syste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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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MU 프로젝트 현황

연도 프로젝트 명 주요특징

1999 ~ 2003
시각동기장치를 이용한 전력
계통 온라인 안정도감시, 분석
시스템 개발

- 수행기관 : 전력연구원, 프로컴시스템
- 시각동기기반의 전력계통 감시분석 시스템
(TSDS) 개발

- 8개소 TSDS 설치 (동서울, 청양, 신제천,
아산, 신옥천, 고리N/P, 영광N/P, 울진N/P )

2004 ~ 2009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
력정보시스템 개발

- 수행기관 : KERI, 한전 KDN, LS 산전
- 한국형 전력계통감시시스템(K-WAMS) 개발
- IEEE C37.118 규격을 만족시키는 PMU (i-PIU)
개발 및 설치 (아산, 동서울, 청양, 신제천, 
성산, 북제주)

2005 ~ 2010
위성망을 이용한 위기관리 시
스템 개발

- 수행기관 : 전력연구원, 프로컴시스템, 한양대
- 제주도 내 154kV 전 계통에 sPMU 설치
- 무궁화 위성 과 한전 사내망 의 통신 이중화
시스템 구축

2010 ~ 2014 
광역정전 제로화를 위한
Synchro-Phasor 감시 및 제어
기술 개발

- 수행기관 : 전력연구원, 한전 KDN, KERI
- Smart WAMAC 인프라 개발
- 수도권 전압안정화 제어시스템 개발
- 대규모 발전단지의 과도안정도 향상 제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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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U

sPMU

PSDR

국내 PMU 보급 현황

- 2004 ~ 2010

과제에서 개발된 Stand-alone  

PMU (i-PIU, sPMU) 설치

- 2011 ~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345kV 이상

변전소와 발전소 SWYD에 DFR

기능을 을 갖춘 Multi-Function 

PMU 설치 및 운영 중 (11개소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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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M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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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MS 시스템

지역계통 감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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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MS 시스템

광역계통 감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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