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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EMS(한국형에 지 리시스템)용 상정고장해석
(Contingency Analysis) 로그램에 해 설명한다. 상정고장해석 로
그램은 가상의 고장에 따른 계통의 상태변화 정 기능과 심각한 상정
고장 목록을 선별하는 기능, 그리고 선별된 고장목록의 완 해석 기능으
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개발된 고장에 따른 계통
의 상태변화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그러한 방법에 용한 사례연
구결과와 개발 로그램의 성능을 기술한다.
 

1. 서    론

  상정고장해석 로그램은 력시스템을 구성하는 설비에 해 가상으
로 고장을 일으켰을 때 력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계산하기 한 
로그램이다. 력시스템 구성요소 거의 부에 한 모의를 수행하므로, 
고속 해석을 수행하기 해 체 Base case에 해 심각한 고장목록을 
선별하는 심사 과정(Screening)과 심사과정을 통해 걸러진 심각한 고장 
목록에 한 완 해석(Full analysis)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상정고장 
해석의 심사 과정과 완 해석을 수행하기 에 고장을 용하 을 때 
계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계통상태 정 기능에 해 설명한다. 
계통상태 정 기능은 고속심사와 완 해석의 사 에 수행되어 궁극
인 해석결과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단히 요한 기능이다.

2. 본    론

  2.1 상정고장해석 프로그램 환경
  상정고장해석 로그램은 K-EMS에 기개발된 원 조류계산
(Dispatcher Power Flow) 로그램의 환경[1]과 동일하며, <그림 1>과 
같은 환경 하에서 운 된다.

<그림 1> 상정고장해석 프로그램 운영 환경

   <표 1>과 같이 상정고장해석 로그램은 Unix 기반의 Standard 
C++ 환경 하에서 개발되었다.

  <표 1> 개발 환경

구분 개발환경

개발언어 Standard C++

하드웨어 Unix

운 체제 UX 11

컴 일러 aCC 6.0

  2.2 계통상태 판정
  력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Injection 타입 모델 고장 : 발 기, 부하, 소내부하, 조상설비 고장
  - Branch 타입 모델 고장 : 선로, 변압기 고장

  - 차단기 고장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정고장해석 로그램은 모든 형태의 고장에 한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복잡한 고장 향을 보일 
수 있는 Branch 타입 고장에 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2.2.1 노드 단위 모델에서의 고장에 따른 계통의 상태 변화
  K-EMS는 모선 단  모델이 아닌 노드 단  모델을 사용하므로 각종 
고장에 한 계통의 상태 변화를 정하는 것도 노드 단  모델로서 고
려되어야 한다. <그림 2>는 선로 고장 시 인  계통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으로 a는 해당하는 선로의 차단기 2개가 차단되고 모선 구성
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b는 선로 고장으로 4개의 차단기가 차단되
고 모선분리 개소가 1개 발생하는 경우이다.

a. 해당 선로만 고장이 발생한 경우

b. 모선 분리 현상이 발생한 경우
<그림 2> 선로 고장 발생 시 상태 변화

<그림 2>와 같은 선로 고장에서 선로 양단으로 계통 분리 상이 발생
할 수 도 있어 계통 상태 정 시 이에 한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2.2.2 계통상태 판정법
  고장에 따른 상태 정의 순서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계통상태 판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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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용 : 고장이 발생한 설비에 연결된 기회로를 따라 차단기
를 개방한다. 이때 동작하는 차단기는 고장 설비와 기 인 연결
이 없을 때까지이다.

  - 계통상태 확인 : 고장이 발생한 설비가 속해있는 변 소의 모든 노
드를 검색하여 계통상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차단기/단로기와 
기 으로 연결(Closed 상태)되어있는 노드들은 하나의 모선으로 

구성한다. 즉, 노드 모델을 모선 모델로 구성한다.
  - 모선 분리 정 : 계통상태 확인 단계에서 구성된 모선 정보를 이

용하여 모선 분리를 정한다. 다음과 같이 기 으로 살아있는 
모선의 개수가 이 보다 늘어났을 경우에 모선 분리가 발생한 것으
로 정한다.

이전의 살아있는 모선 개수  <  현재 살아있는 모선 개수  : 모선분리
이전의 살아있는 모선 개수  >  현재 살아있는 모선 개수  : 모선결합

  - 계통 고립 정 : 계통 고립은 모선과 Branch 모델의 연결 계를 
악하여 정한다. <그림 4>는 계통 고립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
낸다.

  - 계통 분류 : <그림 4>와 같이 독립 계통이 여럿 발생할 경우 각각
의 고립 계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한다. 이때에는 <표 2>와 
같이 고립 계통에 존재하는 Injections 모델의 유무로써 정한다.

<그림 4> 계통 고립 발생

        <표 2> 계통 분류

발 기 부하 정 결과

X X -

◯ X 발 단 분리

X ◯ 부하단 분리

◯ ◯ 독립계통

  2.3 사례연구 결과
  상기에 설명한 계통상태 정법을 용하여 고장에 따른 계통 상태
정 시뮬 이션 결과를 설명한다.

  2.3.1 사례연구 (A)
  <그림 5>는 변 소 A와 변 소 B에 있는 차단기들이 모두 닫힌
(closed) 상태에서 A-B선로의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를 나타낸다. 
A-B선로에 고장 발생 시 인 한 차단기 4개가 차단되며, 별도의 모선 
분리 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시뮬 이션 
결과1)로서 <그림 5>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5> 사례연구 (A)

  <표 3> 시뮬레이션 결과

차단 설비 모선 

분리Branch 모델 Injection 모델 차단기

A-B선로 없음 2-3 CB 없음

  5-6 CB  

  14-15 CB  

  17-18 CB  

1) 실제 로그램의 시뮬 이션에서는 차단되는 설비의 인덱스를 출력

하지만 이해를 돕기 해 설비명칭을 표기하 다.

  2.3.2 사례연구 (B)
  이번에는 <그림 6>과 같이 변 소 A와 변 소 B에 있는 차단기들의 
일부가 열린(open) 상태일 경우이다. A-B선로에 고장 발생 시 인 한 
차단기 4개가 차단되지만, 모선 분리가 2개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3>은 시뮬 이션 결과로서 <그림 6>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 사례연구 (B)

  <표 4> 시뮬레이션 결과

차단 설비 모선 

분리Branch 모델 Injection 모델 차단기

A-B선로 없음 2-3 CB BS#4

  5-6 CB BS#5

  14-15 CB  

  17-18 CB  

  2.3.3 계통상태 판정 시간
  고장에 따른 계통상태 정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표 5>와 같은 
PC 환경2)에서 1,978개의 고장을 용하 을 때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
다. 그 결과 평균 3.95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계통의 규모에 비추
었을 때 상당히 빠른 응답결과를 갖는다. 실제의 Unix 환경은 이보다 
우수한 환경에서 운 되므로 더 빠른 응답을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표 5> 시뮬레이션 시간

시뮬 이션 환경 고장 개수 평균 소요시간

Core 2  2.3GHz
2GB RAM

1,978 3.95[sec]

3. 결    론

  상정고장해석 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한 고장에 한 모의
를 고속으로 수행하는데, 주요한 내용은 고장에 따른 계통의 상태 정
과 고속심사, 완 해석 등이다. 그 에서 노드 모델에 한 계통의 상
태 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의 상
태 정을 한 효과 인 방법을 제안하 고 그에 따른 사례연구를 수
행하 다. 사례연구 결과 계통 상태에 한 정확한 정과 빠른 응답 성
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상정고장해석 로그램에서의 고속심사와 완 해석에 한 
연구를 집 으로 수행하여 이에 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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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활한 개발을 해 PC 환경에서 사 에 개발을 진행하 으며 그에 

따른 검토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