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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liability evaluation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is the evaluation for all customers supplied from one 

power source as main transformer located in substation. However, power sources include not only the main transformer 

but distributed generations. Typical reliability evaluation has focused on configuration of power system with one source 

including failure rates of equipment. In this paper, we focus on not only configuration but power sources as distributed 

generations. New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using power supplied probability (PSP) is proposed.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are proved throug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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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탄소  신재생에 지에 한 이슈는 

력계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력산업

도 환경변화에 한 응  에 지 감을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 지원의 배 계통 연

계를 통한 탄소 발생 감을 한 노력과 분산형 원의 가

용성을 높이기 해 많은 노력이 집 되고 있다. 

분산 원이 계통에 연계되었을 때의 신뢰도를 평가하게 

되면 분산 원을 연계하 을 때의 이득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재의 배 계통 신뢰도는 변 소 주

변압기를 통하여 모든 수용가가 력을 공 받는 시스템이

고 분산 원이 포함되면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산 원이 포함된 배 계통의 새로운 신뢰도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주변압기를 통해 력을 공 받던 것에서 타

피하여 분산형 원의 연계를 통해 다수의 력공 원이 계

통에 연계될 경우 수용가에 정 을 야기하는 설비의 집합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 인 배 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주 변압기와 같이 하

나의 력공 원을 통해 모든 수용가에게 력을 달하는 

직렬계통에 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1-3]. 

그러나 분산형 원의 단독운 을 가정하면 재의 신뢰

도 해석 방식으로는 상정사고시 분산형 원에 의한 력공

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기존연구를 보면 IEEE GoldBook[4]에서 분산형 원을 

포함한 신뢰도 평가시 주변압기와 분산형 원의 병렬구조

의 해석을 통해 평가하 고, [5]에서는 주변압기와 분산형 

원의 치에 따른 신뢰도 구조로 해석하여 평가하 고, 

[6]에서는 분산형 원의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원과 같은 다수의 력원이 존재

하는 배 계통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력원 심의 해

석방법을 제안하 고, 이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평가법과 비

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2. 계통 연계형 분산 원을 포함한 

배 계통 신뢰도 평가

일반 으로 배 계통 신뢰도는 계통구성설비의 고장률  

복구시간이 동일하다면 설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 다르게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

는 계통에 하여 신뢰도가 평가되었고, 동일한 계통의 구성

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신뢰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산 원이 계통에 연계되면 이로 인하여 

신뢰도지수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배 계통에서 분산 원이 운 될 경우에 

한 신뢰도를 평가를 한 방안을 제시한다.

2.1 력공 확률의 정의

기존의 신뢰도 해석의 경우 상정사고모의를 통해 최소컷

셋(minimal cut set)의 기 은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이

다. 그러나 분산형 원을 고려한 신뢰도 해석을 해 력

공 원의 력공 확률(Power supplied probability : PSP) 

정의(2.2 )하 고, 정의된 확률을 이용한 신뢰도 해석은 그

림 1과 같은 차를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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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원을 전력공급 확률로 변환

시스템 분리
    - 전력공급원을 포함한 경우
    - 전력공급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전력공급원의 포함여부

전력공급원을 
포함하여 시스템 
신뢰도 지수계산

전력공급원을 
제외하고 시스템 
신뢰도 지수 계산

두 시스템 지수의 합으로 
시스템 신뢰도 계산

yes no

그림 1 력공 확률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 차

Fig. 1 Flowchart for reliability analysis using PSP

2.2 력공 원의 확률변환

일반 인 배 계통의 경우 주변압기를 통해 력을 공

한다. 주변압기의 고장률()은 지수분포를 따르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지수분포와 련된 모수인 신뢰도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식 (1)과 같이 력공 원의 력공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1-3]. 

   
   (1)

여기서, 는 신뢰도 함수 혹은 생존함수를 의미하며, 

고장률과 일 일 응 계가 성립되어 확률로써 추정이 가

능하다.

2.3 시스템 분리

부하 (Load point; LP) 에 한 고장률() 평가를 

PSP를 이용하여 정의하기 해 주변압기를 식 (1)에서 분리

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부하 에 정 을 야기하는 설비의 집

합을 의미하며,  ′∈는 력공 원인 주변압기를 제외한 

설비를 의미한다.

력공 원인 주변압기의 고장률을 고장을 야기하는 집합

을 식 (1)과 같이 공 확률로 용된다면 식 (2)와 동일한 

평가값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력공 원으로 구성된 계통에서 수정된 

의 고장률(
′ )은 식 (3)과 같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  ×

∈
 × 

 ′∈
′  (3a)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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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식은 식(2)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식 (2)에서 

식 (3)의 차에 의한 오차는 식 (4)와 같고, 모든 오차는 무

시할 정도로 작다. 고장률 변화에 따른 각각의 오차율을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드시 상 으로 식 

(3a)의 수정된 고장률이 오차가 어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3a)를 수정된 고장률로 

정의하고 신뢰도 해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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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고장률에 한 발생되는 오차의 비교

Fig. 2 Comparison of errors for various failure rate

력공 원을 기 으로,   수용가에 한 등가 고장률은 

2개로 분리할 수 있으며,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5)

여기서, 는 력공 원을 포함하여 평가되는   수용가

의 고장률을 의미하며, 는 력공 원을 제외하고 평가되

는 고장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가지로 분리된 고장률로 

  부하 에 한 등가 고장률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수용가에 설비에 의해 정 을 야

기하는 설비의 집합을 의미한다.

2.4 부하용량을 용한 력공 확률

분산 원을 포함한 배 계통에서 부하에 력을 공 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력공 원은 생존해야 하며, 식 (1)로 설명되어 진다.

2. 력공 원은 부하의 용량이상 이여야 하고, 1의 조건

과 독립 이기 때문에 곱으로 력공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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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조건을 서로 독립 이기 때문에 곱으로 표

할 수 있다. 수용가의 부하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분산형 

원의 력공 확률은 함수로 표 하면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고, 이 식이 부하용량을 고려한 력공 원의 

력공 확률을 나타낸다.

   ×  (6a)

  




  ≤     부하용량보다클경우  부하용량보다작을경우
 (6b)

여기서, 는 다음과 같다. 즉, 가 0인 경우 부하의 

용량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1인 경우는 력공

이 가능한 경우를 나타낸다. 분산형 원도 력공 원이

므로 식(6)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운 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가는 주변압기를 통한 력공  뿐만 

아니라 분산형 원에 의한 력공 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독운 은 분산 원의 용량이 부하의 소비 력보다 클 경

우는   값은 1이 된다. 

력공 확률을 이용하여 평가되는   수용가의 고장률을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 연평균정 시간

(Uavailability :U)도 고장률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고

장률에 의해 발생되는 시간을 확률로 표 하면 식 (8)과 같

이 평가할 수 있고, 고장복구시간은 와 의 비로 계

산할 수 있다. 

 ×
 ×

  (7)

  
∈

  
′∈

   (8)

2.3 력공 확률을 이용한 신뢰도 평가 비교

그림 3은 제 배 계통 모델을 나타내고, 표 1은 계통 

신뢰도 데이터를 나타낸다. 

기존의 신뢰도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본신뢰도지

수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본신뢰

도지수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A B C

1 2 3

S/W

그림 3 배 계통 단선도

Fig. 3 One-line diagram of a power distribution system

제안된 PSP를 이용한 신뢰도 평가와의 비교를 해 주변

압기의 고장률을 0.001 occ./yr과 고장복구시간 10 hours로 

가정하고, 주변압기는 상시 부하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력원으로 가정하면 표 2와 같이 평가되고, 거의 오차가 발생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 구성설비 신뢰도 데이터

Table 1 Reliability data for components

설비   [occ./year] r [hours]

1 0.20 6

2 0.10 5

3 0.15 8

표 2 PSP를 이용한 기본 신뢰도 지수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basic reliability indices using PSP



기존기법을 이용한 

평가

PSP를 이용한

 평가

     

A 0.201 6.02 1.21 0.20009 6.0198 1.2099

B 0.301 5.68 1.71 0.30009 5.6811 1.7099

C 0.451 6.45 2.91 0.45099 6.4523 2.9099

Sys. 0.953 6.12 5.83 0.95117 6.1280 5.8297

배 계통의 신뢰도는 지수로써 평가되어 지는데 표 인 

지수는 [2,7]에 정의되어 있으며, PSP를 이용한 추가 인 신

뢰도 지수에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PSP의 결과값은 근사값을 의미하고, 결과를 보듯이 PSP

를 이용한 신뢰도 평가시 발생된 오차는 무시할 정도로 작

음을 알 수 있다.

표 3 PSP를 이용한 추가 신뢰도 지수와 오차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rror and additional indices using 

PSP

평가법 SAIFI SAIDI CAIDI ENS

MCS 0.289 1.754 6.052 3.571

PSP 0.289 1.754 6.052 3.571

오차 3×10-6 6×10-6 2×10-6 6×10-6

3. 계통 연계형 분산형 원이 연계된 배 계통 

신뢰도 평가 제안

여기서는 배 계통의 분산형 원 연계시 신뢰도 평가를 

해 정의된 PSP를 토 로 기본 신뢰도 지수에 한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3.1 분산형 원이 연계된 배 계통

그림 4는 방사상 배 계통에 계통 연계형 분산 원이 있

는 경우를 나타낸다. 

부하에 력을 공 하기 해서는 력원의 용량은 부하

의 용량보다 충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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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산 원을 갖는 배 계통

Fig. 4 Power distribution system with DG

분산형 원이 연계된 계통의 경우 주변압기 는 분산형 

원등에 의해 각각의 LP들은 력을 공 받을 수 있으며, 

계통의 치에 따라 분산형 원에 의해 정 을 경험하지 

않고 력을 공 받을 수 있다. 

다음 표 5는 임의의 LP에서 력공 원에 따라 수 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5 배 계통에서 임의의 LP에 따른 력공 원

Table 5 Power sources for any load point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경우 확률 력 공 원

{1}  에 의해서만 부하에 력공

{2}  에 의해서만 부하에 력공

{3}   , 에 의해서 부하에 력공

{4}   , 에 의해서 부하에 력 불공

분산형 원이 연계된 배 계통에서 수용가 에서 

와 같은 4가지에 해당하는 PSP가 존재하게 되고, 이를 이용

하여 각 LP들에 한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1}∼{3}의 경우는 력공 원이 존재하는 경우로 식 (5)

의 부분에 해당하게 되며, {4}의 경우는 력공 원이 없

는 경우로 부분에 해당된다. 

{1} 경우는 분산 원이 없는 일반 인 배 계통의 구성이

다. 부하가 주변압기만을 통해서 력을 공 받을 경우()

에 한 확률은 식 (9)와 같다. 주변압기의 공 용량은 상시 

부하용량 이상 충분하다면 식 (9)의 값은 항상 1이 된다. 이 

경우에 만족되는 계통의 구성 시 각 LP 의 고장률( )은 

식 (10)과 같다.

  ×   (9)

   
∈
  (10)

여기서, ∈ 는 LP 에 정 을 야기하는 설비를 나타낸

다.

{2}의 경우는 부하가 분산 원만을 통해서 력을 공 받

을 경우()에 한 확률은 식 (11)과 같다. 이 경우 식 (9)

의 계를 만족해야 되며, LP의 고장률()은 식(12)와 같

다.

   ×   (11)

   
∈
  (12)

{3} 경우는 부하가 주변압기와 분산 원을 통해서 력을 

공 받을 경우 한 확률()은 식 (13)과 같다. 

주변압기와 분산형 원 사이에 존재하는 LP의 경우 주

변압기의 고장시 분산형 원의 공 용량과 부하의 수 용

량과의 확률을 통해 등가 고장률을 표 할 수 있고, 식 (14)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3)

   
∈
  (14)

{4} 경우와 같은 확률은 식 (15)와 같고, 식(16)과 같은 

고장률을 지니게 된다.

   ×   (15)

   
∈
  (16)

각각의 경우에 한 력원의 PSP를 용한 제안하는 

LP 에 기본 신뢰도 지수는 식 (17)~(19)과 같다. 

 





 

  (17)

 





 ·  (18)

 


 (19)

4.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한 모델은 그림 4와 같으며, 해당되는 설비 

신뢰도 데이터는 표 4에 나타내었다. 신뢰도 해석은 피더선

로, 주변압기, 분산형 원만 고려하 다.

표 4 신뢰도 평가를 한 설비 데이터

Table 4 Component data for reliability evaluation

설비
고장률

[occ./year]

복구시간

[hours]
LP

부하용량[kW]/

수용가수

 0.001 10 1 1500/50

 0.005 5 2 400/12

 0.065 1 3 500/4

 0.130 1 4 1000/50

 0.065 1 5 1000/10

 0.098 1

 0.033 1

분산형 원용량 : 2.5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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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압기와 분산형 원의 고장률을 이용한 력공 확률

은 각각 99.9[%]와 99.5[%]가 된다. 

그리고 {1}∼{4}에 해당되는 력공 확률은 표 5와 같다.

표 5 4가지 경우에 한 력공 확률

Table 5 PSPs for 4 cases

경우 확률

{1}   ×  

{2}    ×  ×
 

{3}   ×  ×
 

{4}    ×  ×
 

표 6은 계산의 한 로 LP2에 정 을 야기하는 집합을 

나타낸다. 

표 6 LP2에 한 최소컷셋

Table 6 Minimal cut set for LP2

경우 최소컷셋

{1}  ,  , 

{2} , 
 , 



{3} , 
 , 

{4}  , 

표 6에서 첨자의 의미는 해당설비의 고장시 부하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 7은 분산형 원 

용량에 해 각 상정사고시 단독운 에 한 확률을 나타낸

다.

표 7 상정사고 치별   값

Table 7   values for location of contingency 

상정사고

치


상정사고

치


 1  0

 0  1

 1

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각각의 LP와 각각의 

경우에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다음은 표 4의 신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추가 신

뢰도 지수이다. 각각의 수용가 수를 고려한 결과는 분산형 

원이 없는 경우와 분산형 원이 포함된 신뢰도 지수를 

비교하 다. 평가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분산형 원이 연계된 배 계통의 신뢰도 지수의 비교 결

과 기존의 배 계통의 경우 SAIFI는 분산형 원에 의해 

약 31%, SAIDI의 경우 약 67%의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8 계산된 각 경우의 고장률 평가결과

Table 8 Results of failure rate evaluation for each case

Case

LP
{1} {2} {3} {4}

 3.3×10
-4

7×10
-5

0.07 3.2×10
-7

 1×10
-4

7×10
-5

0.13 1.3×10
-6

 1.3×10
-4

1.3×10
-4

0.13 1.3×10
-6

 1.7×10
-4

1.3×10
-4

0.23 1.8×10
-6

 2×10
-4

2×10
-4

0.19 2.1×10
-6

 3.7×10
-4

0.9×10
-4

0.07 0.3×10
-6

 8.6×10-4 1.5×10-4 0.14 0.8×10-6

 8.6×10
-4

2.2×10
-4

0.14 0.8×10
-6

 1.2×10
-3

2.7×10
-4

0.24 1.1×10
-6

 1.6×10-3 3.3×10-4 0.20 1.5×10-6

0

0.05

0.1

0.15

0.2

0.25

S
A

IF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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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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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0.5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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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ho

u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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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 DG          With DG

         (a) SAIFI 비교                (b) SAIDI 비교

그림 5 분산형 원을 포함한 신뢰도 지수 비교

Fig. 5 Comparison of reliability indices including a DG

5. 결  론

분산형 원의 배 계통 도입과 변화되는 력산업의 시

에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원과 같은 력원 심의 

신뢰도 해석을 통해 기존의 설비 심의 신뢰도 해석보다 본

질의 가치를 변화시킨 다른 의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평

가하 다.

분산형 원의 배 계통 도입에 따른 신뢰도의 가치를 평

가하기 해 기존의 설비 심에 해석 인 방법을 통한 방법

을 수정하여 력을 공 하는 설비를 기 으로 평가하는 것

을 제안하 다.

제안된 평가방법을 해 력공 확률을 정의하 고, 각

각의 력원에 따라 력공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합

하 고, 조합된 확률을 이용하 다.

각각의 조합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계통의 구성에 따라 각

각의 LP의 등가 고장률을 평가하 고, 력원의 력공 확

률은 부하의 평균용량을 고려하여 평가하 다.

이와 같은 평가법을 이용한 해석의 결과는 기존의 방법과

의 오차는 무시할 정도로 작았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분산형 

원을 포함한 배 계통의 신뢰도를 해석하고 분석하 다. 

향후 시변부하를 고려하고 PV와 같은 력공 원을 이용

한 신뢰도 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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