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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방사상으로 운용중인 배전계통에 1선 지락 고장 
시 퍼지 로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장구간을 판단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배전계통에 1선 지락 고장 발생 시 선로불평형 전류에 
의해 고장구간 이후의 자동화개폐기에서 고장표시기가 오동작을 한다. 
이로 인해 고장구간을 잘못 판단하여 수용가에 전력공급의 신뢰성이 줄
어든다. PSCAD/EMTDC라는 전력해석용 툴을 이용하여 배전계통 모델
링과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개폐기의 영상전류 크기를 통해 퍼지 로직이
라는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고장구간을 판단하는 기법을 제
안한다.

1. 서    론

  배 자동화 시스템은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자동화개폐기를 장에 
방문하지 않고 배 사령실에서 원격으로 운 상태를 감시  제어하고, 
압, 류 등의 선로 운  정보를 자동으로 계측하며, 고장정보를 수집

하여 고장구간을 단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배 자동화 시스템의 
정 복구 기능은 수용가에 한 력공 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해 배 계통에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고장구간을 찾고 정 구역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정 복구 기능 에 신속하고 정확한 고
장구간 단이 요하다.
  방사상으로 운용 인 배 계통에서 고장구간을 단하는 방법은 
YES-NO방식을 이용하고 있다.[1] 하지만 YES-NO방식은 고장표시기
의 오동작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구간을 고장구간으로 단함으로써 
수용가에게 신뢰 이고 안정 인 력공 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사상의 
배 계통에서 고장구간을 단하기 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이
용하여 고장구간을  검출하는 방법[2]과 상시 연계 을 이동하는 방법
[3]등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상으로 운용 인 배 계통에 1
선 지락 고장 발생 시 자동화개폐기들의 상 류 크기를 통해 퍼지 로
직이라는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고장구간을 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장은 기존 배 계통의 고장구간 
단 기법에 해 설명한다. 2.2장은 기존 배 계통의 고장구간 단기법
에 한 문제 에 해 설명한다. 2.3장은 1선 지락 고장 시 퍼지 로직
을 이용하여 고장구간을 단하는 기법에 해 설명한다. 2.4장은 사례
연구를 통해 퍼지 로직 알고리즘이 고장구간을 정확하게 단하는지를 
검증한다. 

2. 본    론

  2.1 기존 배전계통 고장구간 판단 기법
  방사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배 계통에서 고장구간을 단하는 
기법은 YES-NO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배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원과 고장구간 사이의 선로에 고장 류가 흐르게 되고, 고장 류를 경험
한 자동화개폐기에서 고장표시기가 동작한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SW2와 SW3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하 다면, CB와 SW2사이의 선로에 고
장 류가 흐르게 된다. 고장 류를 경험한 CB, SW1, 그리고 SW2에서 
고장표시기가 동작하고, 고장 류를 경험하지 못한 SW3, SW4, SW5, 그
리고 SW6에서는 고장표시기가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
장표시기가 동작한 SW2와 고장표시기가 동작하지 않은 SW3 사이를 고
장구간으로 단한다.

    

<그림 1> YES-NO 방식의 배전계통 고장구간 판단 기법

  2.2 기존 배전계통 고장구간 판단 기법의 문제점
  방사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배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류를 
경험한 자동화개폐기에서 고장표시기가 동작하여야한다. 하지만 고장
류를 경험하지 못한 자동화개폐기에서 고장표시기가 동작을 하게 된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SW2와 SW3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하 다면 
CB와 SW2사이의 선로에 고장 류가 흐르게 된다. 고장 류를 경험한 
CB, SW1, 그리고 SW2는 고장표시기가 동작하게 된다. 하지만 고장 류
를 경험하지 못한 SW3, SW4에도 고장표시기가 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로 인해 SW4와 SW5 사이 는 SW4와 SW6 사이를 고장구간으로 
단한다. 

<그림 2> 고장표시기 오동작으로 인한 고장구간 판단 기법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A상 지락 고장 시 A상으로 큰 
고장 류가 흘러 3상 류의 합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로는 불평형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불평형 류가 자동화개폐기에 설정된 수치 이
상으로 흘러 고장구간의 부하측 자동화개폐기에서 지(N)상 고장표시
기가 동작한다. 따라서 고장표시기가 마지막으로 동작한 이후 구간을 고
장구간으로 단하게 되어 YES-NO방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2.3 1선 지락 고장 시 퍼지로직을 이용한 고장구간 판단 방법
  배 계통에 1선 지락 고장 발생 시 고장표시기의 오동작으로 인해 고
장구간을 정확하게 단하지 못하는 을 해결하기 해 퍼지 로직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장구간을 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3은 방
사상의 배 계통에 1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 을 때 자동화개폐기의 
상 류의 크기와 고장표시기가 동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SW2와 
SW3은 고장 류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고장표시기의 지(N)상이 동
작하 다. SW2와 SW3의 고장표시기가 오동작하여 SW3과 SW4 사이의 
구간을 고장구간으로 단하여 고장이 발생한 구간을 찾아내는데 어려
움이 있다.

<그림 3> 1선 지락 고장 시 개폐기 영상전류 및 고장표시기 동작  
  
  퍼지 로직은 기 이 애매모호한 입력 데이터들로부터 결과 값을 결정
짓는데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법이다.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퍼지 로
직은 퍼지화, 퍼지 추론, 그리고 비퍼지화 과정이 있다. 퍼지 추론은 
MIN-MAX Composition, 비퍼지화는 무게 심법이 사용된다.

<그림 4> 퍼지 로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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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 로직의 입력 데이터는 개폐기 상 류의 크기이고, 출력 데이터
는 고장구간 평가이다. 여기서 입력 데이터들은 어느 기 에 해 ‘작다, 
보통이다, 크다’라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멤버쉽 함수를 설계하여 
입력 데이터들이 어느 기 에 해 어느 역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고 
퍼지 데이터를 출력해야한다. 그림 5는 설계 된 멤버쉽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a)와 (b)는 조건부 멤버쉽 함수 이고, (c)는 결론부 멤버쉽 함수 
이다. 조건부와 결론부 멤버쉽 함수의 요소는 각 3가지로 구성된다. 조
건부 멤버쉽 함수에서 요소를 정하는 기 은 상 류가 500[A]이하 일 
때 'Small', 40[A]이상 1000[A]이하 일 때 ’Medium', 그리고 500[A]이상 
일 때 'Big'이다. 결론부 멤버쉽 함수에서 요소를 정하는 기 은 고장구
간 평가값이 0.5이하 일 때 ’Low'이고, 0.1이상 1.0이하 일 때 ‘Medium', 
그리고 0.5이상 일 때 ’High'이다. 그리고 멤버쉽 함수의 각 요소에 
한 소속도는 0과 1 사이이다. 

<그림 5> 멤버쉽 함수

  조건부 멤버쉽 함수의 퍼지 데이터들을 비교하기 해 퍼지 룰을 설
계하는데 표 1은 설계된 퍼지 룰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퍼지 룰

원측 
  부하측 Small(S) Medium(M) Big(B)

Small(S) Low(L) Low(L) Low(L)

Medium(M) Medium(M) Low(L) Low(L)

Big(B) High(H) Medium(M) Low(L)

  퍼지화는 기 이 애매모호한 입력 데이터를 멤버쉽 함수를 이용하여 
퍼지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방법이다. 이때 이용하는 멤버쉽 함수를 조건
부 멤버쉽 함수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측 개폐기의 상 류와 
부하측 개폐기의 상 류를 조건부 멤버쉽 함수를 통해 퍼지 데이터로 
변환한다. 원측 개폐기의 상 류는 3414.24[A]이고, 퍼지화를 통해 
변환된 퍼지 데이터는 'Big(1.0)'이다. 부하측 개폐기의 상 류는 
91.61[A]이고, 퍼지화를 통해 변환된 퍼지 데이터는 ‘Small(0.8)과  
Medium(0.2)'이다.
  퍼지 추론은 퍼지화된 데이터들을 MIN-MAX Composition의 MIN법
을 통해 비교하고 설계된 퍼지 룰에 의하여 결론부 멤버쉽 함수의 퍼지 
데이터를 MAX법을 통해 결정하여 면 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측 개폐기의 상 류 퍼지 데이터는 'Big(1.0)'이고, 
부하측 개폐기의 상 류 퍼지 데이터는 ‘Small(0.8)과 Medium(0.2)'이
다. 원측 개폐기와 부하측 개폐기의 퍼지 데이터를 비교하여 작은 데
이터를 고장구간 평가의 퍼지 데이터로 결정한다. 고장구간 평가 멤버쉽 
함수의 퍼지 데이터는 요소별로 최  값을 선정하여 면 을 구성한다.

<그림 6> 퍼지 추론
 
  비퍼지화는 무게 심법을 이용하여 퍼지 추론을 통해 구성된 면 의 
심 을 구하여 고장구간 평가 데이터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다음 식

(1)의 무게 심법을 통해 고장구간 평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

무게중심법
  



 ∙ 
  



  (1)

  고장구간 평가 데이터들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구간을 고장구간으
로 단한다. 그림 7은 방사상의 배 계통에 개폐기의 상 류 크기와 
퍼지 로직을 통해 도출 된 고장구간 평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퍼지 로직을 이용한 고장구간 판단

  2.4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장구간 단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PSCAD/EMTDC 라는 력해석용 툴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고 Visual C++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퍼지 로직 로그램을 구 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해 출력된 개폐기 상 류 크기는 퍼지 로그램의 
입력 데이터로 이용되어 구간을 평가하고 고장구간을 단하게 된다. 그
림 8은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배 계통을 나타내고 있
다. SW1과 SW2 사이에 1선 지락 고장이 발생 하 을 때 고장구간 이후
의 개폐기인 SW2와 SW3에 고장표시기가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배전계통 모델링

  표 2는 개폐기들의 상 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개폐기들의 상
류 크기는 PSCAD/EMTDC를 통해 시뮬 이션 된 결과 데이터이고, 
퍼지 로직 로그램에 이용될 입력 데이터 이다.

<표 2> 개폐기 영상전류 크기

개폐기 CB SW1 SW2 SW3 SW4

상 류 크기 3389.75 3414.24 91.61 49.46 0.00

  
  표 3은 고장구간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퍼지 로직 로
그램은 표 2의 개폐기 상 류 크기 데이터를 입력 받아 표 3 의 고장
구간 평가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표 3> 고장구간 평가

구간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고장구간 평가 0.17 0.69 0.31 0.25

  표 3에서 구간2의 고장구간 평가 데이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표 3을 비교하면 고장구간을 정확하게 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사상의 배 계통에 1선 지락 고장 발생 시 고장구간 
이후의 자동화개폐기에서 고장표시기 오동작으로 인한 정확하지 않은 
고장구간 단에 해 퍼지 로직이라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
하게 고장구간을 단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PSCAD/EMTDC라는 
력해석용 툴을 이용하여 1선 지락 고장을 시뮬 이션하여 개폐기들의 
상 류 크기를 얻었다. 그리고 퍼지 로직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한 

고장구간을 단하는 것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향후 방사상으로 운용
인 배 계통에 분산 원이 연계되면 고장 발생 시 분산 원으로부터 

고장구간으로 고장 류가 흐르게 되는데 퍼지 로직을 이용한다면 정확
하게 고장구간을 단하는데 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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