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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istribution system is operated radially in
which electrical grid is complex. If a fault occurs in
distribution system, it can make a huge impact on power
supply. Therefore, The distribution contingency analysis is
propos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ference [1]. Using RSI
(Restoration Section Index) calculated by feeder margin and
section load, the operator can grasp restoration capability
quickly.

1. 서    론

현재 경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력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부하를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전
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의 확충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력설비가 노후화 되어 송전선로에 고장이
증가하고 발전기가 고장이나 정지한다면 대정전의 위험이 있다.
이런 대 정전을 피하기 위해서 송전계통에서는 수많은 상정사고
해석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실시간으로 전
력계통을 감시할 수 있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계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계통의 위험을 사전에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운영자들이 계
통상황을 쉽게 관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배전계통은 정전 발생 요인 중 외적요인이 80%를 차
지하며 이는 새, 가로수 등이 배전선로에 접촉하여 일어나는 사
고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낙뢰와 산불 등으로 인한 배전선로
고장, 설비 불량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에 따른 정전
복구 계획 및 예방이 필요하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배전자동화시
스템(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이 발달하였지만 송전계통
과 달리 배전계통에서는 상정사고 해석을 통하여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과 고장 시 복구에 관
한 운영자지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따라 분산전원의 계통연계와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라 배
전계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고장 발생 시 계통해석에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에 송전계통 상정사고 개념을
도입하여 배전계통의 상정사고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상정
사고 해석을 정의 한다. 참고문헌[1]에 제시된 복구지수를 활용
하여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과
적인 부하절체 운영을 할 수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된 배전
계통상정사고 해석법이 적합한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인다. 

2. 본    론

  2.1 송전계통의 상정사고 해석
우리나라 송전계통은 망상구조로 운영하며 다음 <그림1>과
같이 송전 선로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구성한다. 이는 송전선이
낙뢰, 강풍 등 예기치 않은 사고로 2회선 중 1개회선이 끊어졌을
때 다른 한 회선이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상정
사고 해석을 하여 하나의 송전선로가 정격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여 한 선로에 고장이 발생 하더라도 나머지 선로를 통해
고장 구간에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림 1>  송전계통 망상구조 예제 계통

또한 송전계통에서 전력 공급자는 전력수급과 계통의 안정에
필요한 전력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다. 따라서 실시간 운전 중인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낙
뢰, 강풍으로 인한 사고,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전력 수급 균형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 상정사고 해석을 한다. 현재 통신기술의 발
달로 향상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전국
의 송전, 발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할 수 있다. 송전계통은
EMS와 상정사고 해석을 통하여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설
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복구
메뉴얼이 체계적으로 발달 되어 왔고 이를 활용하여 운영자 교
육이 이루어져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시를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
으로 하고 있다.

  2.2 배전계통의 상정사고 해석

  2.2.1  배전계통 구성
전력계통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배전계통에서는 <그
림2>과 같은 이중화구조로 방사상 운영을 한다. 이는 고장으로
인하여 정전구간이 발생하였을 때 인근의 연계선로로 정전구역

을 절체 하여 전력 공급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배전계통은 여러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피더끼리 서로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전력망이 복잡하며 연결점이 상시 개방된 방사상운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그리드 발달로 인해 배전계통에 분산전원
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배전계통은 <그림3>와 같은 구조를
이루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계통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2.2.2  배전계통에서 상정사고 해석의 필요성
배전계통은 방사상으로 운전되며 <그림4>와 같이 이중화체계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장발생 시 고장구간을 확인한 후 운영자
의 판단에 따라 고장이 발생한 구간을 제외한 복구 가능한 정전
구간을 이웃 연계선로로 절체 하여 연계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고장구간을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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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본 방사상 배전계통 고장 발생 시 부하절체 

그러나 <그림5>과 같이 여러 개의 피더가 연계된 복잡한 설비

에서는 현재의 복구방안에 따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음 피더3이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구
간 ①은 건전정전구간이라 한다. 기존 복구방안대로 라면 구간
①을 연계선로인 피더1로 절체 한다. 하지만 건전정전구역의 부
하가 연계선로의 여유용량보다 크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배전계통은 이러한 경우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 복구지수를 알
고 있다면 부하절체 시 더 큰 고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배전계통은 전력수요의 증가의 따라 점점 더 복잡
해지고 연계되는 분산전원이 증가하여 고장 발생 시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생길 수 있어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의 필요성은 더
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미리 선로의 고장발생을 대비하여 선로의
여유용량과 구간부하의 크기를 고려하여 이를 지수화 하여 배전계통 상
정사고 해석을 한다면 고장이 일어 날 시 운영자가 쉽게 고장을 복구
할 수 있다. <그림5>에서 피더1의 여유용량이 구간 ①의 부하 보다
작다면 구간 ①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서 미리 지수화를 하면 피더2가 담당할 수 있는 여
유용량과 피더1이 구간 ①을 복구하기위해 필요한 용량을 알 수
있고 그 용량만큼 피더1의 구간부하를 피더2로 절체 하여 구간
①을 쉽게 복구할 수 있다.

<그림 5> 3연계 배전계통 고장 발생 시 예제 

  2.2.3  배전계통의 상정사고 해석 
배전계통의 상정사고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계선로의 공급여
유용량에서 어떤 구간까지의 구간부하를 뺀 값을 그 구간의 구간복구지
수(RSI : Restoration Section Index)라 정의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1)

이는 연계선로가 해당구간을 복구한 후의 남은 여분의 공급여유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구간복구지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최소한 그 구간은 복
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은 선로에 고장 발
생 시 복구 할 수 없는 구간인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구간에 연계선로가
여러 개라면 가장 큰 구간복구지수( )가 그 구간의 복구지수

(RSI)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2)

고장 시 RSI값을 나타내는 연계선로에 의해 복구 될 수 있다.
<그림 6>은 상정사고 해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계통이다.
Step 1: F1 피더의 연계 피더를 찾는다.
Step 2: 각 연계피더의 여유용량을 확인한다.
Step 3: 각 연계피더에서 피더1까지의 흐름에 따른 구간복구지수(RSI)를
구한다.
Step 4: 만약 어떤 구간에 연계피더가 여러 개라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RSI값 중 가장 큰 값을 구간복구지수(RSI)라 정한다.
Step 5: 만약 어떤 구간의 RSI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은 고장 시 복구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 6>을 해석하였을 때  , ,구간은 연

계피더2,3에 의해 각각 RSI값을 구할 수 있으며 와 를 비교하

였을 때 값이 보다 크므로 는 그 구간의 RSI값이다. 또

한 값이 0보다 작으므로 구간  , ,은 에 의해 복구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6>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을 적용한 예제계통

3. 사례연구

다음 <그림 8>은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을 적용한 사례 연구 시뮬레
이션 계통이다. 아래 표1은 <그림 8>에서 FDR1 선로에 고장 발생 전
상정사고 해석을 하여 구한 구간복구지수(RSI), 구간부하를 PU로 환산
한 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8>에서 구간 11에 고장이 일어나 다음
과 같이 정전구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복구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표 1>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 산출된 데이터

<그림 3> 분산전원이 포함된 간략화한 배전계통 

Branch 공급연계선로 구간복구지수(RSI) 구간부하

53 FDR4 0.263 0.111

98 FDR4 0.263 0.111

12 FDR4 0000 0.163

41 FDR4 0.000 0.163

43 FDR4 0.000 0.163

99 FDR4 0.000 0.163

60 FDR2 0.314 0.060

84 FDR2 0.314 0.060

9 FDR2 0.214 0.100

64 FDR2 0.003 0.060

83 FDR2 0.003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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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간 11에 고장 발생 시 정전구역

<표1>에 구간복구지수(RSI) 값에 따라 정전지역이 생기는 곳과 복구가
되는 곳 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 계산된 지
수에 따라 Branch 53, 98, 12, 41, 43, 99는 연계선로 FDR4, Branch 61,
60, 84, 9, 64, 83는 연계선로 FDR2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전구간이 복
구되는 것이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림 9> 구간복구지수에 따라 복구된 예제 계통

3. 결    론

본 논문은 참고문헌[1]에 제시된 복구지수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전계통 상정사
고 해석을 통해 고장 또는 과부하시 선로가 담당하는 부하와 여
유용량을 파악하여 최대 담당할 수 있는 부하용량에 따라 부하
절체 가능성을 판별하여 최적의 정전복구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
간복구지수(RSI)를 통해 정전 복구가 가능한 구간과 정전이 지
속되는 구간을 사례연구를 통해 보였다.
현재 배전계통에서는 고장발생시 여유용량이 적어 고장을 복구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설 하여 선로의 여유용량을 높
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을 통해 선로
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부하량을 파악하여 다른 선로와 연계를 통해
고장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선로를 신규로 추가 시
설하지 않아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설비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제시된 배전계통 상정사고 해석법을 적용하여 고장복구를 메뉴얼화 하
여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기술이 개발 된다면 운영자가 계통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고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으며 정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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