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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parameters of the lightning
flashover rate calculation algorithm in South Korea, USA,
Japan are investigated for the suitable algorithm for South
Korea. Each parameters used in each calculation algorithms
have a obvious difference by the environment of the area and
transmission line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environmental
parameters respectively. In this paper, the environmental
parameters are weigh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outputs
by different inputs, environmental parameters. In addition, the
methods of the selection CRIEPI algorithm and the application
EPRI, CRIEPI parameters for improvement the KEPRI
algorithm are proposed.

1. 서    론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력 공급 인프라의 성공적인 구축 및 안정적인 운용이 바탕이
되어 급속한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한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급
격한 전력수요의 증가로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초고압화가 진행되엇으며, 이와 같은 초고압화는 전력공급의 기
반설비인 송전선로의 대형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자연재해에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연재해 중 송전선로의
안정적인 운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낙
뢰(lightning stroke)이다[1-2].

 낙뢰로부터 송전선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

뢰대책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3-4], 적절한 내뢰대책을 세
운 가공송전선로에 설계내력 이내의 낙뢰가 떨어지면 송전선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그 이
상의 낙뢰나 차폐범위 외의 각도로 낙뢰가 침입하게 되면 송전
선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낙뢰의 영향은 뇌섬락
률로 나타낼 수 있다. 뇌섬락률은 한국(KEPRI), 미국(EPRI), 일
본(CRIEPI)에서 사용 중인 뇌사고율 계산 알고리즘을 통하여 차
폐실패율과 역섬락율의 합으로 계산되어지며[2], 이를 정확히 예
측 계산할 수 있다면 송전선로의 적절한 내뢰설계를 할 수 있어
뇌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송전선로에서의 뇌섬락률을 정확히 예측 계산하기 위해서는
낙뢰에 대한 특성과 내뢰설계를 위한 이론이 필요하다. 낙뢰의
전자기적 특성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
측과 측정을 통하여 통계적인 추론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센서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낙뢰위치관
측시스템처럼 광범위한 지역의 낙뢰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정확
한 통계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관측 장비가 개발되어 활용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뇌사고율 계산 알고리즘을
분석,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구하
고, 이를 통하여 기존의 뇌섬락률 예측 계산 알고리즘의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기존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 분석
그림1은 한국 전력연구원(KEPRI)에서 2007년에 개발한 뇌섬락
률 예측계산 프로그램 흐름도로서 TFLASH(EPRI)와
LORP(CRIEPI)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이다. 특히 TFLASH를 기
반으로 국내의 지형, 낙뢰, 철탑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LORP의 파라미터를 부분적

으로 적용하여 완성되었다.
KEPRI 뇌섬락률 예측계산은 그림 1과 같이, 낙뢰가 떨어지는
부분을 두 군데로 구분하여, 뇌섬락이 발생할 확률을 각각 차폐
실패확률과 역섬락 확률로 정의하고 두 발생확률의 합으로 뇌섬
락률을 나타내게 된다. 각 국의 뇌섬락률 예측계산 프로그램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기본 흐름은 유사하지만, 각 국가의 지리적
특성이나 기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뇌섬락률 예측계
산 알고리즘을 수정없이 교차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
로 각 국의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연구,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 한국전력연구원의 뇌섬락률 예측 계산 흐름도

우선적으로 EPRI의 “FLASH 1.8”과 “TFLASH”, CIGRE
(Europe)의 계산법, CRIEPI의 “LORPM”과 “LORP”, 국내의 뇌
섬락률 예측계산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
즘을 비교 연구하여, 뇌격확률분포, 뇌격전류파형, 탑정전압계산
법, 절연내력, EGM(전기기하학 모델), 대지경사각 등의 파라미터
를 비교 분석하였다. 뇌격확률분포의 경우, 유럽을 제외한 각 국
가들은 낙뢰위치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된 낙뢰 자료를 이
용하고 있다. 또한 뇌격전류파형은 각 나라의 기후 환경이 다르
기 때문에 각 국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뇌격전류파형을 선택한
다. 탑정전압은 철탑에 직접적으로 20 ns의 짧은 진행파를 인가
하여 얻은 결과(EPRI)를 사용하거나, EMTP을 이용한 시뮬레이
션 자료(CRIEPI)를 이용하고 있다. 절연내력은 주로 CIGRE에서
연구된 V-t 곡선을 사용하지만 각 국가의 뇌격전류의 크기에 따
른 차이가 있다. EGM은 주로 EPRI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모
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적 차폐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적용
방식이 다르다. 대지경사각은 각 국의 지리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그 정확도가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뇌섬락률 예측계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표1과 같이 낙뢰
파라미터, 차폐실패 파라미터, 역섬락 파라미터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계산에 필요한 각 파라미터는 상기와 같이 각 국의
환경적 변수를 포함하므로 각 지역이나 송전선로의 환경에 따라

송전선로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곽주식*, 김태훈**, 정재승***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경북대학교***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ghtning flashover rate calculation algorithm

Joo-Sik Kwak*, Tae-Hoon Kim**, Jae-Seung Jung***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Korea electrical engineering &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417 -

 <표 1> 뇌섬락률 파라미터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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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파라미터의 일
반적인 값을 넣을 때와 더 크거나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입력 대
비 결과의 변화량을 가중치로 보고, 그 비율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중치를 각 파라미터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파라미터의
대부분 실측값에 기인한 통계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얻은
예측된 뇌섬락률은 실제 뇌섬락률과 일치하기 어렵다.

  


 (1)

수식(1)은 뇌섬락률을 나타낸 것으로, 선로에 n개의 낙뢰가 떨
어질 때, 낙뢰 보호에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확률이 q이면, k의
보호성공과 n-k의 실패가 있다. 즉, n과 k의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면 선로에서 발생할 낙뢰사고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실측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수적이
다.

  2.2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 개선방안제안
기존의 알고리즘은 EPRI의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과 유사성
을 가지고 있으며, CRIEPI의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은 전반적
으로 KEPRI나 EPRI의 계산 알고리즘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낸 것처럼 뇌섬락률을 계산할 때 기존의 알고리
즘 외에 CRIEPI의 뇌섬락률 알고리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지적으로 CRIEPI의 계산 알고리즘에 적합한 지역의 뇌섬락률
을 구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2> 계산 알고리즘 선택 흐름도

기존의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에서 대지뇌격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IKL(연간뇌우일수)을 이용한 것으로, IKL에 전적으로 의
존하게 된다. 그러나 기상조건에 따라 각 해마다 IKL이 변화하
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IKL의 특성으
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KL 대신 메쉬면적(M), 포착율

(F), KLDnet의 낙뢰관측 수(f)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CRIEPI에서 대지뇌격밀도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이 또한 그림 3처럼 정확도 개선을 위한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 대지뇌격 밀도 계산 흐름도

기존의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은 KLDnet 관측값을 이용하여
만든 뇌격전류의 누적확률분포곡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EPRI에서 적용하고 있는 Popolansky 및 Anderson- Eriksson의
뇌격전류의 누적확률분포 곡선도 포함한다. 기존의 뇌섬락률 계
산 알고리즘에 사용된 수식은 실제 한전에서 관측된 값을 이용
하였으므로 국내 적합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관측결과를 이용하므로 신뢰도가 부족하다. 그러므
로 추가적인 관측결과로 정확도를 높이기 전까지는 그림 4에서
나타낸 것처럼 EPRI에서 사용하는 분포식도 하나의 선택지로 하
여 비교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누적확률분포 곡선 흐름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를 분석, 연구
하였다. 각국의 파라미터는 환경적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송전
선로의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예측 계산이 가능하도록 각 파라
미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뇌섬락률
예측 계산을 위하여 계산 시작시 기존의 KEPRI 알고리즘과
CRIEPI의 계산 알고리즘 중에 각 예측 환경에 보다 적합한 알고
리즘과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후 이러한 예측 계산 결과와 실제 낙뢰사고율의 비교 연구는
기존의 뇌섬락률 계산 알고리즘의 개선 또는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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