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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배전계통의 신뢰도는 계통 운전계획의 수립 및 시설 투자
의 배분 등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내외 대부분의 전력회사에서는 많
은 종류의 신뢰도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배전계통은 전력계통의
최 말단 설비이며 수용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한다는 특성과 계통에서
발생하는 외란이 대부분 수용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전계통의 신
뢰도를 유지하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가 전력계통 신뢰도에 끼치는 영향을 빈
도기간법이라는 신뢰도 평가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서    론

독립운전이 가능한 계통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가 배전계통에 설치되
면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의 부하는 배전계통에서 외란 발생 시 마이크로
그리드의 독립운전 기능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배전계
통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할 경우 마이크로그리드 자체 신뢰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그리드가 역조류를 상위 계통으로 전달 할 수 있다면
상위 배전 계통의 신뢰도 또한 향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빈도기간법으로 일반 배전계통과 독립운전 기능 및 역
조류 송전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의 계통 평균정전빈도수 지수
(SAIFI)와 계통 평균정전지속시간 지수(SAIDI), 공급지장 에너지(NDE)
를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빈도구간법을 이용한 신뢰도 평가 방법
  2.1.1. 상위 계통 공급 신뢰도
상위 계통의 연간정전 횟수는 계통 내부 선로 고장률항의 합으로 나

타낼 수 있고 연간정전시간은 외부 평균복구시간을 포함한 항과 고장으
로 인해 고립되는 시간의 항으로 나타 낼 수 있다.[1]

  
∈

 [횟수/년] (1)

  
∈

  
∈

  [시간/년] (2)

  2.1.2. 일반 배전계통 공급 신뢰도 분석방법
독립운전이 불가능한 하위 배전계통의 연간정전횟수, 연간정전시간,

연간 정전 시 공급지장 에너지는 내부 고장 항과 상위계통의 사고에 의
해 정전 유발되는 외부고장 항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타낼 수 있다.[1]

  
∈


  [횟수/년] (3)

  
∈

   [시간/년] (4)

    
∈

    [kWh/년] (5)

  2.1.3. 마이크로그리드 공급 신뢰도
독립운전기능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신뢰도는 외부고장 항에

독립운전실패 확률 및 독립운전 실패 시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평균시간
을 고려하여 표현하였다.[1]

  
∈

   [횟수/년] (6)

  
∈

   [시간/년] (7)

    
∈


 

 [kWh/년] (8)

  2.1.4. 계통 신뢰도 지수 SAIF와 SAIDI  

 계통내의총고객수
정전을경험한고객수




(9)

 계통내의총고객수
모든고객의정전지속시간합




(10)

 : 일반 배전계통/마이크로그리드/상위 배전계통 연간

정전횟수

 : 내부 고장률

 : 외부 고장률

 : 일반 배전계통/마이크로그리드/상위 배전계통 연간

정전시간

 : 내부 평균고장복구시간

 : 상위계통 연간정전시간

 : 일반 배전계통/마이크로그리드 정전 시 공급지장

에너지

 : 부하량

 : 독립운전 실패 확률

 : 독립운전 실패 시 정상상태 회복평균시간

 : 외부 평균복구시간

   : 고장 시 고립 시간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된 방사형 상위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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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한 배전계통 공급 신뢰도 분석
  2.2.1. 배전계통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계통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그리드의 선로의 평균연간정전횟수는 0.04[횟수/년*km], 각 선
로의 길이는 0.9km(총1.8km)로 가정한다. 각 내부 선로별 평균고장복구
시간 은 20시간으로 가정한다. 또한, 독립운전 실패 시 마이크로그리드
복구 시간 은 0.25시간을 기본 값으로 가정한다.

신뢰도 분석을 위한 상위 계통 모델은 <그림1>을 사용하였고 부하와
선로길이의 정보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상위계통 부하정보 

 <표 2> 상위 계통 선로별 길이

  2.2.2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실패 확률
독립운전 실패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마이크로그리

드 내부의 전력 공급/수요의 불평형이다. 실제로 계통연계 시 계통으로
부터 마이크로그리드가 전력을 공급 받고 있다면 독립운전 전환 시 과
도적으로 전압의 큰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전압 변동을 방지
하기 위해 분산전원의 전압 제어 운전모드 또는 분산전원의 Droop 제어
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의 부하량이 발전
량보다 항상 작도록 계획된 계통에서 독립운전 실패 확률을 Droop을 가
진 분산전원의 용량 대비 계통 연계점(PCC)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기
준으로 식 (11)과 같이 설정 할 수 있다.[2]

  

 
(11)

<표 3>은 실증사이트의 Droop 제어가 가능한 분산전원인 BESS의 용
량을 증가시켰을 때의 독립운전 실패 확률 데이터이다. EMS 제어가 가
능할 때에는 상위계통으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유효전력량을 제어하여
독립운전 실패 확률은 0으로 가정하였다.

<표 3> BESS용량과 Droop, EMS 제어에 따른 독립운전 실패 확률

  2.2.3. 마이크로그리드 공급 신뢰도 평가
마이크로 그리드 내 정전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데 있어 상위계통

연간정전횟수 의 경우 계통에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위치마다 달라진

다. 본 분석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가 <그림 1>의 부하점 15에 위치하고
독립운전 실패 확률   , 연결될 부하량을 [kW]로 가정하

였다.
식 (1), (2), (3), (4), (5), (6)을 이용하여 부하가 일반배전계통에 연결되
어 있을 경우와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결되어있을 경우의 연간정전횟수,
연간정전시간, 정전 시 공급지장 에너지를 구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마이크로그리드와 일반 배전계통 연결 시 공급 신뢰도 비교

  2.2.4. 공급 신뢰도 개선 효과
<표 4>에서의 결과를 보면 동일부하에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시킨

다면 상위계통 사고 시 일반 배전계통에 비하여 약 1116.8[kWh/년]만큼
의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의 Droop 유/무, BESS
유/무, SC 유/무, 에너지 불평형 등으로 독립운전 실패확률 값을 감소시
킬 수 있다면 연간정전횟수의 값을 더 줄일 수 있다. 결국 정전 시 공급
지장 에너지양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2.3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한 배전계통의 SAIFI, SAIDI, NDE 
<그림 1>과 같이 부하점 6, 7, 11, 15, 18, 24, 26에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되었을 때와 설치되지 않았을 때의 SAIFI, SAIDI, NDE(공급지장
에너지)에 대해 비교한 것을 <표 5>에서 비교하였다.
마이크로그리드가 있을 때 SAIFI, SAIDI, NDE가 모두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기능으로 정전효과가
마이크로그리드 내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에 따른 배전계통의 신뢰도 지수

만약 외부 사고 시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발전량이 부하량보다 많을
경우 인접한 배전계통으로 역방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의 신뢰도 지수 <표 6>에서 비교하였다.
마이크로그리드가 인접 부하를 담당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수 SAIFI는 바뀌지 않지만 정전지속시간을 나타내는 지수인
SAIDI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급지장 에너지 NDE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계통으로 역조류 허용에 따른 배전계통의 신뢰도 지수 

3. 결    론

계통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적정 신뢰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통을 계
획하는 것은 경제성 있는 계통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마
이크로그리드 역시 설치를 위해서는 계획 당시부터 적정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설치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 사이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시 NDE 감소로 인한 정전비용 저감효과를 일반 배전계통일 경우와 비
교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신뢰도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마이크
로그리드를 포함할 경우 계통으로 역조류를 허용할 떄의 SAIFI, SAIDI,
NDE를 비교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시 독립운전 전환 시 실패 확률
을 줄이고 계통으로의 역조류 송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배전계통의 신뢰
도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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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점(LP) 부하량(kW) 고객 수 부하종류

1, 20 800 210 Residential

2, 21 600 210 Residential

4, 6, 15, 25 500 240 Residential

9-11, 13, 26 600 195 Residential

3, 8 600 180 Residential

5, 17, 23 700 250 Residential

7, 14, 18, 22, 24 300 100 Residential

12, 16, 19 700 200 Residential

선로 (branch) 길이(km)

1, 6, 9, 13, 14, 18, 21, 25, 27, 31, 35, 36, 39, 42 0.5

4, 7, 8, 12, 15, 16, 19, 22, 26, 28, 30, 33, 37, 40 0.65

2, 3, 5, 10, 11, 17, 20, 23, 24, 29, 32, 34, 38, 41, 43 0.8

일반 배전계통 마이크로그리드

연간정전횟수 0.338 [횟수/년] 0.2527 [횟수/년]

연간정전시간 5.208 [시간/년] 1.4852 [시간/년]

NDE 1562.4 [kWh/년] 445.56 [kWh/년]

마이크로그리드 없을 때 마이크로그리드 있을 때

SAIFI 0.354 0.308

SAIDI 6.774 5.227

NDE 86244 77308

계통으로 역조류 허용 X 계통으로 역조류 허용

SAIFI 0.308 0.308

SAIDI 5.227 3.955

NDE 77308 58848

독립운전 실패 

확률

독립운전 실패 후 

회복시간 

Droop 제어 없을 때 1 5

Droop 제어 BESS[50kVA] 0.8397 0.25

Droop 제어 BESS[100kVA] 0.6795 0.25

Droop 제어 BESS[150kVA] 0.5192 0.25

Droop 제어 BESS[200kVA] 0.3590 0.25

Droop + EMS 제어 0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