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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fense systems are needed to prevent catastrophic failures of a power grid due to cascaded events. 

Cascaded events can be occurred by power flow overload. Especially, it is the most dangerous problem that overload line 

is outage, because it can make the power system face danger of cascaded. In this paper, vulnerability evaluation for 

monitoring wide are outage is proposed using by configuration information of transmission systems. This method of 

vulnerability evaluation is considered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power flow, especially overload. What is more, it 

can be used when the configuration of power system changes, as simple fault occurs or maintenance of facility. In the 

case studies, the estimation and simulation network have been testified and analysed in PSSE and C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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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북미 유럽 등에서 발생한 규모 정 사태는 

무엇보다도 기가 인류에 미치는 향에 한 요성을 실

감하게 해 주었다. 아마도 기공학 분야의 에서는 역

사상 가장 충격 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는 측할 

수 없는 우연한 동시 다발  작은 사고에 의해 어마어마한 

규모 정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실로 놀라움을 할 수 없

다. 이는 지 도 어디선가 역정 의 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

역정 에 한 험성과 분석  방지 책에 한 연구

는 세계 으로 많은 심을 불러일으키며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NERC(North America Reliability Council)의 

정  기록 분석에 따르면 최근 용량 정 사고도 높은 빈

도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충분한 여유

용량 확보를 통해 력계통을 운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

만 이는 막 한 시설비의 요구로 볼 때 실  안이 되지 

못한다[2]. 

한 력계통은 발 기, 부하  송 선로 등 구성요소 

일부의 탈락이 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하여 안 도(Security)를 유지하여 운 하고 있다. 하지만 

후비보호 계 기의 오정정[3], 운 자의 실수[4], 제어시스템 

통신실패, 보호계 기의 고장[5]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역

정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까지 발생한 역정 은 력계통의 고장 혹은 외란

에 의해 선로가 탈락되고, 이로 인하여 과부하가 발생하여 

보호계 기가 동작함으로 인해 역정 으로 발 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사례분석 결과 보호계 기에 의한 향이 

체 역정  사례  75%에 달한다고 한다[6, 7].

역정 을 막기 하여 응형 거리계 기[8], 계 기 

잠재고장에 한 연구[9, 10], 한 멀티에이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취약성 산정 기법을 이용하여 력계통에 자기복

구  재구성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역정 을 막고자하는 

SPID(Stractegic Power Infrastructure Defense)[11]이라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 으로 계

기 자체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만, 상황에 따른 측 방법으로 모든 상황에 한 검증이 어

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통의 험을 직 인 험과 간

 험을 동시에 고려한 선로의 취약도 평가 방법을 제

안하 다. 이는 역정 에 한 험을  상황에 한 

험 뿐 만이니라 측 불가능한 계통의 일부분에 사고에 

한 험 요소를 고려하여 험을 알려 주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도권 심의 모의 계통을 PSSE를 통해 구

하고 모의 계통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도 산출을 C 로

그램으로 구 하여 정상상태와 선로 탈락의 경우 취약도를 

구하 다.

한 본 연구는 재 개발 인 역감시 시스템에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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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행하 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선로의 험

을 운 자에게 달하여 역정  방지 책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2 . 역정 과 과조류 선로의 계

2 .1 역정  피해 사례

1977년 7월 13일 Buchanan South와 Millwood West 사

이의 2개의 345[kV] 선로가 낙뢰로 인해 탈락 하고 약 18분 

뒤  다른 낙뢰에 의해 Sprain Brook와 Buchanan 사이의 

한 개의 345[kV] 선로와 Sprain Brook와 Millwood West 사

이의 한 개의 345[kV] 선로가 탈락 하 다. 그 후 23분이 

지나 345[kV] 선로가 나무에 하며 계 기가 동작하여 

탈락 하며 역정 으로 진행을 하 다. 이로 인해 

6,000[MW]의 부하가 탈락하며 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1996년 8월 10일 West Coast에서는 나무에 의한 사고로 

3개의 500[kV] 선로가 탈락을 하고 Keeler-Allston 500[kV] 

선로가 과조류에 의해 나무에 하며 탈락해 1,300[MW]

의 정 을 일으켰고 이들 송  선로의 탈락으로 Portland 

지역의 병렬로 연결된 선로의 과조류가 발생하 다. 그 후 

약 5분이 지나 115[kV] 선로가 계 기에 의해 탈락이 되고 

230[kV] 선로의 과조류가 발생하여 나무에 하며 탈락하

다. 같은 시간 McNary 수력 발 기들이 탈락을 시작하면

서 계통이 불안정하게 되어 Cascading 상에 의해 역정

으로 발 하 다. 이로 인해 28,000[MW]의 피해를 가져 

왔다.

한 2003년 8월 14일 Eastlake의 5개의 발 기가 탈락을 

하며 시작하여 29분후 Stuart-Atlanta 345[kV] 선로가 나무

에 하여 탈락하 다. 그 후 57분이 지나 52분 동안 3개

의 345[kV] 선로가 나무에 하여 탈락 하 고 24분후 29

분 동안 16개의 138[kV] 선로가 과부하로 탈락 26분 후 5분 

동안 다수의 요 선로가 거리계 기 동작에 의해 탈락 

하며 역정 이 일어나 총 70,000[MW]의 피해를 가져 왔

다[12].

역정  사례를 보면 기 계통의 일부분에서 불특정 사

고에 의해 시작을 한다. 이러한 기 사고는 측하기 어렵

거나 자연 재해와 같은 막을 수 없는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다. 하지만 역정 으로 진행하는 과정  공통 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기의 사고에 의해 계통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선로에 실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과조류에 의해 선로의 늘어짐 상이나 후비 보호용 

계 기의 동작으로 선로가 탈락을 하면서 정  구간이 확산

이 된다. 이는 계통의 일부분의 탈락에 의한 계통의 조류가 

재분배 되어 타 선로의 과부를 일으켜 선로 탈락을 유발하

여 역정 으로 발 함을 알 수 있다.

2 .2  역정 에 한 과조류 선로의 향  취약도 

평가

2 .2 .1 역정 에 한 과조류 선로의 향

본 연구의 제안한 알고리즘 설명에 앞서 그림 1의 IEEE 

39 모선 계통을 이용하여 단순한 한 개의 선로 탈락과 두 

개의 선로 탈락에 한 과조류 상을 확인하 다. 이는 선

로 탈락과 같은 단순 사고가 조류 재분배를 통해 계통의 과

조류를 일으키는 상과 과조류가 체 계통에 미치는 악

향을 확인하 다.

그림 1 IEEE 39 모선 시스템

Fig. 1 Power Flow of IEEE 39 Bus System

Normal states
after 13-14 line 

outage
after 13-14, 5-6 
line outage

From To P[MW] P[MW] P[MW]

13 14 334 0 0

5 6 532.4 822.1 0

6 7 436.1 481.6 1319.1

7 8 201.2 246.4 1074.2

6 11 306.6 639.8 639.8

10 11 312.6 617.4 617.5

표  1 정상상태, 13-14선로 탈락 후와 5-6선로  13-14

선로 탈락 후의 조류 흐름

Table 1 Power Flow normal states, 13-14 line outage and 

13-14 line and 5-6 line outage

그림 1은 IEEE 39 모선 시스템이다.  계통에서 13-14 

선로의 탈락과 13-14 선로와 5-6 선로의 탈락을 가정하여 

모의했고 표 1에 조류 변화가 많은 6개의 선로의 조류 흐름

을 볼 수 있다. 이는 선로 13-14 선로의 정상상태 일 때 

334[MW]의 조류가 선로 탈락 후 각 선로에 재분배되어 표 

1에서 보여주는 3개의 선로(5-6, 6-11, 10-11)에 과조류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크지 않은 조류가 흐르던 선로의 탈락이 계통의 일

부분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한 과조류

를 일으킨 선로의 계 기 동작으로 5-6 선로의 2차 탈락을 

하게 되면  다른 선로의 심각한 과조류가 발생함을 표 1

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조류는  다른 설비의 탈락을 

유발하며 Cascading 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앞에서 언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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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상이 진행하 음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시 으로 정 구간의 확산이 가  되어 치명  

역정 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계통의 일부분의 사고에 한 설비의 탈락은 선로

의 과조류를 일으키고 이에 한 2차 탈락을 유발하여 

Cascading 상으로 발 하여 계통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

러한 설비 탈락에 한 과조류의 향은 계통의 역정 을 

일으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2 .2  과조류와  취약도

본 연구에서는 계통의 험을 조류의 향에 맞춰 진행을 

하 다. 이는 력계통의 안정도 단기 으로는 선로의 과

부하정도, 압의 크기  상차, 류의 크기, 주 수 등

을 이용하여 그 향정도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과조류

에 의한 후비 보호용 계 기의 오동작 확률이 증가하게 되

며 과조류 선로의 탈락 시 큰 유효 력이 타 선로로 유입

되므로 타 선로의 과조류 발생확률이 커지게 된다. 선로의 

요도를 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과조류시 선로의 열화

로 인한 고장발생확률이 커지고, 이는 다시 선로의 탈락으

로 이어짐으로 유효 력의 요성이 기타 수치에 비하여 

그 요도가 매우 높다 하겠다. 역정  실제 사례에서도 

과조류 향으로 선로의 늘어짐 상이나 후비 보호계 기

의 동작을 유발 시켜 역정 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효 력에 한 취약도 평가 방법을 

제안하 다. 

취약도를 자세히 설명하면 계통의 사고 시 설비의 일부분

이 탈락을 하고 이후 탈락된 설비에 흐르던 조류가 재분배 

되어 계통의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는 정도와 과부하로 인한 

2차 탈락에 한 향까지 고려하여 산출이 된다. 따라서 

취약도는 직 인 향인 과조류와 간 인 향인 2차 

탈락에 한 향까지 고려하여 실제 역정 의 진행에서 

치명  향을 끼치는 Cascading 상에 한 취약도 평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게 구해진 각 선로에 한 취약

도는 해당 선로가 탈락 하게 되면 탈락된 선로에 한 계통

의 취약정도를 나타내고 이는 취약도가 높을 수록 해당 선

로의 탈락이 체 계통에 미치는 향이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취약도 평가 방법은 계통의 구성에 

한 정보와 감시시스템에서 실시간 계측된 조류량에 한 

취약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후 탈락 설비에 한 계통 

변경 후의 조류량을 이용하여 취약도를 구하게 되어 계통의 

험 상황을 운 자에게 빠르게 달하여 계통 운 을 해 

이용될 것이다.

3 . 역정 에 한 설비 취약도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유효 력의 요도를 고려하여 LODF 

(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를 유효 력 측 지수로 

이용 하고 실시간 데이터로 실시간 유효 력을 고려한 설비 

취약도 산출을 하 다.

3 .1.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는 민감도 지수

(Sensitivity Factor)의 일부로 계통의 구성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이용하여 선로의 유효 력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선로 탈락에 한 조류 측이 가능하다[13]. 다시 말해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는 선로탈락에 한 

조류 재분배 후의 다른 선로의 조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3 .1.1. 정상 상 태  계통의 LODF

정상상태 계통의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는 계통의 구성 정보와 임피던스 정보에 의해 X행렬

이 정해지면 LODF는 구할 수 있다.

  




  

(1)

  : 선로 k의 리액턴스

  : a,b번 X matrix 요소

   : 선로 l에 연결된 버스 number
  : 선로 k에 연결된 버스 number

식(1)은 l선로에 한 k선로의 LODF를 나타내는 식으로 

계통의 구성 정보와 임피던스 정보에 의해 식(1)과 같이 구

한다.

그림 2  선로 탈락에 의한 조류 재분배

Fig. 2  Power Flow Transfers after line outage

그림 2는 시스템에서 한 개의 선로가 탈락 했을 때 탈락

된 선로의 조류가 각 선로에 재분배되어 흐른다는 것을 보

인다. LODF는 탈락될 선로의 재 조류량를 이용하여 탈락 

후 각 선로의 조류량을 측 할 수 있다.

∆   (2)
 ∆   (3)

  : 선로 탈락 후 l선로의 조류량

  : 선로 탈락  l선로의 조류량

∆  : 선로 탈락 과 후의 l선로의 조류량 차이
  : k선로에 한 l선로의 LODF

식(2)은 k선로의 탈락에 한 l선로의 조류량 변화를 

LODF를 이용하여 구하는 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식(3)와 

같이 l선로의 재 조류량을 이용하여 k선로의 탈락 후 l선

로의 조류량을 구할 수 있다.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와 실시간 조류

량을 알고 있으면 선로 탈락에 한 계통의 조류량을 측 

할 수 있다.



Trans. KIEE. Vol. 59, No. 3, MAR, 2010

송  계통 감시 시스템을 한 취약도 평가 방법 개발                                                                    509

3 .1.2 . 선로 탈 락  후  계통의 LODF

계통의 구성이 변화하게 되면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는 계통 구성에 따라 X행렬이 변하게 

된다. 이는 X행렬을 다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다. 하지만 계통 일부분이 탈락할 때 X행렬을 간편하게 구

할 수 있다.


    

   
(4)

  : 모선 i와 모선 j 사이의 선로 리액턴스

  : a,b번 X matrix 요소



 : 모선 i와 모선 j 사이의 선로 탈락 후 k,l번 X matrix 요소

식(4)는 계통의 선로가 탈락한 후 새로운 X행렬 요소를 

구하는 식으로 이를 통해 각 새로운 X행렬을 구하여 식(1)

을 이용하여 선로 탈락 후의 LODF를 구하게 된다. 이는 새

로운 X행렬을 구하는데 계산 소요 시간을 여 실시간 취

약도 산출을 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1차 선로 탈락 뿐 아니라 1차 선로 탈락 

후 다시 2차 선로 탈락에 한 조류 측을 가능하게 한다.

3 .2 . 설비 취약도 지 수

계통의 험도를 산출하기 해서는 압, 류, 주 수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유효 력의 향이 크므로 

유효 력만을 고려하여 설비 취약도를 산출 하 다. 이는 

선로의 과조류가 계 기 동작에 향을  뿐 아니라 과조

류 선로의 탈락 시 큰 유효 력이 타 선로에 유입되므로 타 

선로의 과조류 발생확률이 커지게 됨으로 유효 력이 선로

의 요도를 표한다고 할 수 있다.

  : 선로의 탈락률

  : 선로의 과부하률

  : 선로의 2차 향지수

 : 선로 조류 한계량
  : n모선과 m모선 사이 선로의 조류량

 














⋅ 



 

 ⋅ 

 ⋅  

  

(5)

본 연구에서의 설비 취약도는 선로의 탈락 가능성을 제

하에 유효 력의 변화에 한 계통의 향 정도를 나타낸

다. 이는 각 선로의 과부하 정도에 따라 선로의 탈락확률과 

향이 다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식(5)와 같이 선로에 흐

르는 조류가 선로의 한계량( )보다 크면 탈락확률을 1로 

정하 고, 80%이상 선로의 한계량( )이하에서는 1∼0사

이 값을 갖게 되고, 80%이하에서는 탈락확률이 0으로 정하

여 계산하 다. 이는 조류량에 의해 탈락률을 1∼0 사이 값

을 갖게 하여 용하 다.

 


(6)

선로의 과조류 정도는 재 조류량의 험정도를 나타내

는 지수로 조류가 많이 흐르면 그에 비례하여 선로 탈락시

의 향 정도도 증가한다. 식(6)과 같이 계산하여 과조류 정

도를 고려하 다.

  
  
  






(7)

선로 탈락에 따른 향 정도는 선로의 탈락에 한 타 선

로의 2차 향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선로가 탈락 할 경

우 타 선로들의 과조류 정도로 나타내고 식(7)와 같이 계산

하 다.

 ⋅⋅ (8)

i, j, n, m : Bus Number

  : nm선로의 향도

에서 설명한 3가지의 요소를 이용하여 n모선과 m모선

사이의 선로 향도( )를 식(8)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다. 이 향도 탈락률(), 과부하률(), 2차 향지수()

의 곱으로 구할 수 있어 2차 향지수까지 고려하 다.

  
  
  



 (9)

i, j, n, m : Bus Number

k : Total Bus Number

 : nm선로의 향도

  : ij선로의 취약도

모선 i와 모선 j사이의 선로의 취약도 지수는 해당 선로

의 향도( )의 모든 합으로 구한다. 식(9)는 향도로부

터 취약도를 구하는 식을 표 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각 

선로의 취약도를 구할 수 있다.

3 .3 .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취약도 산출 방법

본 논문은 계통의 구성 정보와 력IT 기술을 이용한 시

간 동기화된 실시간 역감시에 용을 해 설비 취약도 

평가를 연구했다. 그림 3은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취약도 

알고리즘의 총 구성도를 나타낸다. LODF를 이용하여 실시

간 조류 데이터에 따른 험도를 산출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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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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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례연구 시뮬 이션 계통과 조류량

Fig. 4  The Power System and Power Flow for Case study

그림 3  실시간 취약도 평가 방법 구성도

Fig. 3 The Struture of Vulnerability evaluation for monitoring

그림 3에서 off-line data는 용될 계통의 구성정보에 의

해 구할 수 있으며, real time data는 계통의 압, 류 데

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조류 데이터를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취약도는 우선 상 선로 탈락을 가정하여 조류 

측을 통한 타선로들의 탈락률과 과부하률를 구하게 되고 다

시 과부하 선로에 한 2차 탈락을 가정한 조류 측을 통해 

이차 향도를 구해 모든 향도에 한 취약도를 구하게 된

다. 한 사고 혹은 검을 한 계통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도를 산출 

하므로 실시간 계통 운  시스템에 효율  험 리에 이용

될 수 있다.

3 .4 . 설비 취약도 지 수 평가 방법

설비 취약도는 선로의 조류 한계량과 계통 설비의 이용률

과 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 선로의 탈락은 과조류와 계

가 깊다고 하 다. 하지만 설비의 탈락 기 에 한 언 은 

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설비의 탈락 기 을 가장 큰 

조류가 흐르는 설비의 조류량 기 으로 하여 그 보다 높은 

설비에 한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 다. 한 우리나라에서

는 일년  부하량이 가장 많은 여름 낮 시간의 가장 큰 조

류량이 기 으로 취약도를 구하게 된다.

   


(13)

  : 표 화된 취약도

   : 알고리즘을 통한 취약도

 : 모든 취약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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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게 구한 취약도는 표 화를 해서 모든 취약도

의 평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규격화 하 다. 식(13)은 

규격화한 취약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 구해진 

취약도의 험기 을 5이하에서는 안정, 5～10은 경고, 10이

상에서는 험으로 정하 다. 이는 5이상일 때 상선로의 

탈락 이후 개 2개 정도의 설비에 과부하가 생기고 10이상

일 때 4개 설비에 과부하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취약도는 

그 자체에 수치로 험정도를 나타내므로 력계통의 운

자에 의해 험정도를 정하여 운 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취약도를 구하고 

다시 표 화된 취약도를 구하 다. 이러한 표 화된 취약도

는 계통의 2차  향을 고려하여 계통 운 에 맞는 험을 

운 자에게 인지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에 해 계통의 

운  측면 뿐 아니라 계통의 사고 시 제어 조치에 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4 . 사례 연 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그림 4와 같이 계통 모의로 

PSSE 시뮬 이션으로 진행하 다. 

그림 5의 계통은 한국의 PSSE 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도 지수 연구를 해 345kV 압 벨 이상의 설비에 

해 수도권 지역을 심으로 재구성한 모의 계통이다. 각 

데이터와 구성은 2008년 국 PSSE 데이터를 이용하 고 

조류의 흐름을 비슷하게 만들기 해 발 기 데이터와 부하 

데이터를 수정하여 2008년 조류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들었

다.

4 .1 사례 연 구  시나리오

시뮬 이션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 다. 첫 번째는 LODF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PSSE의 모의 시스템의 선로를 

탈락 했을 때의 조류 데이터와 LODF를 이용한 조류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 다. 이는 취약도를 구하

기 하여 LODF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리하여 LODF를 이용한 측 데이터를 시뮬 이션 데이터

와 비교 분석하 다.

두 번째는 설비 취약도를 정상상태일 때와 주요선로인 아

산3-화성3 선로 탈락했을 때 취약도를 비교 하 다. 이는 

정상상태의 취약도와 큰 조류가 흐르는 선로의 탈락의 경우 

취약도를 비교 분석하여 계통의 상태에 따라 취약도의 의미

를 확인할 수 있다.

4 .2  LODF를 이용한 조류 측 결과

본 논문은 설비 취약도를 구하기 해 LODF를 이용하

다. 본 사례연구는 LODF에 한 검증을 해 주요 선로  

한 개 선로 탈락일 때 LODF 지수를 이용한 조류 측 결

과와 PSSE를 이용한 조류 결과의 오차를 분석하고 한 취

약도를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2차 향지수를 구하기 해서

는 두 개의 선로 탈락에 한 조류량도 측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두 개 선로의 탈락 일 때의 LODF를 이용한 조류 

측 결과와 PSSE 조류 결과도 분석을 하 다. 

Outage 

Line

최  

오차(%)

아산3-

화성3

상선로
신가평7-

신태백7

미 3-

동서울3

신안성7-

신안성3

신온양3-

청양3

보령-

아산3

Power by 

LODF[MW]
1485.4 29.3 1373.2 867.7 143.0

Power by 

PSSE[MW]
1493.7 37.6 1364.0 876.6 127.1

오차(%) 0.40 0.40 0.44 0.43 0.77 0.77

신온양3-

서서울3

상선로
신태백7-

신태백3

Power by 

SF[MW]
991.2

Power by 

PSSE[MW]
996.1

오차(%) 0.24 0.25

곤지암3-

신제천3

상선로
신가평7-

신가평3

신가평7-

신태백7

신가평3-

미 3

신태백7-

신태백3

신태백3-

울진

Power by 

SF[MW]
1120.2 1674.6 1073.9 1129.6 1121.4

Power by 

PSSE[MW]
1122.6 1678.1 1076.6 1133.3 1125.2

오차(%) 0.12 0.17 0.13 0.18 0.18 0.18

표  2 한 개 선로 탈락 시 LODF를 이용한 조류 측 결

과와 PSSE 시뮬 이션 결과 비교

Table 2 Predicting Active Power by LODF and PSSE 

simulation result after one line outage

표 2은 한 개 선로 탈락에 한 LODF를 이용한 유효

력 측 결과와 PSSE 시뮬 이션을 이용한 유효 력과 오

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모든 오차 계

산의 기 을 최  조류가 흐르는 신안성7-신서산7의 유효

력 2072[MW]을 기 으로 계산하 다. 

Outage 

Line

최  

오차(%)

아산3-

화성3

신가평7-

신가평3

상선로
신가평7-

신태백7

미 3-

동서울3

신안성7-

신안성3

신온양3-

청양3

보령-

아산3

Power by 

SF[MW]
1430.5 25.57 1373.2 867.7 143.0

Power by 

PSSE[MW]
1441.5 14.2 1363.9 876.9 126.7

오차(%) 0.53 0.55 0.45 0.45 0.79 0.79

신온양3-

서서울3

아산3-

신서산3

상선로
신안성7-

신안성3

신안성7-

신서산7

화성3-

서서울3

아산3-

화성3

아산3-

신서산3

Power by 

SF[MW]
1373.2 2059.8 1285.7 1920.1 2498.6

Power by 

PSSE[MW]
1355.7 2033.5 1259.5 1891.5 2551.2

오차(%) 0.84 1.27 1.27 1.38 2.53 2.53

표  3 두 개 선로 탈락 시 LODF를 이용한 조류 측 결

과와 PSSE 시뮬 이션 결과 비교

Table 3 Predicting Active Power by Sensitivity Factor and 

PSSE simulation result after one line outage

표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PSSE 시뮬 이션 결과와 

LODF를 이용한 측된 유효 력의 결과 값의 오차는 1% 

미만으로 한 개 선로의 탈락일 경우 LODF의 신뢰도는 검

증이 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LODF는 선로의 2차 탈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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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선로 탈락일 때의 

결과도 검증을 하 다.

표 3는 두 개 선로 탈락에 한 LODF를 이용한 유효

력 측 결과와 PSSE 시뮬 이션을 이용한 유효 력과 오

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부분 1% 미만의 오차를 보인

다. 하지만 신온양3-서서울3, 아산3-신서산3의 두 개 선로 

탈락일 경우 1%이상의 오차를 보인다. 하지만 아산3-신서산

3 선로의 경우 유효 력량을 보면 2500[MW]로 정상상태의 

신안성7-신서산7 선로의 기 값 보다 높은 유효 력량을 보

이고 있어 2.53%의 오차는 선로의 조류량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취약도 지수 산출 과정의 LODF 이용이 가능

하다 하겠다.

4 .3  취약도 산출 결과

본 논문의 취약도 사례연구는 정상상태일 때와 큰 조류가 

흐르는 선로가 탈락 했을 때의 취약도를 구하여 비교 분석

하 다. 

선로

 설비

Active Power

(normal state)

VI

(normal state)

VI

(아산3-화성3 

outage)

아산3-

화성3
1195.4 MW 0.97 5.20

청양3-

신온양3
632.3 MW 0.92 2.13

아산3-

신서산3
1249.3 MW 1.09 2.06

신안성7-

신안성3
1373.2 MW 1.06 2.03

신가평7-

신태백7
1485.4 MW 1.64 2.69

신서산7-

신안성7
2059.8 MW 0.97 1.15

신태백7-

신태백3
991.2 MW 1.10 2.13

신가평3-

신가평7
982.5 MW 1.11 2.02

표  4  정상상태와 아산3-화성3 선로 탈락 후 취약도 비교

Table 4 Vulnerability Index in normal states and one line 

outage

표 4은 정상상태와 아산3-화성3 선로 탈락 후의 9개의 

선로의 취약도를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취약도

는 정상상태일 때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아산3-화성3 선로 탈락 후의 취약도에서 2회선의 선로  

나머지 아산3-화성3 선로의 취약도가 5.20가 되었다. 이는 2

회선이던 선로  한 개 선로가 탈락 후 나머지 한 개 선로

의 취약 정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 정상상태일 때 취약도는 부분 약 1정도의 취약도

를 나타낸다. 하지만 아산3-화성3 선로의 탈락 후 청양3-신

온양3, 아산3-신서산3 선로와 신가평7-신태백7 선로의 취약

도가 2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로 탈락에 의해 각 

선로의 취약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취약도가 5 이상일 때 경고를 나타내므로 아산

3-화성3 선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로는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의 계통을 보면 아산3-신서산3의 이  

선로에 의해 계통이 연결되어 있다. 이  한 개의 선로가 

탈락을 하게 되면 계통이 분리가 되면서 Islanding이 된다. 

이는 계통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아산3-신서산3의 선로

가 탈락 했을 때 나머지 선로의 취약도는 20이 되어 그 취

약 정도를 험수 으로 정했다.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15년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  피

해를 가져오는 역정  방지를 하여 측 불가능한 사고

에 한 설비 취약도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 하 다.

역정  사고는 기 기치 않은 사고에 의한 설비의 

탈락 이후 조류 재분배 상이 생기고 이에 한 선로의 과

조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 후 과조류 선로의 늘어짐 상이

나 과조류에 의한 계 기 동작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설비 탈락이 이루어지고 이후 계통의 붕괴하여 역정 을 

일으키게 된다. 이제 해  세계 으로 역정 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지고 있다.

재 국내에서 력 IT분야의 발 으로 PMU를 개발 하

여 실시간 시간 동기화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해지고 계통 

실시간 감시에 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취약도 산출 

알고리즘은 이러한 실시간 시간 동기화된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계통의 불의 사고에 한 직  향뿐만 아

니라 2차 향까지 고려하여 취약도를 산출하여 계통의 

험정도를 알려 다. 이는 역정 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과조류에 한 설비 탈락을 감시하여 치명  역정 의 발

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하여 PSSE 

시물링크를 이용하여 LODF에 한 타당성과 취약도 결과

를 비교하 으며, 결과 상은 계통의 사고가 없을 시 각각의 

설비의 취약도와 큰 조류가 흐르는 선로 탈락 후 설비 취약

도를 비교 분석 하 다. 이는 역정 에 한 계통 설비를 

취약도를 이용하여 험이 잠재되어 있는 설비의 검이나 

사고 발생시 운 자의 조치를 통한 정  방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 하 다.

차 력계통은 산업의 발 함에 있어 복잡해지고 효율

 운 을 하기 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 게 변하고 

있는 력계통은 은 마진으로 운 이 되면서 역정 에 

한 험에 노출 되어 있다. 재  세계 으로 역정  

방지를 한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시간 

계통 감시를 한 WAMS라는 력계통 감시 시스템 개발

을 진행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WAMS

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용 되어 계통의 험을 실시간으로  

역정 에 한 험을 진단하고 알려  수 있는 역할을 

해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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