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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ile most of the existing protection schemes have been designed with local information around individual 

components, these local schemes are not considered capable of protecting the modern electric power gird with growing 

complexity. Recent blackout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renewed the emphasis on coordinated protection and 

control actions to avoid systemwide blackouts, utilizing all of the available grid information. Thus,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ology, Agent-based Colored Petri Net (ACPN) modeling for systematically representing, model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flows and interactions among the entities of the electric power grid. The paper demonstrates its 

efficacy and accuracy by investigating an ACPN model of a wide area protection system for a typical power grid. The 

proposed modeling and analysis schemes may further provide a framework to help assure reliability and interoperability 

of diverse smart gri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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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일어났던 규모의 정  사태

는 송  시스템을 범 한 시각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두시켰다. 기존의 보호 알고리즘들은 부분 인 입력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은 의 복잡

한 력 시스템에 잘 맞지 않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복잡

한 력 시스템에서도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에 

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으며, 그  역 보호 시스템

에 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3]. 역 보호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기 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에

이 트의 기법을 용하고 있다[1][4][5]. 지능형 력 기기

들에 치한 보호 에이 트 상호간의 력 정보 교환은 계

통시스템에서의 사고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고가 난 지 을 한정시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6][7]. 계통에 있어서 사고에 한 정확한 진단은 력 

시스템의 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 다. 다 에이

트 기술은 특유의 자율 이고 력 인, 그리고 주도 인 특

징을 앞세워 분산 보호 시스템을 한 막강한 해결책을 제

시하고 있다. 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다 에이 트 시스템

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1) 각 지역의 심에서 조종하

는 구조와  2) P2P 기반으로 에이 트들이 분산된 통제권을 

조율하는 구조다. 후자의 구조는 에이 트가 일정한 계층  

구조가 아닌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때때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P2P 구조와 동일 시 된다[9]. 이 구조는 

부분의 역 시스템 보호에서의 력정보 분석 련 연구

에서 사용되었다.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에이 트들은 그것

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 장소를 찾기 해 인  에이 트들

과의 통신을 하여 사고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

은 다 에이 트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해 페트리 넷 

모델링은 유용하다[10]. 

페트리 넷 (Petri-Net : PN)은 분산 시스템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한 수학 이며, 시각 인 모델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몇 가지 장 이 있다. 한 가지 로 페트리 넷은 규

칙을 규정하고, Flow chart, 그리고 Finite State Machine 

(FSM)의 형태로 에이 트들의 행동을 정의 할 수 있다. 페

트리 넷은 정지 구조와 정보의 흐름, 충족된 조건, 그리고 

다른 상태·조건으로의 이행간의 의존 계(흐름, 순서, 충돌

하는 요구사항 등)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지

까지 페트리 넷은 력 시장, 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다

에이 트 시스템, 력 시스템 복구와 같은 분야에 성공 으

로 용되었다 [3][5][10]. 컬러와 목 기반의 페트리 넷은 

력계통의 역 사고 진단하는 연구에 용되었고, 분산정

보 시스템의 특성과 모듈식의 디자인을 한 체계를 기반으

로 하는 페트리 넷의 응용인 G-Net은 객체지향 소 트웨어 

공학 인 모델링 방법으로 다  에이 트 시스템에 연구되

어지고 있다[12][13]. Xu, Han과 Kumagai [13]는 한 에이

트를 기반으로 하는 G-net을 에이 트들의 인지와 력을 

설명하기 해 연구하 다. 하지만, 지 까지의 연구는 에이

트를 용시키는 방법에 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 로 확장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에

이 트들 간의 상호 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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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력 정보의 흐름은 정확하게 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 우리는 역 보호 

시스템에서 력정보의 흐름을 다  에이 트들의 력을 

통해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는 G-net 기법을 응용하여 컬

러 페트리 넷에 기반 한 새로운 에이 트(Agent-based 

Colored Petri Net : ACPN) 모델을 제안한다. 한 제안한 

ACPN 구조와 정의를 설명하고, 시나리오 모델을 통하여 

역 보호 시스템의 오작동과 고장 상태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페트리 넷의 개념에 해 설명한다. 역보호시

스템과 같은 복잡한 력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악

하기 한 ACPN구조를 3장에 제시한다. 4장에서는 우리가 

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력정보 흐름 분석을 한 ACPN

모델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유효성을 증명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과 향후 연구에 해 설

명한다.

2. 페트리 넷 (PN)

페트리 넷은 이산 인 분산 시스템의 수학  모델이며 시

스템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한  여러 가지 기  등의 정보

의 흐름과 기본  특징들을 분석하기 해 쓰일 수 있다. 

페트리 넷은 장소, 변이, 아크로 이루어져 있다[10]. 두 장소 

(place)가 주어졌을 때(i 와 j)  i와 j를 이어주는 곡선은 변

이 i를 출발하여 j 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실행 과정에

서 입력 혹은 다른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는 토큰이나 으로서 표기된다. 를 들자면 키보드 

자 의 ‘a‘ 키를  르면 그에 상응하는 토큰이 키보드에 

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달은 각각의 입력 장소들의 ‘토큰’

을 가지고 있을 때만 ‘발사’될 수 있다. 변이가 ‘발사’ 되었을 

때 토큰이 각각의 입력 장소에서 상응하는 출력 장소로 이

동된다. 페트리 넷의 ‘토큰’은 이러한 토큰들이 시스템 상에

서 어떻게 분포하여 있는지를 보여 다. 페트리 넷의 마킹

은 시스템의 재 상태를 보여 다.

 

그림 1 컬러 페트리 넷 기반의 에이 트(ACPN) 구조

Fig. 1 Agent architecture based on colored petri-net

3. 컬러 페트리 넷 기반의 에이 트(ACPN)의 구조

기본 페트리 넷의 토큰이 값을 가지지 않는 반면, 컬러 페

트리 넷에서는 2장에서 다루어진 시에서의 키보드의 자 

‘a’ 와 같이 모든 토큰들이 값을 가진다[10]. 따라서 분산정보 

시스템의 특성과 에이 트들의 인지와 력을 설명하는 

G-Net과 컬러 페트리 넷을 목시켜 력정보의 흐름을 복

잡한 역 보호 시스템에도 용 가능한 구조를 제안한다. 

3.1 일반 인 ACPN 설계

제안한 ACPN 모델의 설계는 그림 1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우리는 G-net의 에이 트 모델과 컬러 페트리 넷을 

기반으로 본 모델의 분석을 단순화시키기 해 몇 가지 요

소들을 추가하 다. ‘목표 장소’ (goal place, 에이 트에 

용될 수 있는 목표를 나타냄) 와 ‘지식 장소’(knowledge 

place, 에이 트에 용될 수 있는 환경이나 내부  상태를 

나타냄)는 본 모델에서 목표 장소로 정의하고 통합한다. 메

시지 라우 을 한 포 인 변화 장소(Generic Switch 

Place : GSP), 메시지 로세싱 유닛(Message processing 

unit : MPU) 그리고, GSP의 장소(보조 메시지 라우  유

닛)들은 생략되거나  (메시지 도착 장소)이라는 한 개의 

장소로 통합한다. 목표 과 환경 장소(둘러싼 환경의 재 

상태를 나타냄)는 일반 인 장소라고 한다.(페트리 넷에서 

일반 장소는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잡

한 장소는 한 개의 장소가 복잡한 계 아래에서 다수의 ‘장

소’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쓰인다.) 이러한 단순화 작업은 페

트리 넷의 동작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12].

본 모델 ACPN은 메시지 의사결정과 에이 트의 동시성

과 자발성을 추가하기 한 자동 스 쥴링 능력을 고려한

다. 에이 트들의 내부 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ACPN의 ‘변

이(Transition)’와 변이들의 상태 조건 등을 보여주는 ‘장소’

로 구성되어 진다. 여기서 컬러 토큰을 사용하는 것은 제안

하는 모델의 크기를 이고, 에이 트들의 동질성을 고려하

여 P2P 에이 트들의 모델링을 하기 한 것으로 력정보

의 흐름을 악하는데 합하다. 컬러 변수 C는 각각의 상

태 장소와 각각의 아크에 매겨진 가 치 벡터에서 토큰의 

값을 보이기 해 정의된 것이다. ACPN의 구조는 아래 그

림과 같이 통신 인터페이스 역과 내부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모듈에 송하는 메카니즘

Fig. 2 Transmission mechanism to th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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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 인터페이스 역 : 발신/송신된 통신 인터페이스. 

발신된 인터페이스들은 발신되는 아크와   메시지 변이

(메시지가 다른 에이 트들로 보내지는 곳)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에이 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듈은 이

를 분석하고 어떤 변이로 목표 에이 트들이 발사되어야 할

지 결정한다. 메시지 로세싱 모듈 (MPM) 은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사 에 로세스 한다.

2) 내부 역 : 지능형 구성요소들은 목표, 지식, 환경, 그

리고 에이 트의 상태 모듈이다. 에이 트들은 정상, 오류, 

혹은 실패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센서와 스 쥴링 모듈에

서 내부  사건들은 지역  환경에서 에이 트들이 그것의 

동료들과 조율을 시작하게끔 하는 것으로 감지될 수 있다. 

행동들은 스 쥴링 모듈에서 지역 이고 동 으로 공유된 

정보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된다. 조화와 재 모듈에서는 

다른 에이 트들로 부터의 변수와 단을 포함한 메시지들

이 센서의 가장 최근의 입력과 함께 처리된다. 조화 에이

트 목 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연 이 있는 에이

트들로부터 수집된다. 다수의 에이 트들로부터 도출된 

통합 인 단이 충돌을 해소하고 체 시스템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게 한다.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타 각종 일

반 변이와 치도 존재한다.

3.2 ACPN의 도식  모델

다 에이 트 시스템(Multi-agent System)은 2개의 요소

로, 〈 〉로 정의 되어 진다. A는 에이 트 서  넷

의 집합이다. 즉   … ∈ 이고, 는 에이
트i의 페트리 서  넷의 모델이다. 는 에이 트들 사이의 

계이고 는 에이 트 i와 j사이의 상호 계를 나타낸

다. 에이 트 i의 페트리 서 넷 는 9개의 요소로 이루어

진 집합, 〈      〉로 정의되어 진
다.

 모델을 구성하기 한 최소한의 장소 수

 모델을 구성하기 한 최소한의 변이(Transition) 

수. 변이들은 일반 이고, 지능 이고, 그리고 메

시지 변이들의 종류로 분류되어 진다. 지능 인 

변이들은 지능형 유닛(Intelligent Unit :IU)로 설

명되어진다. 

 장소와 변이들 ⊂ ×∪×  사이에 

계를 화살표(Arcs)로 표 된다. 그 화살표는 장

소 는 변이들에 의해서 발생된 변수 v로 수행 

 장소에   … 값을 가지는 색깔 집합


   →    …  . F에서의 

가 치 함수의 값은 0 는 1

 장소의 표시 : 

   →    …  의 값은 
0 는 1

 들어오는 인터페이스 〈 〉  다른 
에이 트들로부터 들어오는 아크를 나타낸다.

 나가는 인터페이스 〈〉, 은 다
른 에이 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한 메시지 

변이다. 는 다른 에이 트들에게 나가는 아크

를 나타낸다. 즉,   . 

 의사결정, 운 능력과 재, 그리고 센서 모듈을 

포함하는 지능형 유닛들을 한 기 을 나타낸다. 

목표, 지식, 환경 장소들은 에이 트들의 상태로서 

생각되어 질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우리는 을 제외하고는 각 에이 트들의 변이는 다른 

에이 트들에 상 없이 오직 각각의 장소(Place)에만 계를 

가진다고 모델을 한정한다. 를 들어 에이 트2에서 발사

한 변이1은 오직 모듈 의 마킹 벡터 M( )과 에이 트2

의 목표 상태인 M(Goal)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두 요소는 다시 에이 트2의  F( ,)과 F(Goal, 

) 무게 벡터 W( , )과 W(Goal,)에 의해 결정된다. 

한 이 네 벡터들은 (0,1 ,0,…,0) 같은 형태로 표 한다. 

에이 트i의 메시지 변이 이 다른 에이 트들에게 메시

지를 보내기 해 발사되었을 때, 우리가 제안한 ACPN 모

델의   모듈은 수신단의 정보를 수신하고 분석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그리고는 모듈의 마킹 벡터 M( )으로 변

환하고, 이 목표 에이 트로 발사된다. 의 발신 방법은 

그림 2에 설명되어 있다. 를 들어 에이 트1이 을 통

해 에이 트2와 에이 트3에게 메세지를 보내면 은 그것

을 받아서 M( ) =(0110...0) 을 만든다. 이는 에이 트2 와 

에이 트3의   변이가 각각 발사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4. 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력정보흐름 분석을 한 

ACPN 모델과 시나리오

역보호시스템은 기본 인 목 과 그것을 구성 체계는 

유사할 지라도 기기, 설치 장소  운 자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력정보흐름 

분석을 한 ACPN을 용할 역 보호 시스템을 그림 4와 

같이 간략화된 력계통과 이의 다  에이 트 시스템으로 

나타낸다. 본 모델의 주 아이디어는 지능형 기 디바이스

가 탑재된 에이 트들이 력 계통의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것으로 에이 트들의 력을 통한 송배  선

로의 사고를 찾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지능형 기 

디바이스(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 : IED)는 소 트웨어 

에이 트를 지원에 필요로 하는 통신, 입력/출력 능력 그리

고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를 의미한

다. 그림 3과 같이 이 지능형 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에이 트들은 자동 으로 운 되고 환경과 에이 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3],[4]. 한 역보호정보는 정확하고 빠르

게 사고를 감지하기 하여 보호 에이 트들이 정보가 교환

되어지고, 보호 에이 트들은 그림 4의 A,B,C,D,F라는 서

스테이션에 치되어짐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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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능형 기 디바이스 기반 에이 트 구조

Fig. 3 Architecture of agent based on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

4.1 역 보호 시스템에 ACPN 모델 용

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력정보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

는 ACPN모델은 시스템의 제어 흐름과 고정된 구조로 모델

하기 하여 순환형 컬러 페트리 넷으로 구성하 다. 역 

보호 시스템에서의 력정보흐름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에

이 트 1~8을 포함하여 구축하고, 력정보흐름 추 은 그림 

4와 같이 제안한 ACPN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모델링 한다. 컬러 페트리 넷에서 장소와 변이는 <표 1,2>

에 각각 나타내었다. 여기서 각각의 에이 트들의 구조는 

동일하다. 본 구축된 시스템은 에이 트의 행렬 

× ∥∥ ∥∥로 력정보의 흐름을 분

석할 수 있다. 에이 트들은 각 장소와 변이를 통하여 력

정보를 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변이 (환경 인식)는 

주기 으로 활성화 된다. 본 모델에서의 력정보는 선로의 

이상과 보호 장치의 오작동  사고 치를 악 할 수 있

도록 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결국 차단기 작동유무, 보호

계 기의 동작 여부를 악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인 정

보인 것이다.

그림 4 다 에이 트 시스템을 이용한 력네트워크 모델

Fig. 4 Model of power network using multi agent system

상태 P7는 다른 에이 트들의 명령에 상 없이 에이 트

가 단에 반응하게 하여 자동 으로 스 쥴 상태로 가는 

것이다. P7은 논리 으로 자동 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가진 

P6와 유사하다. 메시지를 처리하는 변이 은  ∼으

로부터 처리되어지는 다양한 메시지에 반응하고 처리한다. 

본 모델에서는 신호 샘 링과 정상 상태와 재 상태를 비

교한 후에, 확인 응답 문자를 통해서 에이 트들은 그 지역

의 환경 변화에 한 정보를 획득한다. P9~P13의 장소

(place)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path 0,1,2(보호처

리과정), 차단 실패 그리고 half-고장 상태이다. 환경변화에 

맞는 상황 변화를 악하기 해 이 확인 응답 문자를 사용 

하는 것이다. 확인 응답 문자의 결과가 Msg1 Trip 실패와 

Msg2 half-고장의 경우라면 재의 에이 트들이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Msg5 선고장, Msg4 보호신청, 

Msg6  상태와 같이 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보호 상태 메시지들은 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다른 마

지막 라인에서 동작하는 에이 트로부터 수신된 재의 신

호를 고려하는 메시지는 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변이   

이나 가 발사되기 한 제조건은 토큰이 력하는 

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변이 ∼ 은 각각 라인에 고장

이 났으며, 인 한 라인의 정상상태이고, 다른 라인의 끝 부

분의 에이 트들의 half 고장 상태며 그리고 차단 실패를 났

다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력계통의 오작동은 변이   의해 발견되어 질 수 

있다. 그 에이 트는 변이 와 를 통해서 고장 라인을 

알아내는 라인의 양 끝에 보호 상태를 사용한다. 변이 와 

에서 통합 보호 략이 라인 양쪽 끝에서 동작할 때, 

재와의 차이가나는 원칙은 변이    을 통하여 고장

을 찾는데 사용되어 진다. 라인의 한쪽 끝에서 에이 트에 

half-실패가 발생하면, 그 에이 트는 변이      통

해서 라인의 고장을 찾는다. 

본 모델과 같이 에이 트의 실패 상태의 확률이 고려되어 

질 때, 다  역 보호 에이 트들 사이의 력은 더 복잡해

지고 어려워진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모델은 설명한 것

과 같이 각 상황별로 정보의 흐름을 에이 트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계통 분석에서 일

어날 수 있는 결함을 최소화하 다.

그림 5 역 보호 시스템을 한 ACPN 모델

Fig. 5 ACPN model for wide area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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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내용


은 메시지를 받고, 목표 에이 트들을 한 

메시지들을 분석

 목표와 지식 상태들을 한 병합된 이스

 환경 이스

 에이 트 상태 이스

 실패 상태를 송하기 한 이스

 사건을 검하기 한 이스

 자동 스 쥴링 한 이스

 메시지를 기록 는 무시하는 이스

 path0에서의 보호 처리과정을 한 이스

 path1에서의 보호 처리과정을 한 이스

 path2에서의 보호 처리과정을 한 이스

 차단기 실패를 한 이스

 half-고장을 고려하기 한 이스

 력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스

 보호 상황을 해 할당된 이스


력하는 에이 트들로부터 보호 상황 과정을 

한 이스


에이 트들로부터 재의 신호정보 처리과정을 

한 이스

 메시지 처리과정을 한 이스


력하는 에이 트들로부터 메시지 처리과정을 

한 이스


에이 트들로부터 오는 “Half-고장” 이라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스


인 한 에이 트들로부터 송을 멈추는 실패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스


력하는 에이 트들로부터 보호 작업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이스

 에이 트에 보호 작업이 있을 때의 과정

 인  라인에서의 고장이 있을 때의 과정

 오작동 보호 처리과정

 라인에서의 고장을 처리


다른 라인의 끝에 있는 에이 트의 재 신호를 

나타냄 

 이 라인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음

 지역 인 차단을 멈추게 하는 과정

표 1 그림 5의 상태에 한 설명

Table 1 Places in Fig 5 and their descriptions

 

4.2 시나리오 제

그림 4에서 세 번째 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그 상이 발생했을 때, 에이 트5, 에이 트3, 그리고 에이

트8은 에이 트6에 한 상호 력 에이 트이다. 그것들은 세 

번째 라인의 사고를 악하기 하여 에이 트6에 각각의 보

호 거리를 송한다. 그 사고는 에이 트5의 보호 역과 에

이 트6의 보호 역에서 발생 한 것이라는 것을 상호 력으로 

알 수 있다. 에이 트3은 에이 트4와 상호통신 함으로써 두 

번째 라인에서의 오진된 사고를 악할 수 있다. 유사하게, 에

이 트8도 에이 트7과 상호 력 함으로써 네 번째 라인에서

의 오진된 사고를 찾을 수 있다. 다 에이 트들 사이의 력

과 재를 통하여 각 역별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다. 모든 에이 트의 기 상태는    ⋯
이고, 

목표 장소  , 환경 장소  , 그리고 에이 트 자기 상태 장

소 에 각각 토큰이 있다. 각 에이 트들은 력 계통의 내

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선 기기들과 통신할 수 있다. 체 

시스템의 상 과정은 장소  , 발사 순서  , 그리고 발사 

카운트 벡터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변이 내용

 메시지 처리 과정

 환경 인식

 들어오는 메시지의 기록  무시

 path1을 거쳐서 보호가 감지되는 것을 암시

 Path2를 거쳐서 보호 작업을 인식

 Path0을 거쳐서 모든 보호 작업 인식

 차단 실패 인식

 Half-실패 인식

 인식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

 이용자들에게 그것의 보호 단계를 송

 목표와 인식 상태를 업데이트

 path0을 지남

 path1을 지남

 path2을 지남


력하는 에이 트들에게 Trip-실패 메시지를 

송


력하는 에이 트들에게 Half-실패 메시지를 

송

 력하는 에이 트들로부터 보호 상태를 수신


향후 보호 업데이트를 받기 한 력하는 

에이 트를 약하는 메시지 처리 과정

 에이 트로부터 재의 신호 메시지를 수신


에이 트로부터 “라인#에 고장이 있다”는 

메시지를 수신


인 한 에이 트들로부터 “라인#에는 고장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수신

 에이 트로부터 Half-고장 메시지 수신

 에이 트로부터 Trip-실패 메시지 수신

 보호 작업이 재 없다는 것을 의미

 작업된 보호지역의 인증과 그 수를 의미

 이 라인에서의 재 차이를 발견

 이 라인에서의 재 차이가 없음


이 라인에서의 고장을 발견하고 차단을 작동시킬 

비가 됨

표 2.1 그림 5의 변이에 한 설명

Table 2.1 Transitions in Fig. 5 and their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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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내용


인 한 라인들에 고장이 없고, 보호 작업이 

있다면 규칙 9를 사용할 비가 됨을 발견


에이 트는 인 한 라인에 고장이 명백한 차단을 

작동시킬 비

 이 에이 트에 보호 오작동 발견

 이 라인에 고장 발견

 이 라인에 고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 못함

 인 한 라인에 고장이 없음

 라인에 고장이 존재함

 보호 오작동 기록

 력하는 에이 트들에 라인#에 고장 메시지 송

 작동된 보호 지역의 수를 기록


재 신호를 지정하는 다른 라인에 에이 트를 

더함


력하는 에이 트들에 라인#에 고장이 없음 

메시지 송

 차단기 작동

 에이 트들의 력 상태 기록


라인에 고장이 있고, 차단기가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려

 인 한 라인에 고장이 없고 그것을 기록


력하는 에이 트들에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보호 작동이 없다는 것을 기록


환경으로부터 알려진 사건들을 한 다양한 

방법의 처리과정 수행

표 2.2 그림 5의 변이에 한 설명

Table 2.2 Transitions in Fig 5 and their descriptions

은 발사 순서 가 기 토큰 를 다시 만들어내

고 체 인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6, A5, A3는 상하는 과정들에 참여한다. 그 후 각각의 

에이 트에 일어나는 결과와 발사 카운트 벡터들은 한 으

로                  와 같이 정의되어진다. 각

각의 에이 트를 한 상태변화와 그 이후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2)

  에서의 장소 의 첫 번제 단 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들을 한 모든 토큰들은 변화지 않는다. 첫 번째 장소

인 은 메시지들의 수를 나타낸다.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

은 ‘+’, 받는 것은 ‘-’ 이다.) 값 2는 에이 트5가 두 개의 메

시지를 밖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A5는 기 상

태인   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

   (3)

A6는 다른 에이 트들로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받고, 그 

후 기 상태   로 되돌아간다.

       
     …

      
       …

     (4)

A3는 그것의 기 상태로 돌아간다. 라인 3의 사고가 발

생하 을 때, 역 보호 시스템에서 력정보의 흐름을 분석

하여 사고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은 각각의 A3,A5, 그리고 

A6의 력을 통하여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에이 트들 상

호간의 력을 통하여 제안된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여 어느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악하는 과정을 보 고, 모

델의 유효성을 증명하 다.

그림 6 ACPN 모델에서의 정보흐름추  구조도

Fig. 6 Grid Information Flows in ACPN model 

5. 결  론

력 계통의 복잡성  불확실성이 지속  증가에 따라, 

고안정성, 고품질의 력 계통 유지를 해, 즉, 계통의 혼잡 

 력 품질, 정 을 방지하기 해 기 에 지의 송상

태, 사고 등과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악하는 

것이 더욱 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장에서 력 

운  정보의 흐름을 체계 으로 악하는 것에 한 연구가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각각의 개별 인 정보

들의 상호 연 성을 악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기법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에이 트를 용한 컬러 페트리 넷으

로 역보호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력의 송상태, 사고 등

과 같은 정보들을 에이 트들이 상호 력 하여 력계통의 

정보흐름을 악하 다. 제안된 모델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도 용 가능한 다 에이 트 시스템 분석과 모델링 임

워크 제공에 한 솔루션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즉, 에이 트들이 력하는 과정동안, 제안된 ACPN 모델을 

통해 시스템이 운 되는 역 보호 에이 트들의 력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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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정확하게 리스트 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 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체계  상호 계를 제시하는 

본 모델링 기법은 실제 시스템 구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증명하 다.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컬러 페

트리 넷 모델의 용을 통해, 개발 시스템의 신뢰성과 견고

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을 발 하여 스마트그리

드 도래와 함께, 상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 요소 상호 

운용성  운  정보흐름 모델링 문제에 확장 용  실 

계통 용을 한 모델링  해석 도구 개발 등에 한 연

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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