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2, No. 11, pp. 1505～1510, 2013

http://dx.doi.org/10.5370/KIEE.2013.62.11.1505

순간 압강하를 고려한 분산 원 최 치 선정              1505

순간전압강하를 고려한 분산전원 최적위치 선정

Optimal Placement of Distributed Generation Units Considering Voltage S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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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optimal placement of distributed generation units 

considering voltage sags. In general, the existing methods for distributed generation placement do not consid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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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ment is determined to minimize voltage sag effects and system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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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순간 압강하는 표 인 력품질 문제  하나로 계통

에서의 사고나 큰 동기의 기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IEEE-1159에 따르면 0.5 cycle ~ 1분 사이의 지속시간을 가

지고 실효치 압의 크기가 0.1 ~ 0.9 [p.u.]로 감소하 다가 

회복되는 상으로 정의된다[1]. 압변동에 민감한 기기들

은 순간 압강하로 인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산업

장에서는 이러한 기기의 오동작으로 체 자동화 공정이 멈

추게 되는 등 막 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2]. 앞으

로 순간 압강하에 민감한 부하의 사용은  증가할 것으

로 상되며 한 다양한 신재생 에 지원의 확 와 스마트

그리드화 등으로 다수의 분산 원이 계통에 연계될 것으로 

망된다. 민감 수용가 부근에 분산 원을 설치 운용하는 

것은 순간 압강하 책  하나로 알려져 있다[3-5]. 따라

서 분산 원의 설치 운용에 있어 순간 압강하와 같은 품질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계통 체 인 신뢰도 향상과 함께 

력품질 손실 등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분산

원의 최 치 선정에 한 문제에서, 여러 제약조건을 고려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배 계통 운 비용을 최소

화하기 한 분산 원의 최 치 선정 방법들을 비롯해 

정  비용의 최소화, 력손실 최소화를 한 분산 원 최

설치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6-9]. 그리고 최 치 선정

에 순간 압강하의 향을 고려한 연구도 소개되었다[10].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의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은 력계

통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횟수를 산정하고, 임의의 모선들에 

사고를 발생시켜서 순간 압강하에 향을 받는 총 부하량

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장 치법[11]을 기반으로 한다. 사

고를 발생시키는 임의의 모선이 변경되는 경우 그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통이 커질수록 계산 부담이 

매우 커 실계통에 한 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는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 치법의 단 을 개

선한 취약지역 기반의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과 유 자 알

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활용한 최  치 선정 방법

을 소개한다. 계통내의 민감부하들에 한 순간 압강하 발

생과 계통 력손실이 최소가 되는 분산 원의 최  치를 

선정한다. 

2. 분산 원의 최 치 선정 

2.1 순간 압강하 평가

순간 압강하 평가는 계통 내 특정 지 에서의 연간 순간

압강하 발생 횟수를 추산하는 기술이다. 분산 원의 설치 

치에 따라 순간 압강하에 한 취약지역이 변하게 되고 

민감 부하 모선에서의 순간 압강하 향도 달라진다[1]. 따

라서 분산 원의 설치에 따른 순간 압강하 발생 경향을 추

정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순간 압강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에는 모니터링 기반의 평가 

방법과 시뮬 이션 기반의 추계  방법이 존재한다. 시뮬

이션 기반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으로 임계 거리법(Critical 

Distance Method), 고장 치법(Fault Positions Method)  

정확한 취약지역 계산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11-14]. 취

약지역 계산 기반의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은 임계거리법

과 고장 치법의 단 을 극복한 방법으로 사고 압식과 2

차 보간법  할선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취약지역을 계산하

고 취약지역에 포한됨 선로와 모선의 사고율을 이용하여 순

간 압강하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민감 부하에 한 

정확한 취약지역을 계산할 수 있고 계산 속도도 빨라 규

모 실계통에 해서도 용가능한 방법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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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생물학  진화 이론에 의해 일정한 환경에 무리지어 살고 

있는 개체들은 그 환경에 합한 유 자를 가진 개체가 높

은 생존율을 가지게 되고,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나은 방향

으로 진화하게 되며 주변 환경에 부 합한 유 자를 가지는 

개체들은 차 도태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결

국 주어진 환경에 가장 합한 개체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 

유 자 알고리즘의 핵심 내용이다[15]. 유 자 알고리즘은 

병렬 이고 역 으로 미지의 해를 탐색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많다는 단 이 있다. 그러나 기존 최 화 알고리즘

이 목 함수 이외의 목 함수의 미분가능  연속성과 같은 

다른 정보들을 요구 하는 것과 달리 유 자 알고리즘은 목

 함수만을 필요로 하는 장 이 있다[16]. 이런 유 자 알

고리즘의 장 은 목  함수에 한 수학  제약이 거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분 가능성, 연속성 등의 수학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알고리즘 형태의 목 함수

의 사용이 가능하며 순간 압강하 평가  조류계산 알고리

즘을 목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  

2.3 최 치 선정을 한 목 함수

순간 압강하  력손실을 최소로 하는 분산 원 최

치 선정을 한 유  알고리즘의 목  함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 총 합도 

   : 순간 압강하 합도

  : 력 손실 합도

    : 모선 압 제약 합도

    : 선로 제한용량 합도

분산 원의 최  치는 가 최소가 되는 치로 선

정한다.   (순간 압강하 합도)는 식 (2)와 같다.

                                      

  
  



                                   (2)

여기서, 

  : 연평균 순간 압강하 발생 횟수 [sag/year]

  : 순간 압강하 가 치 

  : 민감 부하 모선의 수

ESF(Expected Sag Frequency)는 각 민감 부하별 순간

압강하 평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12]에 해당 평가방법

에 한 알고리즘이 설명되어 있다. 는 계통내   개의 

민감 부하 모선이 존재할 때 각 민감 부하 모선 별로 순간

압강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두 더한 값을 의미

한다. 는 순간 압강하 가 치 값으로 계통내 다수의 민

감 부하 모선이 존재할 때, 각 민감 부하 모선에서의 순간

압강하 평가 결과가 최  치 선정에 향을 미치는 정도

를 결정한다. 

 ( 력 손실 합도)는 식 (3)과 같이 표 된다. 

                                            

                                       (3)

여기서,

   : 력손실 [MW]

   : 력손실 가 치

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력 손실을 의미하며 조류계

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은 력손실 가 치 값으로 

력손실이 최 치 선정에 향을 미치는 비율을 결정한다. 

(모선 압 제약 합도)는 식 (4)와 같다.

                                 

  
 



 max    min            (4)

여기서, 

     : 모선 압 [V]

max  : 최고 모선 압 [V]
min  : 최  모선 압 [V]

    : 모선 압 제약조건 페 티

    : 최  모선 압 제약조건 래그

    : 최소 모선 압 제약조건 래그

    : 계통내 모선의 수

는 개의 모선을 가지는 력계통에서의 모선 압

이 식 (5)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min ≤ ≤ max                                   (5)

와 는 모선 압 제약조건 래그로 식 (6)과 식 

(7)처럼 동작한다. 는 모선 압이 최고 모선 압보다 

작으면 면 0값이 되고, 최고 모선 압 보다 크면 1값을 가진

다.  는 모선 압이 최  모선 압보다 크면 면 0값이 

되고, 최  모선 압 보다 작으면 1값을 가진다. 따라서 모

선 압이 식 (5)의 조건을 만족하면 와 는 0값을 가

지며, 최고 모선 압보다 크면 는 1, 는 0값을 가지

게 되고, 최  모선 압보다 작으면 는 0, 는 1값을 

가지게 된다.

    ≤max

   max

                                 (6)

    ≥ min

   mi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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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선 압 제약조건 페 티 값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며 모선 압이 식(5)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를 큰 값으로 만들어 유 자 알고리즘에서 다음 세 에 선

택될 확률을 낮게 만든다. 

(선로 제한용량 합도)는 식 (8)과 같이 표 된다.  

                                              

  
 



   max                              (8)

여기서,

     : 선로 력 [MW]

max  : 선로 제한용량 [MW]
    : 선로 제한용량 페 티

    : 선로 제한용량  래그

    : 계통내 선로의 수

는 개의 선로를 가지는 력계통에서의 선로 제한용

량이 식 (9)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 max                                           (9)

는 선로 제한용량  래그로 식 (10)처럼 동작한다. 선

로 력이 식 (9)의 조건을 만족하면 0값이 되고  선로 제

한용량 보다 크면 1값을 가진다. 

                                             

    ≤max

   max

                                (10)

는 선로 제한용량 페 티 값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며 

선로 제한용량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를 큰 값으로 만들

어 다음 세 에 선택될 확률을 낮게 만든다. 

2.4 유 자 알고리즘 용

순간 압강하와 력손실을 최소로 하는 분산 원의 최

치 선정 차는 그림 1과 같다. 먼  교배 확률, 돌연변이 

확률, 문자열(string)의 길이, 개체집단의 크기, 최  세 수 

등 유 자 알고리즘 실행에 필요한 값들을 정한다. 다음으

로 기 개체 집단을 결정하고 계통 데이터를 입력한다. 개

체 집단은 2진 코드로 구성된 개별 개체들로 구성되며 각 

개체들은 분산 원의 설치 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체 

집단내의 개별 개체의 2진 코드를 분석하여 분산 원의 설

치 치를 결정 한다. 그 다음 개체에서 얻은 분산 원의 

설치 치정보를 토 로 분산 원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조

류계산을 실시하여 계통내 모선 압, 력 조류, 력 손실

을 계산한다. 조류계산을 통해 계산된 모선 압은 순간

압강하 합도 계산을 한 순간 압강하 평가에서 사고  

압으로 사용된다. 

식 (2) ~ (10)에 의해 순간 압강하 합도, 력 손실 

합도, 모선 압 제약 합도, 선로제한 용량 합도 값을 

계산한다.  식 (1)에 의해 이 모든 값들을 더하여 개체별 총 

합도 값을 계산한다. 개체 집단내의 모든 개체에 해 이 

과정을 수행되었다면 합도 평가를 실시한다. 합도 평가

는 각 개체가 얼마나 평가 기 에 합한지 평가하는 것으

로 본 논문에서는 총 합도 값이 낮을수록 다음 세 에 자

손을 분포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 다음 수렴 여부를 

단하는데 최소 합도를 가지는 개체가 일정 세 가 지난 

후에도 변화가 없거나, 최  세 수를 과하면 수렴으로 

정한다. 수렴하지 않았으면 선택, 교배, 돌연변이 과정을 수

행하여 새로운 개체 집단을 생성한다. 새로운 개체 집단을 

분석하여 분산 원의 설치 치 정보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실시한다. 알고리즘이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함으로써 순간 압강하  력손실을 최소로 하는 분산

원의 최 치를 결정한다.  

그림 1 분산 원 최  치 선정 차

Fig. 1 Flow chart of optimal DG placement

3. 사례연구

그림 2와 같은 IEEE-57 모선 계통에서 사례연구를 수행

하 다[17]. 해당 계통은 57개의 모선과 62개의 선로, 7기의 

발 기, 16기의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

는 10[MW]의 분산 원 3기가 설치되고 민감 부하가 44, 50, 

52, 56번 모선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민감 부하 모

선들에서의 순간 압강하 발생과 계통 손실이 최소가 되는 

분산 원의 최  치 선정을 수행하 다. 민감 부하의 한

계 압은 0.7[p.u.]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결정하 다.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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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 합도 수렴곡선

Fig. 3 Total fitness value curve 

압강하 평가에 필요한 1선 지락사고 (SLGF), 선간 단락사고

(LLF), 2선 지락사고(DLGF), 3상사고(3PF)의 모선과 선로

의 사고율은 표 1과 같다.

그림 2 IEEE-57 테스트 모선 계통

Fig. 2 IEEE-57 test bus system

사고형태
모선 사고율 
[event/year]

선로사고율
[event/year-km]

SLGF 0.0202 0.0244

LLF 0.0053 0.0034

DLGF 0.0017 0.0059

3PF 0.0075 0.0016

표   1  사고율 데이터

Table 1 Fault rate

제안하는 최 치 선정 차에 따라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그림 3은 순간 압강하와 력 손실을 최소로 하는 

분산 원의 총 합도 수렴 곡선을 보여 다. 순간 압강하 

가 치와 력손실 가 치는 모두 1로 설정했으며 모선 압 

제약 값은 0.9 ~ 1.1[p.u.]의 사이 값을 가져야 하며 선로 제

한 용량은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하 다. 이때 95회 이상에

서 총 합도 46.354의 값에서 수렴하 으며 분산 원의 설

치 치는 25, 49, 57번 모선으로 결정되었다. 

표 2는 분산 원의 최  치 선정에서 력 손실만 고려

했을 경우와 순간 압강하와 력 손실을 모두 고려한 경우

를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4는 각 경우에 한 손실 곡선을 

나타낸다. 민감 부하 모선에 순간 압강하가 발생할 때마다 

기기의 오동작이 발생 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력 손실만 고려한 경우는 계통내 모든 민감 부하 모선에서 

총 30.194 회의 기기 오동작을 경험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에 순간 압강하까지 고려한 경우는 계통내 모든 민감 

부하에서 총 22.860 회의 기기 오동작을 경험할 것으로 추

산되었다. 

그림 4 손실곡선, (a) 력 손실만 고려, (b) 력손실과 ESF

를 함께 고려

Fig. 4 Loss Curve, (a) considering only loss, (b) considering 

loss with ESF

그림 5와 그림 6은 력손실만 고려한 분산 원의 최

치와 력손실과 순간 압강하를 모두 고려한 분산 원의 

최 치에서 3상 사고에 한 56번 모선의 취약지역을 보

여 다. 그림 5의 력 손실만 고려한 경우의 취약지역이 그

림 6의 력 손실과 순간 압강하를 모두 고려한 경우보다 

취약지역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지역이 넓다는 

것은 순간 압강하를 경험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은 가 치 값의 변화에 따른 분산 원 최 치의 변

화를 보여 다. 만약 민감 부하 모선 에서 44번 모선이 

순간 압강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다른 민감 부하 모선보다 

크다면, 44번 모선의 순간 압강하 가 치 값을 크게 설정하

여 최 치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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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만 고려
손실과 ESF를 

고려

최 치
(모선번호)

25, 32, 53 25, 49, 57

ESF at 44bus 
[sag/year]

8.326 6.505

ESF at 50bus
[sag/year]

8.310 4.667

ESF at 52bus
[sag/year]

3.127 6.274

ESF at 56bus
[sag/year]

10.431 5.414

Loss [MW] 22.914 23.495

표   2  최  치 선정 결과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optimal placement results

그림 5 력 손실만 고려한 경우의 취약지역

Fig. 5 Areas of vulnerability considering only loss

그림 6 손실과 순간 압강하를 고려한 경우의 취약지역

Fig. 6 Areas of vulnerability considering loss and voltage 

sag

가 치 최 치

(모선번호)        

1 1 1 1 1 25, 49, 57

2 1 1 1 1 30, 49, 57

1 2 1 1 1 30, 38 57

1 1 2 1 1 25, 49, 57

1 1 1 2 1 30, 53, 57

1 1 1 1 2 25, 49, 57

표   3  가 치 값에 따른 분산 원 최 치

Table 3 Optimal placement of distributed generation by 

weighted valu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취약지역 계산기반의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과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산 원 최  치 선정 

방법을 소개하 다. 계통의 력손실과 순간 압강하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총 합도를 계산하고 분산 원의 최  

치를 결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요한 력품질 요

소인 순간 압강하를 고려한 분산 원의 최  치 선정이 

가능하며 계통 계획이나 운 에 있어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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