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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전압강하 누적 테이블 및 밀도 테이블 계산을 위한 
취약지역 결정 방법

Method to Determine Areas of Vulnerability for Calculating Sag Cumulative Table   
and Sag Density Table

박 창 *․이 한 상†  

(Chang-Hyun Park․Hansang Lee)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calculate a sag cumulative table and density table based on the area of 

vulnerability to voltage sags. The expected sag performance at sensitive load points can be easily assess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the sag cumulative table and density table. However, the calculation of the tables regarding large power 

systems is very difficult task. Therefore, an efficient method for calculating the tables is needed. In this paper, the 

improved method to determine the areas of vulnerability is addressed and the method to calculate the tables based on the 

area of vulnerability is also described. The proposed scheme can be efficiently used to assess the voltage sag 

performance at sensitive load points in large pow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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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 변동에 민감한 부하들의 사용 증가와 함께 력품질 

문제로 인한 산업 장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요한 력품질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순간 압강하의 경

우 단일 이벤트 발생으로 여러 산업공정의 단을 야기하여 

막 한 경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수용가에 큰 피해

를 입히는 순간 압강하는 일반 으로 계통에서의 사고로 

기인한다. 계통에서의 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통에서의 사고를 이기 한 

책과 함께 민감 수용가에서는 한 압보상설비를 운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간 압강하에 한 책은 크게 

공  계통측면에서의 책과 부하단에서의 책으로 구분된

다. 부하단에서의 책은 압보상설비의 설치 운용이 표

이며 공  계통에서의 책은 기본 인 사고 방 책과 

함께 민감 수용가를 심으로 한 계통 구성 변경  분산

원의 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의 용에 있어 어떤 

책을 어느 지 에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지에 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계통내 특정 지 에서의 순간 압

강하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책 용에 따른 

순간 압강하 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한 평가를 바

탕으로 효율 인 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순간 압강

하 평가는 계통내 특정 치에서 순간 압강하의 발생경향

을 측하는 기술이다. 일반 으로 순간 압강하의 정의에 

따라 민감부하단에서의 0.9 [p.u.]이하의 연평균 발생횟수를 

추산한다. 그러나 계통에는 여러 종류의 부하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압민감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순간 압강하  테

이블(sag cumulative table)  도테이블(sag density  

table)의 형태로 발생 경향을 악하는 것이 효과 이다

[1],[2]. 순간 압강하  테이블  도테이블은 다양한 

한계 압에 한 발생횟수를 추산하여 정리하는 표이다. 규

모 계통에 해 이러한 테이블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 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

은 순간 압강하  테이블  도 테이블 도출을 한 

효과 인 취약지역(AOV: area of vulnerability) 결정 방법을 

기술하고 취약지역에 기반한 테이블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2. 순간 압강하 평가 기술 

2.1 순간 압강하 평가

순간 압강하 평가는 오랜 기간 압 모니터링을 통한 통

계  분석 방법과 계통 데이터와 사고율 등을 이용한 시뮬

이션 기반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모니터링의 경우 오

랜 기간 동안의 압 측정과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시뮬 이션을 이용한 평가 방법은 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결

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운 조건의 반 이나 계획 계통

에 한 평가도 가능한 장 이 있다. 순간 압강하의 표

인 원인은 계통에서의 사고이며 계통에서의 사고 발생은 

무작 성의 상이므로 순간 압강하 발생경향의 정확한 

측은 어렵다. 따라서 특정 기간 는 특정 날짜의 순간 압

강하 발생 가능성  정도를 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러나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계통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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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 경향 측은 유효하다. 일반 으로 순간 압강하 

평가에서는 연평균 발생경향을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와 병행해 최 의 책 수립이 

가능하다. 특정 민감부하단에서의 순간 압강하 평가 결과

가 N [sags/year]회로 추산되었다면 이는 수년 동안 해당

치에서는 연평균 으로 N회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는 특정 년도에 N회 정도 발생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뮬 이션에 기반한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이 몇몇 소개되었다[3]-[7]. 표 인 시뮬 이션 

기반 순간 압강하 평가 방법으로 임계 거리법(critical 

distance method)과 고장 치법(fault positions method) 등

이 있다. 임계 거리법은 압 분배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순간 압강하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방사상 계통에만 

용가능한 단 이 있다. 고장 치법은 계통내 많은 사고 

치를 결정하여 각 치에서 고장계산을 실시하여 순간

압강하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방사상 계통이나 망구조 

계통에서 모두 용 가능하여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장 치법은 모의하는 계통에서의 

사고 치 선정  그 수에 의해 정확도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규모 계통에 용하여 정확한 순간 압강하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매우 많은 고장계산이 필요하여 

비효율 이다. 따라서 규모 계통에서도 순간 압강하 

 테이블  도테이블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 

2.2 순간 압강하  테이블과 도 테이블

다양한 부하들의 압 민감도에 한 향 평가  책 

수립을 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한계 압에 한 평가가 필

요하다. 따라서 순간 압강하 도 테이블  순간 압강하 

 테이블 등의 데이터 양식을 통한 순간 압강하 평가가 

필요하다[1]. 순간 압강하  테이블은 표 1과 같은 형태

로 세분화된 압 벨에 한  값을 표로써 나타내는 

방법이다. 표를 통해 특정 한계 압이하의 순간 압강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크기

와 지속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크기 

[p.u.]

ESF(expected sag frequency)

[sags/year]

0.9 49.9

0.8 25.4

0.7 15.8

0.6 10.9

0.5 3.0

0.4 6.2

0.3 4.9

0.2 4.2

0.1 3.5

표   1  순간 압강하 테이블(연평균 압강하 횟수)

Table 1 Voltage sag cumulative table

순간 압강하 도 테이블은 특정 압강하 구간별로 발

생경향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 2는 도테이블의 이다. 

도 테이블은 해당 민감부하 지 에서 어느 압 범 의 순

간 압강하가 많이 발생할지 게 발생할지를 용이하게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크기 

[p.u.]

ESF(expected sag frequency)

[sags/year]

0.8-0.9 18.0

0.7-0.8 7.7

0.6-0.7 3.9

0.5-0.6 2.3

0.4-0.5 1.4

0.3-0.4 1.0

0.2-0.3 0.4

0.1-0.2 0.4

0.0-0.1 1.0

표   2  순간 압강하 도테이블(연평균 압강하 횟수)

Table 2 Voltage sag density table

2.3 순간 압강하 취약지역

순간 압강하 평가에 있어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다. 취약지역은 특정 민감부하단에 피해를 입히는 즉 순간

압강하를 야기할 수 있는 계통내 사고 역으로 정의된

다. 그림 1은 특정 민감부하단을 기 으로 한 한계 압 0.9 

[p.u.]의 취약지역의 이다. 어두운 역에 포함된 선로  

모선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민감부하모선에 0.9 [p.u.]

이하의 순간 압강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취약지역을 계산하고 취약지역내 포함된 선로  모선의 연

평균 사고율을 이용해 해당 지 에서의 연평균 순간 압강

하 발생 경향을 추산할 수 있다. 

그림 1 순간 압강하 취약지역의 

Fig. 1 Example of an area of vulnerability to voltage sag

1선 지락사고에 한 취약지역 계산 방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임의의 모선 F와 T  사이의 선로 A상 K 치에

서의 1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민

감 부하모선 m의 A상 사고 압 크기는 식(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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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선 지락사고

Fig. 2 Single line-to-ground fault


는 모선 m의 사고  압이며 

는 사고 치 K

에서의 사고  압이다. 
 ,

 ,
 는 모선 m과 사고

치 K사이의 상, 정상, 역상 시 스 달 임피던스

(sequence transfer impedance)이며 
 ,

 ,
 는 사고

치 K에서 본 계통의 시 스 등가 임피던스(sequence 

driving-point impedance)이다. 식(1)에서의 각 시 스 임피

던스 
와 

는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8]. 

변수 p는 F-T선로상의 사고 치를 나타내는 변수로 선로 길

이에 한 사고 치 K의 비율이며 0과 1사이의 값이다.


  

   
  

   (2)


   

 
  

 
  

   
 

  


    (3)


   

는 모선 m과 모선 F, 모선 m과 모선 T  사

이의 시 스 달 임피던스이다. 
   

는 모선 F와 

T에서 본 시 스 계통 임피던스이며 
는 모선 F와 모선 

T사이의 달 임피던스이다. 상기 임피던스들은 계통의 시

스 임피던스 행렬(
 )로부터 바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식(2)와 (3)으로 구성되는 식(1)을 이용하여 주어진 압 한

계값을 야기하는 임의의 선로 F-T에서의 임계 (사고 치) 

p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선로에 해 임계 을 찾아 역화

하면 체 취약지역이 얻어지게 된다. 

식(1)은 p에 한 고차 방정식으로 직 으로 해를 구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2차 보간식과 할선법(secant method) 

등의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근사해를 구하게 된다[6]. 

즉, 각 선로마다 주어진 한계 압에 해 압강하식과 2차 

보간식을 구성하고 해당 보간식의 해를 기값으로 할선법

을 용하여 임계 을 찾는 것이 취약지역 계산의 주요 

차이다. 그러나 참고문헌[6]의 방법을 통해 순간 압강하 테

이블을 계산하기 해서는 모든 선로  한계 압에 해 2

차 보간식의 도출과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 으로 취

약지역의 계산과 순간 압강하 평가는 계산 부담이 큰 해석 

부분이다. 따라서 규모 계통에 해 기존의 방법을 이용

하여 순간 압강하 테이블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 시

간이 필요하게 된다. 규모 계통내 여러 치에 한 순간

압강하 테이블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계

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3.  테이블  도 테이블의 계산 

3.1 취약지역 결정 방법

민감부하단에 한 순간 압강하  테이블  도 테

이블을 얻기 해서는 한계 압을 변경하면서 취약지역 계

산 차를 반복 수행해야 한다. 다양한 한계 압에 해 그

림 3과 같이 취약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그림 3에서는 민감

부하단을 심으로 한계 압 0.5, 0.7, 0.9 [p.u.]에 한 취약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AOV1에 해서 순간 압강하 평가

를 수행하게 되면 해당 부하단에서의 0.5 [p.u.]이하의 순간

압강하 발생 횟수를 추산할 수 있고 AOV2 , AOV3 에 

해서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0.7, 0.9 [p.u.]이하의 순간 압

강하 발생 횟수를 추산할 수 있다. 한 AOV2에서 AOV1

을 뺀 역에 해서 평가를 할 경우 0.5 [p.u.]에서  0.7 

[p.u.]사이의 크기를 가지는 순간 압강하 횟수를 추산할 수 

있다. 

그림 3 한계 압에 따른 취약지역 결정

Fig. 3 Areas of vulnerability according to voltage magnitudes

순간 압강하 테이블 계산을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순간 압강하 취약지역 계산 차는 그림 4와 같다. 먼  

다양한 압범 에 한 순간 압강하 테이블 계산을 해 

상한 한계 압 (Vth-max,), 하한 한계 압 (Vth-min,)  테이블 

단 압 (Vth-unit,)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조류계산을 통해 

사고  계통 압을 계산한다. 다음 계통 임피던스 행렬을 

계산한다. 불평형 사고에 한 취약지역 계산을 할 때는 시

스 임피던스 행렬을 계산한다. 압강하식을 구성하고 선

로의 양단(p=0, 1)과 간 지 (p=0.5)에서의 압강하 크기

를 계산하여 그 값을 가지고 2차 보간식을 구성한다. 설정

한 하한 한계 압(Vth-min,)에 해 보간식의 해를 계산하여 

해가 0과 1사이에 있는지 단한다. 0과 1사이에 해가 존재

하지 않으면 해당선로에서는 취약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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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다음선로로 이동한다. 사이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기값으로 할선법을 용하여 정확한 임계 을 계산하고 

장한다. 기 설정한 상한 한계 압(Vth-max,)을 넘지 않을 

때까지 테이블 단 압(Vth-unit,) 만큼 증가시키면서 보간식 

해를 구하는 것부터 반복 수행한다. 제안하는 차를 통해 

계산된 임계 으로부터 각 한계 압의 취약지역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압 도별 취약지역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 선로에서 모든 한계 압에 해 2차 보간식의 도출과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설정한 한계 압 범   단 압에 

한 취약지역을 계산할 수 있다. 보간법의 계산량을 고려

할 때 규모 계통에서의 체 인 계산 부담은 크게 어

들게 된다.

그림 4 순간 압강하 테이블 계산을 한 취약지역 결정 차

Fig. 4 Method to determine areas of vulnerability for 

calculating voltage sag tables 

3.2 취약지역에 기반한 평가

한계 압별 계산된 취약지역을 바탕으로 순간 압강하 

 발생횟수를 식(4)와 같이 추산할 수 있다.    

  
∈

 
∈

 ×   (4)

여기서, 

ESFV는 한계 압 V에 한  횟수 [sags/year]

B와 L는 모선  선로 

lL는 취약지역에 포함된 선로의 길이 [km]

ABV는 한계 압 V에 한 취약지역에 포함된 모선

ALV는 한계 압 V에 한 취약지역에 포함된 선로

BFR와 LFR는 모선  선로의 연평균 사고율 

순간 압강하  테이블을 산출하게 되면 도테이블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 취약지역 계산 과정에서 특정 

압범 의 역을 정의하여 식(4)를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

지만 식(5)과 같이  결과를 이용해 계산할 수도 있다.

           (5)

여기서,

ESFVi-Vj는 압범  Vi-Vj에 한 횟수

ESFVi는 한계 압 Vi에 한  횟수

ESFVj는 한계 압 Vj에 한  횟수 

4. 사례연구

4.1 모의 계통

그림 5와 같은 IEEE-57 모선 계통에 해 제안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순간 압강하 평가를 수행하 다. 해당 계통은 

57개의 모선과 62개의 선로, 7기의 발 기, 16기의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계통 데이터는 참고문헌[9]에 정리되

어있다. 모선 17, 19, 54의 3개 모선을 민감부하 모선으로 가

정하 으며 각각에 해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테

이블과 도 테이블을 도출하 다. 순간 압강하 평가를 

한 모선  선로의 사고율은 표 3과 같다. 해당 사고율은 실

제 계통의 5년 동안의 사고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5 IEEE-57 테스트 모선 계통

Fig. 5 IEEE-57 test b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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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고율 데이터

Table 3 Fault rate

사고형태
모선 사고율 

[faults/year]

선로사고율

[faults/year-km]

SLGF 0.0202 0.0244

LLF 0.0053 0.0034

DLGF 0.0017 0.0059

3PF 0.0075 0.0016

4.2 취약지역 계산  평가 결과

3개의 민감 부하모선에 해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취약

지역을 계산하 다. 모의에 사용된 상한  하한 한계 압

은 각각 0.9[p.u.]와 0.1[p.u.]이고 테이블 단 압은 0.1[p.u.]

단 로 설정하 다. 취약지역은 각 한계 압  사고 형태

에 따라 각각 결정되었다. 그림 6은 모선 19에서의 한계

압 0.3, 0.4, 0.5 [p.u.]에 한 취약지역 결과이다. 계산된 취

약지역을 바탕으로 순간 압강하  테이블을 계산하

다. 표 4는 3개의 민감부하모선에 한 순간 압강하  

테이블 결과이다. 모선 17에서는 0.9 [p.u.] 이하의 순간 압

강하가 연평균 11.22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모선 54에서는 19.86회 정도로 추산되었다.  테이블을 

통해 해당 지 에서의 순간 압강하 발생 경향을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하들의 압 민감도를 알 경우  테이

블을 통해 해당 부하들의 피해 가능 정도도 추산 가능하다. 

로서 19번 모선에 0.7 [p.u.]의 압민감도를 가지는 부하

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즉 해당 부하는 0.7 [p.u.]이

하의 공  압에 해 오동작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

라서  테이블의 결과로부터 해당 부하는 연평균 9.42회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 19번 모선에 한 취약지역 계산 결과 (3상 사고)

Fig. 6 Result of the area of vulnerability for Bus19 

(3-phase fault)

계산된 테이블로부터 순간 압강하 도테이블을 도

출하 다. 표 5는 3개의 모선에 한 도테이블의 결과이

다. 모선 17의 경우 압강하크기 0.7 에서 0.8 [p.u.] 범 의 

순간 압강하가 연평균 2.34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

었으며 모선 19의 경우 0.5에서 0.6 [p.u.] 범 의 순간 압

강하는 연평균 2.40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도 

테이블을 통해 특정 압범 에 한 순간 압강하 발생 정

도를 용이하게 악할 수 있다.

압강하크기 [p.u.]
ESF [sags/year]

Bus 17 Bus 19 Bus 54

0.9 11.22 28.79 19.86

0.8 5.59 14.99 11.84

0.7 3.25 9.42 7.62

0.6 1.80 5.37 5.11

0.5 1.06 2.97 3.98

0.4 0.66 2.17 3.23

0.3 0.44 2.00 2.90

0.2 0.23 1.71 2.75

0.1 0.10 1.41 2.49

표   4  순간 압강하  테이블 결과

Table 4 Voltage sag cumulative table

압강하크기 

[p.u.]

ESF [sags/year]

Bus 17 Bus 19 Bus 54

0.8-0.9 5.63 13.80 8.02

0.7-0.8 2.34 5.57 4.22

0.6-0.7 1.45 4.05 2.51

0.5-0.6 0.74 2.40 1.13

0.4-0.5 0.40 0.80 0.75

0.3-0.4 0.22 0.17 0.33

0.2-0.3 0.21 0.29 0.15

0.1-0.2 0.13 0.30 0.26

0.0-0.1 0.10 1.41 2.49

표   5  순간 압강하 도 테이블 결과

Table 5 Voltage sag density tabl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규모 계통에서의 순간 압강하 테이

블  도테이블 계산을 한 효과 인 방법을 소개하

다. 제안하는 취약지역 결정 차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계

압에 한 취약지역의 임계 을 장하고 취약지역에 포

함된 선로  모선의 사고율을 이용하여  횟수를 계산

할 수 있다. 계산된 횟수로부터 테이블 계산이 가능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테이블도 구할 수 있다. 순간

압강하 평가는 계산 부담이 큰 해석으로서 다수의 치에 

한 순간 압강하 테이블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순간 압강하 평가를 한 취약지역 계

산 차에서 각 한계 압에 한 2차 보간식  사고 압 

연산부분의 계산 부담을 여 빠른 순간 압강하 테이블 계

산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한번의 2차 보

간식 구성으로 한계 압을 바꿔가며 임계 을 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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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2차 보간법의 계산량을 고려할 때 체 인 계

산 부담은 크게 어들게 된다. 제안하는 평가 방법을 통해 

민감부하단에서의 순간 압강하 발생 경향을 용이하게 악

할 수 있으며 순간 압강하를 고려한 계통 설계  최  

책 수립 등에 효과 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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