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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w protection coordination algorithm in Multi-Agent 
based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is proposed in this paper. 
Distribution network protection coordination is acted by normal state 
distribution operation. But, in more and more complex distribution 
network structure, it has a big problem that central server processed 
all measurement data, coordination setting and controls for operation. 
So, a algorithm to change coordination setting is proposed 
automatically in terminal devices which Recloser and OCR to include 
Multi-Agent concepts in distribution network.
 

1. 서    론

  력IT 산업이 발 하면서 차 력분야에 한 agent 용 연구에 
한 심과 노력이 증하고 있다. 특히 Multi-Agent 개념의 력분야

에 한 용 운  연구는 최근 10여년간 많은 심을 가지며 연구되어
오고 있다[1].
  하지만 Multi-Agent 에 한 개념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처음 만들
어진 개념으로, 이 개념을 많은 학문들의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에
서 략 인 해석을 통해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력분야에서도 마찬
가지 다. Multi-Agent에 한 개념의 정리가 없어, 명확하게 력분야
에서 Multi-Agent의 개념 용에 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연구가 없이 
용되어왔다.
  이를 하여 IEEE PES The IEEE Power Engineering 
Society's(PES) Intelligent System Subcommitte(within the PSACE 
Committee)에서 구성한 Working Group에서 원회를 조직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2-3]. 하지만 이 연구 내용에서
는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뿐, 발 , 송 , 변 , 배  등 각 분야에 
해서는 각기 세 한 가이드라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배 계통 보호 조는 계통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보호
조 세 에 한 고려사항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재는 정상상태의 계통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보호 조 해를 구하여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
시연계 의 이동으로 인한 분기선로 부하들의 유입, 는 정 복구 동작
으로 인한 각 feeder들의 구성요소 변경  선로길이의 큰 변경 등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이는 매번 세세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여 설정값을 구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 조 설정에 한 기 은 게 정해져있다. 한 선로의 
길이  보호 조를 한 고장 류 계산 데이터도 사 에 모두 구할 수 
있다. 만약 보호기기들에 Multi-Agent 개념을 도입하여 다변화하는 계
통구조에 따라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보호 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 인 계통운 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EE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을 토 로 력분야
의 Multi-Agent 용에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배 계통의 
Multi-Agent 기반 자동 보호 조를 한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안하 다.
  2장에서는 배 계통 운 을 한 배 자동화 시스템 환경에서의 
Multi-Agent 용을 한 내용을 다루었고, 3장에서는 Multi-Agent 기
반의 보호 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2. Multi-Agent 기반의 배전자동화 시스템

  2.1 전력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Multi-Agent System

Multi-agent 기법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처음 나와 지 까지도 과
연 어떤 것이 multi-agent라고 정의하는데 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력분야에서도 agent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에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IEEE PES The IEEE Power Engineering Society's(PES) 

Intelligent System Subcommitte(within the PSACE Committee)에서 구
성한 Working Group에서는 Multi-Agent system을 력분야에 용하
는 것과 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그 연구결과에서는 Multi-Agent system 은 단순한 두세개 이상의 
intelligent agent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 agent
의 정의는 Wooldridge가 제안한 “a software (or hardware) entity that 
is situated in some environment and is able to autonomously react to 
changes in that environment.”[2]이다.
그리고 intelligent agent의 개념은 agent 개념이 확장된 flexible 
autonomy가 강조되는 것으로 Reactivity, Pro-activeness, Social ability
의 특성들을 가진다. 각각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Reactivity: an intelligent agent is able to react to changes in its 
environment in a timely fashion, and takes some action based on 
those changes and the function it is designed to achieve.
• Pro-activeness: intelligent agents exhibit goal-directed behavior. 
Goal-directed behavior connotes that an agent will dynamically 
change its behavior in order to achieve its goals. For example, if an 
agent loses communication with another agent whose services it 
requires to fulfill its goals, it will search for another agent that 
provides the same services. Wooldridge describes this pro-activeness 
as an agent’s ability to “take the initiative.”
• Social ability: intelligent agents are able to interact with other 
intelligent agents. Social ability connotes more than the simple 
passing of data between different software and hardware entities, 
something many traditional systems do. It connotes the ability to 
negotiate and interact in a cooperative manner. That ability is 
normally underpinned by an agent communication language (ACL), 
which allows agents to converse rather than simply pass data.
  그리고 기본 으로 Multi-Agent System이 력분야에 용되기 한 
기본 인 요건으로 platform의 설계, database의 표 화, P2P 기반의 통
신망, 그리고 보안의 용이다[4-6]. 

  2.2 Multi-Agent System 적용을 위한 DAS의 환경
  배 자동화 시스템과 정 복구에 Multi-Agent 개념을 도입하여 계통
운 을 하는 많은 연구들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
인 멀티에이 트의 개념을 도입한 새롭고 효율 인 기술이지만, 실제 
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력계통에서의 Multi-Agent 시스템이란 
flexible autonomous가 강조되면서 reactivity, pro-activeness, social 
ability 등의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agent들이 합쳐 Multi-Agent 
System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배 계통에서의 Multi-Agent 시스템은 재의 
기술  수 과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하여 두 가지 용 방법을 제안한
다. 하나는 앙에서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가지고 독립 인 시스템을 
운 하는 앙 시스템에 Multi-Agent 개념을 도입한 배 계통 운  시
스템이다. 재까지의 부분의 연구가 이 범주 안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단말을 심으로 Multi-Agent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 가장 요한 것은 Multi-Agent를 도입시킬 단말 상에 
한 문제이다. 장비에 Multi-Agent 개념을 도입시켜 독립 인 운 을 하
려면 목 에 합한digital 장비가 개발 되어야 하는데, 재정  측면이나, 
통신망의 구축 는 시스템의 재구성에 막 한 노력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말 심의 Multi-Agent 기반이야말로 미래의 배 계통 운  
시스템이 될 것이다. 앙에서만 독립 으로 단하는 시스템은 모든 상
황이 앙을 거쳐야 하며 앙에 매우 의존 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
시다발 인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의 처능력은 히 떨어질 것이
다. 특히 앙에 문제가 생기면 계통 운 이 마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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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System의 개념을 활용한 배 자
동화 시스템이 분산형 구조로 바 어 운 효율의 극 화를 노릴 수 있
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3. Multi-Agent 기반의 배전계통 보호협조

  3.1 배전계통 보호협조 방식과 고려사항
  보호 조란 보호기기의 오동작 는 오부동작 까지도 고려하여 가능
한 사고로부터 계통을 안정 으로 보호하기 한 조 방법을 보호 조
라고 한다. 이때 가장 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은, 보호구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한 단이다. 그리고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호 조의 검토 시기이다.
  배 계통의 보호 조를 한 설비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배 자동
화 시스템의 용 이후로 주로 사용되고 고려되는 것이 변 소 인출단
에 연결되어있는 OCR과 배 계통 내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Recloser이
다. Fuse와 기타 물리 인 보호설비들이 있지만 차 첨단 자동화 되어
가는 배 계통 운  시스템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될 뿐 보호 조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감소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보호 조 방식은 T-C 커  특성곡선을 이용한 동작시간 차이를 이용
한 고장 류 크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때 배 사업소에서 변 소 
계 기의 정정과 련하여 알아야 할 기본 인 사항은 모두 6가지이다. 
순시 tap, 한시 tap, 한시 lever에 한 OCR과 OCGR의 각각의 정정지
침이다.
  배 계통에서의 Recloser의 정정지침은 8가지를 모두 만족하여 정정
시켜야 한다. 최소동작 류(상/지락), 총 동작회수, 순시동작 회수, 재폐
로 시간, 복귀시간, 배수(상/지락)이다.
  이 모두는 기본 인 사항들을 빼면 고장 류 계산에 의존하게 된다. 
고장 류의 계산은 기본 으로 발 기 기본식에 근거한 고장 류 계산 
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상, 역상, 상 임피던스, 즉 고장  
치에 따른 선로의 길이에 따른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계통

구성 변경에 따라 선로의 구조와 길이, 그리고 원단의 방향에 따라 보
호 조 세 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보호 조 검토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보호기기가 신걸, 이설, 철거되는 경우
- 원 측 모선이 바 는 경우
- 타 보호기기의 정정치가 바 는 경우
- 부하 환 등의 사우로 계통이 변경되는 경우
- 선종이나 장이 바 는 경우
- 부하가 크게 증감되는 경우
- 기본의 보호 조 검토가 잘못된 경우

  특히, 원 측 모선이 바 거나 변 소 계 기의 정정치가 바 는 경
우에는 필수 으로 재검토 되어 세 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3.2 Multi-Agent 기반의 보호협조 알고리즘
  이 듯 배 계통에 한 보호 조 방법은 정해진 규정 로 세 값을 
얻어내도록 되어있다. 보호 조 검토시기를 살펴보면 부분이 구성이 
바 거나 설비의 유입 등에 한 이유로 변경되어야 한다.
  만약, Multi-Agent 기반의 장비들로 구성된 시스템이라면, 앙까지 
검토요청과 련된 요구 없이 단말간의 상태변화에 따라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사태를 인지하고, 정해진 룰에 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호
조 세 을 변경하도록 한다면 운 자의 큰 부담 없이도 보다 신속하
고 안 한 보호 조를 통해 계통을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우선 Multi-Agent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성요소들이 변
경되어야 한다. 앙 서버는 단말 agent 장비들이 Multi-Agent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들에 한 별도의 기능상태 감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말기기의 경우에는 배 자동
화 시스템에서 이미 통신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보호
기기인 OCR와 Recloser의 firmware 업데이트를 통해서 Multi-Agent 
기능이 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ulti-Agent 기반의 보호 조 알고리즘은 총 3
단계로 구성된다.

   - Multi-Agent 기반 장비들의 계통 응 단계
   - Multi-Agent 기반의 보호 조 진단 단계
   - 상태감시  보호 조 재검토 요청 단계
  3.2.1 Multi-Agent 기반 장비들의 계통적응 단계
  Multi-Agent 기반 장비들은 계통에 설치되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
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Multi-Agent가 용된 보호기
기들은 계통 응을 한 최소한의 정보를 받아 이를 토 로 계통에 
응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앙의 서버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정보는 상단과 하단의 통신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 정보를 다운받은 OCR은 이 정보를 토 로 하단에 정보요청을 통
해 하단 장비들의 연결 계를 분석한다. 이 계분석을 한 요청 메시
지는 자신의 switch 상 가 close일 경우 계속해서 하단으로 요청을 하
고, open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 정보와 함께 상단으로 정보를 보낸다. 
분기선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하단이 분기선로라는 것과 각 분기들에 
해 받은 정보를 분류하여 상단으로 보내어, 최종 으로 OCR이 모든 데
이터를 가지고, 보호 조 검토  진단의 심 역할을 하게 된다.
  3.2.2 Multi-Agent 기반의 보호협조 진단단계
  계통에 응한 Multi-Agent 기반의 보호기기들은 앞서 설명한 보호
조 진단 방법에 따라 진단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단말
간의 부하 양과, 단말과 단말 사이의 구간 길이의 합 등을 고려한 고장
계산 결과를 토 로 정정룰에 따라 자신의 세 과 비교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세 과 정정룰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게 다를 경우 이 
결과를 오퍼 이터에게 검토요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Multi-Agent 기
반 단말장치에서 자체 인 정정도 가능하지만, 진단 단계에서는 정정치
의 신뢰도 확보를 해서도 오퍼 이터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오퍼 이터의 단을 장하여, 같은 상황에서 연속되는 진단에서
는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Multi-Agent 기반 보호기기가 진단에 
한 오류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는 
Multi-Agent 의 특성들에 부합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3.2.3 상태감시 및 보호협조 재검토 요청단계
  이 게 진단이 끝난 상태에서 배 계통의 보호 조는 계속해서 진행
된다. 하지만 앞서 정리한 보호 조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는 주로 하나의 D/L에 있어서 최상단 는 최하단에서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혹은 간의 보호기기 정정치 변경도 단말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보호 조 검토 시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단말 Multi-Agent 보호
기기 는 앙 서버에서든 인지하는 로 재검토 요청을 보호 조 진단
의 심인 OCR로 보내도록 한다. 이 정보를 받은 OCR은 보호 조 정
정룰에 따라 각 보호기기들에 한 정정룰을 진단하고 변경하여 운 하
는 방법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ulti-Agent 개념이 배 자동화 시스템에 용되기 
한 연구를 진행하 고, 이 개념이 용되는 Multi-Agent 기반 보호 조 
방안에 하여 3단계로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배 계통의 보호 조에 한 정정룰은 계통 구성 변경 등에 해 의
존 이다. 따라서 이와 련된 정보와 상태감시 등을 단말의 보호기기들
에 의존하여 변 소 인출단의 OCR이 그 주체가 되어 보호 조 상태를 
진단하고 재조정 할 수 있는 Multi-Agent 기반의 보호 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향후에는 본 알고리즘이 실재 장의 용되는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이고 세세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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