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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waday, many people study about Black-Out. In this 
paper, I introduce how to calculate the Dangerous Index against 
Black-Out, and prediction of Distance relay error action on Zone 3. 
we consider the real data by I-PIU which will be set on the system. 
The dangerous Index is calculated three index about Cascading. The 
prediction of Distance relay is considered by other facilities of power 
system. This two algorithm can be used on the center system, when 
the system is on danger, also on the normal states for security.

1. 서    론

  산업의 발 으로 력 계통은 더욱 복잡해지고 은 마진으로 운 될 
수 있도록 발 하고 있다. 반면 은 마진으로 운 되면서 치명  피해
를 가져오는 역정 의 험에 노출 되어 있다. NERC(North America 
Reliability Council)의 정  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형 정 사고는 높
은 빈도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력계통은 계통의 구성 요소의 일부의 탈락이 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하여 안 도(Security)를 유지하여 운 하고 있다. 
하지만 후비보호 계 기의 오정정[1], 운 자의 실수[2], 제어시스템 통
실폐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역정 은 막을 수가 없었다. 과거
의 역정  사례분석을 보면 한 시기에 크지 않은 부하를 차단하
거나 보호계 기의 동작을 제어 할 수 있었다면 부분의 역정 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3]
  이러한 역정 의 많은 경우가 계통의 고장 혹은 외란에 의해 선로
가 탈락되고 이로 인하여 과부하가 발생하여 선로 탈락 혹은 계 기 동
작에 의한 계통의 일부분이 탈락 하며 확 된다. 이러한 형 정 사고
를 막기 하여 세계 으로 응형 거리계 기, 멀티에이 트 시스템
을 기반으로 험도 산정 기법을 이용하여 력계통에 자기 복구  재
구성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역정 을 막고자 하는 SPID(Stractegic 
Power Infrastructure Defense)[4]이라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IU를 이용한 시간 동기화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
하여 력계통의 일부분인 설비에 한 직▪간 인 향을 고려한 
험도를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
정 에 치명 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후비 보호용 계 기인 거리계 기
의 Zone 3 동작시간을 측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 다. 이로 인하여 
계통의 효율 인 실시간 감시를 하고 역정 에 한 험을 빠르게 
알려 계통 제어와 험 상황 처 방안에 한 방향을 제시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본    론

  2.1 광역정전에 대한 선로 위험도 산출 방법
  재까지의 역정 은 기치 못한 사고가 동시 다발 으로 일어난 
후 탈락된 계통 설비의 조류가 다른 설비에 재분배 되면서 과부하 설비
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일부분의 과부하 설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
지만 계 기 동작으로 탈락이 되고 이를 반복 으로 진행을 하여 
Cascading 상이 일어나 역정 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설비 탈락에 한 조류 재분배를 민감도 지수를 이용하여 조류변화
를 측하고 이에 따른 1차  향과 2차  향을 고려한 험도를 산
출 하여 역정 에 한 험을 나타내므로 역정  방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조류에 의한 설비의 탈락이 역정 을 일
으키는 큰 원인이라고 보고 과조류에 향을 미치는 유효 력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 다. 
  
  2.1.1 민감도 지수를 이용한 선로 조류 예측 방법
  민감도 지수(Sensitivity Factor)는 크게 두 가지로 선로탈락에 한 
조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LODF(Line Outage Distribution Factor)와 

발 기 모선의 변화량에 한 조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GSF(Generation Shift Factor)가 있다. LODF는 선로의 탈락에 의해 선
로에 흐르던 조류량이 다른 선로에 조류 변화정도를 나타내고 다음 식
(1)과 같다. GSF는 발 모선의 발 기 일부가 탈락 하여 발  모선의 
유효 력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선로에 조류량 변화정도를 나타내고 다
음 식(2)와 같다.

    ∆ ∆ (1)

     : g 모선의 조류변화량에 대한 l 선로의 조류 변화 정도(GSF)

     : k 선로의 조류변화량에 대한 l 선로의 조류 변화 정도(LODF)

      : 선로 k 탈락 후 선로 l에 흐르는 조류

      : 선로 k 탈락 전 선로 l에 흐르는 조류

  ∆  : 발전 모선 g의 조류

  ∆  : 선로 k의 조류

  2.1.2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선로 위험도 산출 방법
  선로의 험도는 선로의 탈락 가능성을 제로 하여 유효 력의 변화
에 한 계통의 향 정도를 3가지를 고려하여 나타낸다. 처음으로 탈락
률을 용하여 선로의 탈락 가능성을 0~1의 값을 갖는다. 둘째 과조류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과부하률을 용하 다. 셋째 과부하 설비의 2
차  탈락을 고려하기 해 과부하 설비가 탈락했을 때 다른 선로의 과
부하률을 합하여 2차 향 지수를 용하 다. 다음 식(2)는 3가지 요소
를 고려한 향지수이고 식(3)은 험도로 향지수  가장 험한 상황
을 용하기 해 가장 큰값을 갖는다.

   ⋅⋅ (2)

    
  
  



  (3)

  i, j, n, m : Bus Number
         k : Total Bus Number
        : nm선로의 영향도

         : i,j 모선 사이 선로의 위험도

  이 험도는 역정 의 요한 원인인 과조류에 한 2차  향까
지 고려하여 연쇄 탈락에 한 험도를 나타내어 역정  험을 표
한다.

  2.2 거리계전기 Zone 3 동작 시간 예측 알고리즘
  역정 은 요한 부분인 과조류는 후비보호 계 기의 연쇄 으로 
동작을 유발하여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후비보호용 거리계 기
의 Zone 3동작 시간에 한 측을 하여 건  선로의 탈락을 미리 알려 
주어 험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거리계 기
의 임피던스 궤 의 경로와 시간을 측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한 본 
알고리즘은 거리계 기의 사고가 아닌 다른 설비의 탈락에 의한 조류 
변화를 감지하여 임피던스 궤 을 측함으로 해서 후비 보호 목 인 
인근선로의 사고에 의한 측은 배재했으므로 동작 시간 측은 과조류
에 의한 측만을 한다.

  2.2.1 후비 보호 거리계전기 동작 방법
  거리계 기는 압과 류의 비로 동작한다. 거리계 가는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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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1, Zone 2, Zone 3로 나 어 동작한다. Zone 1은 주보호 목 으로 
Zone 2는 주보호의 모든 구간과 일부의 상 단 보호를 한다. Zone 3의 
경우는 모든 후비보호 선로가 보호구간이 되며 100[cycle]의 시간 딜
이를 가지고 다른 계 기와 조를 이룬다. 이때 과조류에 의해 <그림
1>은 거리계  보호 방식의 보호 범 와 동작시간을 나타낸 것이며 가
로측이 보호 범 를 세로측이 동작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 거리계전 보호 방식

  2.2.2 임피던스 궤적 예측을 이용한 거리계전기 동작 시간 예측 알고
리즘
  거리계 기의 Zone 3 동작은 압과 류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계
산하여 동작을 하게 된다. 계통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설비의 탈락이 
없을 때 최  조류는 최  부하일 때이고 이때는 Zone 3 동작을 안하도
록 정정치를 정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설비의 일부분이 탈락 후 선로에 과조류 상에 한 임피던스가 
Zone 3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계 기 동작으로 건  선로의 탈
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해 임피던스 궤 이 변화를 측 하여 
Zone 3 동작 시간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2.3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두 가지로 험도 산출 알고리즘은 한국의 계통에서 수도
권 6개의 융통선로를 심으로 재구성 하여 험도 산출 알고리즘을 이
용한 험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6모서 20개 선로의 모의 계통을 이
용해 선로의 순차  탈락에 한 거리계 기의 동작시간을 측 알고리
즘을 용하여 동작시간을 나타내었다.

  2.3.1 위험도 지수 사례 연구
  <그림 2>는 수도권 융통선로 심의 계통이다. 이는 2008년 국 데
이터를 재구성하여 PSSE를 이용해 모의를 했다. 한 수도권 융통선로
의 조류량은 실제 2008년 데이터와 비슷하게 꾸며 졌다.
   계통에서 선로의 이용률을 최  조류량에 80%로 가정하여 험도 
산출를 하고 이에 한 모든 선로의 평균 험도를 이용하여 표 화하
여 <표1>에 나타내었다.

 

정상 상태 아산3-화성3 탈락

신서산7-신안성7 0.97 1.51

신가평7-신태백7 1.64 2.69

아산3-화성3 0.97 5.20

청양3-서서울3
0.92 2.13

0.93 1.92

곤지암3-신제천3 0.98 1.98

신용인3-신진천3
1.00 2.02

0.97 1.94

<표 1> 위험도 산출 결과

 

<그림 2> 수도권 융통선로 중심의 계통

 

  

 <표1>를 보면 정상 상태와 융통선로  3번 융통선로를 탈락을 가정
하고 험도를 나타내었다. 한 험도 5에서 10사이를 경고, 10이상을 
험으로 정하 다. 이는 해당 선로의 탈락에 한 2차  향까지 고려 

하여 연쇄 탈락 험을 나타낸 것이다. 아산3-화성3의 이  선로  한 
개의 선로가 탈락하여 나머지 한 개의 선로에 경고에 해당하는 험도
를 산출 하 다.이에 한 정보를 운 자가 인식하고 처 할 방안을 마
련하는데 요한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2.3.2 6모선 20선로의 거리계전기 동작시간 예측 사례 연구

 : 거리계전기
<그림 3> 6모선 20선로 모의 계통

  <그림 3>은 6모선 20선로의 계통으로 4개의 선로를 순차 으로 탈락 
시켜 심 거리계 기의 Zone 3동작 시간을 측 하 다. <그림 4>는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선로가 탈락 한 시 부터 다음 선로의 탈
락 시 까지는 거리계 기 동작시간이 증가하고 탈락된 시 의 거리계
기 동작시간을 가장 짦게 측을 한다. 이는 연쇄 동작으로 거리계

기의 임피던스 궤 이 Zone 3에 근하여 동작 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는 지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 선로 탈락

<그림 4> 거리계전기 Zone 3 동작시간 예측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북미 유럽의  정  사태와 같은 역정 을 방지하
기 해 역정 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쇄 동작에 한 험도 
산출과 과조류에 의한 거리계 기 Zone 3 동작 시간 측 알고리즘을 소
개 하 다. 에서 소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은 I-PIU를 통한 실시간 데
이터의 취득한다는 가정 하에 계통의 상태를 보여  수 있는 요소로 작
용하여 역정  기 험을 운 자에게 알려 한 조치를 취해 
역정 에 한 험 요소를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향후 험도
와 거리계 기 동작시간 측 결과를 리시스템에 효율  표 을 한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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