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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selection method of
Minimal Cut Sets(MCS) for substation reliability evaluation. We
used the Quality solution in order to model the FT for the
substation equipment. Quantitative analysis is performed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top event occurrence and
unreliability of the substation component. In this result, it
means that reliability indices which can be predict get
electricity services and better maintenance in substation
management.

1. 서    론

변전소는 대용량 전력시스템과 수용가의 배전선로 사이에 전
력전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변전소 구성은 기본요
소, 예를 들면 모선(BUS), 변압기(MTr), 차단기(CB), 단로기
(DS), 피뢰기(LA), 계기용변압기(PT), 계기용 변류기(CT), 보호
계전기(Ry) 등의 설비로 되어 있다.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절단집합(Cut sets)은 가장 중요한 기법중의 하나이다.
시스템의 절단집합을 찾는 것은 시스템 고장모드 연구와 구성요
소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에 도움이 된다. 최소경로(Minimal
paths)를 갖는다는 것은 최소 절단을 결정하기 위해 접속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합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절단집
합(Minimal cut sets)을 도출한다는 것은 전력 공급점과 부하점
사이에서 최소경로들의 요소배치를 기초로 한다. 실 계통 변전소
의 고장분석은 154kV 송전선로에서 22.9kV 배전선로사이의 최소
경로를 지정하고 최소절단집합이 시스템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Fault Tree Analysis(FTA)를 이용하여 변전소의 고장
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단계는 Fault Tree(FT)로 시스템
의 고장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FTA는 정량적인 고장분
석을 위해 최상위 이벤트와 각 MCS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1]. 임의의 시각에서 설비가 계속 운전 상태에 존재할
확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며 반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 상태에 존재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변전소 설비의
고장은 FT를 이용하여 최소절단집합으로부터 상위이벤트가 발생할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FTA를 이용하여 실 계통 154kV 변전소에
대한 고장분석을 하기 위하여 변전소의 전력공급점과 부하점 사
이에 최소경로를 추적하고 절단집합을 수집한다. FT로 변전소
고장 시퀀스를 모델링하고 최소절단집합을 선택한다. 고장분석은
FTA 소프트웨어인 Quality solution를 이용하여 수행할 것이다.
10년 동안 상위이벤트가 발생할 확률과 중간 사상의 계산된
신뢰도 지수를 비교하여 그 결과가 디지털변전소 운영에서 전기
공급 신뢰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유지보수를 위해 예측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154kV 변전소 구성

  2.1 2중화 버스 구조 그래프 회로 
전력흐름의 연속성은 공급점에서 부하점까지 배전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소절단집합을 이용한 해석방법은 부하점 신뢰성 지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법이다. <그림 1>은 154kV변전소로 2중화버스
영역, 변압기 영역, Feeder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소절단집합을
선정하기 위해서 154kV 변전소 구성을 노드와 가지, 배전선로
(Feeder)를 포함한 그래프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 최소절단집합을
선택하기 위하여 숫자를 부여하고 두 개의 전력공급원 1과 2로
부터 부하점 13까지 8개의 최소 경로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2중화
버스구조에서 단로기 하나만 닫힘으로 한 것이다.

  2.2 최소절단집합 
구성요소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절단집합 의 고장확률은

 로 나타낸다. 최소절단집합에 대한 변전시스템 고장 확률

은 식(1)과 같다.

   ∪
 ∪

  ∪   (1)

최소절단집합의 유한한 수로 구성된 FT는 상위 이벤트에 대하여 유일
하다. 상위 이벤트에 대한 최소절단집합 수식은 (2)와 같다[1].

        
  



 (2)

   

  = 차 최소절단집합

 = 최소절단집합 수

<그림 1> 2중화 버스 구성에 대한 그래프 회로

<그림 1>에서 8개의 경로에 연관된 접속 행렬의 형태는 식(3)
과 같다. 각 열은 경로에 관계가 있고, 각 행은 가지나 비 신뢰

노드와 관계가 있다. 요소는 가지 또는 노드가 고려된 경로일 때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최소절단집합은 4차까지 고려하였으며
요소 13이 정전 상태일 때 부하점 Feeder(13)은 격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MCS는 부하점 13이 1과 2, 11과 12의 중복 고
장일 때 전력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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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하 점 13을 기준으로 최소절단집합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①모든 최소경로를 도출한다.
②각 경로에서 모든 가지와 노드를 식별하는 접속행렬을 구성한다.
③만일 접속행렬에서 어떤 열의 모든 요소가 1이면 그 열에
연관된 노드 또는 가지는 1차 MCS가 된다.
④동시에 접속행렬에서 두개열을 조합하여 열의 모든 요소가 1이면
이 열에 연관된 노드 또는 가지는 2차 Cut Sets이 된다.
⑤동시에 접속행렬에서 세개열을 조합하여 열의 모든 요소가 1이면
이 열에 연관된 노드 또는 가지는 3차 Cut Sets이 된다.
⑥4차 Cut Sets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시에 4개의 열을 가지고
위의 단계를 반복한다.
이와 같이 경로추적 알고리즘을 작성한 후 C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변압기 관련 영역,
Feeder 관련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표 1>에서 부하 점 13은
1개의 1차 이벤트, 2개의 2차 이벤트, 3개의 3차 이벤트, 28개의
4차 이벤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하 점
에 대한 기존 신뢰성 지수는 정전 이벤트와 해당 요소의 고장률
데이터에 달려 있다.

 <표 1> 부하 점(13)에 대한 MCS

3. 154kV 디지털 변전소 고장 분석 
  
  3.1 고장분석 이론
보수 가능한 시스템에서 신뢰성은 주어진 시간 주기에 대하여 고장이
일어나지 않을 시스템의 확률을 나타내고 가용성은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하는 시스템의 확률로써 정의된다. 평균 고장률 상수를   ,

운영시간()라 할 때 요소 의 신뢰성은 식 (4)와 같다.

   
   (4)

지수분포에 대한 평균값 는 식 (5)와 같다.

 


∞

   


(5)

주어진 에 대한 구성 설비의 가용성은 식 (6)과 같다.

  





(6)

비신뢰성 는 구성요소가 첫 번째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로 식 (7)과 같다.

     or     (7)

  3.2 변전소 주요 설비의 신뢰도
식 (4)에서 고장률()이 상수 값을 가지면 신뢰도는 시간의 함수로써

지수함수의 특성을 갖는다. 2중화 모선 주요설비는 T/L 모선 피뢰기

(LA), 단로기(DS), 계기용 변류기(CT), 차단기(CB), 계기용변압기

(PT), 보호계전기(Ry) 87, 21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변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전설비에 대한 현장

작업자의 경험적 고장률 데이터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현장에서 기록

된 고장률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또한 변전설비의 제작사도 다양하여

고장률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참고 문헌[1]에서 조사한 고장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Quality

solution에 내장된 Library에서 확인하였다. 주요 요소의 비가용성은

사용시간 10년에 대하여 고장율과 평균고장간격(MTBF), 신뢰도, 비신

뢰도로 변환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설비별 신뢰도와 비신뢰도

주요설비
고장률

(/h)
MTBF
(년)

사용시
간(h)

신뢰도
R(t)

비신뢰도
F(t)

T/L LA 0.5705 200 87600 0.9513 0.0487

T/L DS 0.630727 181 87600 0.9462 0.0538

T/L CT 0.1 1142 87600 0.9913 0.0087

T/L CB 0.079184 1442 87600 0.9931 0.0069

T/L PT 0.1 1142 87600 0.9913 0.0087

T/L 87 0.285226 400 87600 0.9753 0.0247

T/L 21 0.285226 400 87600 0.9753 0.0247

  3.3 고장분석 이론
<표 2>에서 비신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Fault Tree Analysis(FTA)
를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변전소 계통에 적용하기 위해 설비의
요소들이 OR 게이트 또는 AND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T/L의 구성요소는 모두 OR 게이트로 구성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여러 개의 요소들 중에 하나의 요소가 고장이 나면 부하 점에 전
력 공급이 중단된다.

<그림 2> #1 T/L 구성요소의 FT

  3.4 고장 확률 분석
변전소 주요설비에 대한 FTA를 모델링하기 위해 Quality solution을
사용하였으며, 설비의 비신뢰도 데이터를 각각 이벤트 입력으로 하였다.
계산은 독립된 설비의 고장률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림 3>은 시간을
15년으로 하였을 때 동작기간동안 중간사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고장률 계산시점의 사용시간을 10년(87,600hour)으로
하였을 때 비신뢰성 함수값은 0.1936이 된다. 신뢰도는 식 (7)에서
          가 되고 이는 계산결과인 중간
사상 신뢰도 0.8064와 일치하였다.

<그림 3> T/L 설비의 시간(년)과 신뢰도 그래프

4. 결    론 

상위 이벤트의 발생확률 즉, 변전소 설비의 고장은 10년
(87,600hour)동안 상위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로 Quality solution
을 이용하여 구했다. 상위 이벤트는 변전소 설비의 고장과 비신
뢰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3>에서 10년 동안 상위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0.1936으로 중간 사상에서 계산된 신뢰도 지수
0.8064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변전소 운영에서 전기공급 신뢰
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유지보수를 위해 예측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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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절단집합

1차 MCS 13

2차 MCS 1+2, 11+12

3차 MCS 1+7+8, 2+3+4, 9+10+11

4차 MCS

1+5+6+12, 1+5+8+9, 1+5+8+12, 1+6+7+10, 1+6+7+12,

1+7+10+11, 1+8+9+11, 2+3+6+10, 2+3+6+12, 2+3+10+11,

2+4+5+9, 2+4+5+12, 2+4+9+11, 2+5+6+12, 3+4+7+8,

3+5+6+12, 3+6+7+10, 3+6+7+12, 3+7+10+11, 4+5+6+12,

4+5+8+9, 4+5+8+12, 4+8+9+11, 5+6+7+12, 5+6+8+12,

5+6+9+10, 5+6+9+12, 5+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