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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oltage sag phenomenon is known a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that brought huge economic losses in the modern
industry. The voltage sag assessment is to predict an annual
expected sag frequency (ESF) at concerned consumers caused by
fault in the system. An area of severity (AOS) assessment is defined
as a set of the fault positions that can result in the voltage sag
bigger than certain level for multi-concerned buses simultaneously.
This paper introduces how to determine a method for evaluating the
voltage sag performance based on the AOS assessment.

1. 서    론

큰 규모의 넓은 전력계통에서 사고에 의한 순간전압강하가 어디서 발
생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특정 위치에서 특정 전
압 이하의 순간전압강하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는 순간전압강하 취약지
역(area of venerability; AOV)으로 해석 가능하다[1]. AOV는 전력계통
내 특정 위치에서 특정 수준 이하의 순간전압강하를 발생시키는 사고
위치 범위러 정의된다. AOV 영역에 포함되는 모선과 선로들의 사고 확
률 데이터로부터, 지정된 수용가 위치에서 특정 수준 이하의 순간전압강
하 발생 확률을 예측하여 순간전압강하를 평가한다.
전력계통 내 단일 위치에서 순간전압강하를 경험할 수 있는 사고 위
치들의 범위를 나타내는 AOV는 다수의 관심 위치에 대한 AOS(area of
severity) 개념으로 확장된다[2]. AOS는 다수 관심 모선에서 동시에 특
정 수준 이하의 전압강하를 야기하는 사고 위치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AOS 평가 결과는 2개 이상의 관심 민감 부하에서 동시에 순간전압강하
를 얼마나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순간전압강하
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위치들을 우선순위 정보로 결
정 할 수 있다. [3]에서는 AOS를 소개하고, 그 계산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OS에 기반한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위해서 AOS를 결
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프로그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2. 본    론

  2.1 순간전압강하 평가
순간전압강하 평가에 의해 특정 관심 부하에서 연간 순간전압강하가
몇 회나 발생될 것인지가 예측 가능하다. 순간전압강하 평가를 위해서는
AOV와 경험에 기반한 사고 확률 데이터가 필요하다. AOV 계산은 전
통적인 전력계통 고장계산을 역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1].
고장계산은 계통 내 특정 위치에서 사고를 모의하여 사고전류 및 사고
전압을 계산하는 것이고, AOV는 주어진 사고 전압 크기를 야기하는 계
통 내 사고위치를 찾는 것이다. AOV는 민감부하가 특정 전압 V 이하
의 순간전압강하를 경험 할 수 있는 사고영역에 포함되는 선로 및 버스
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계통에서 모선 F와 T사이에서 선로에 대한 취약지역은 그
림 1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Case 1은 사고에 의한 순간전
압강하 크기가 지정된 한계 운전전압 보다 모두 높은 경우로 해당 선로
에서는 AOV 영역이 존재 하지 않는다. 그림 1에서 Case 2는 사고에 의
한 순간전압강하 크기가 모선 F와 이에 연결된 선로 일부가 지정된 한
계 운전전압보다 낮은 경우로 해당 선로의 AOV 영역은 2개의 임계점
(critical point; CP)로 표현된다. 그림 1에서 Case 3는 사고에 의한 순간
전압강하 크기가 모선 F 뿐만 아니라 모선 T에서도 지정된 한계 운전
전압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선로의 AOV 영역은 4
개의 CP로 표현된다. 그림 1에서 Case 4는 사고에 의한 순간전압강하
크기가 모선 F와 T를 연결하는 모든 위치에서 지정된 한계 운전전압보
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 해당 선로의 AOV 영역은 2
개의 CP로 표현된다.

모선 F 모선 T

<그림 1> 모선 F와 T사이에 연결된 선로의 AOV 영역

그림 2는 민감 수용가에서 지정된 전압 이하의 순간전압강하가 발생
될 수 있는 AOV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회색 영역에서 사
고가 발생되면, 민감 수용가에서 지정된 이하의 순간전압강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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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민감 수용가에 대한 AOV

AOV는 단일 관심 모선에 대한 사고영역을 포함한다. 관심 모선이 여
러 개라면, 각 관심 모선에 대한 AOV가 계산 될 수 있다. 여러 관심
모선에 대한 AOV는 서로 중첩되는 새로운 AOS 영역을 만들어낸다[2],
[3]. 이와 같은, AOS는 다수 관심 모선에서 동시에 특정 수준 이하의
전압강하를 야기하는 사고 위치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n개의 관심 모

선에 대해서 n개의 AOV를 이용하면, n 수준까지 
  



 개의 AOS를

만들 수 있다. 그림 3은 3개의 관심 모선 A, B, C에 대한 AOV(A),
AOV(B), AOV(C) 로부터 AOS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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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Area of severity

  2.2 AOS 계산
2개의 관심 모선, A, B에 대한 AOV로부터 AOS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개 모선 F-T 사이를 연결하는 선로에 대한 AOV 영역의
데이터 포맷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rom bus, To bus, line length, CP 11, CP 12, CP 21, CP 22]

예를 AOV 영역 데이터가 [1, 2, 10, 0, 0.3, 0.7, 1.0]로 표현되면, 1번
모선에서 2번 모선을 연결하는 선로는 0-3km와 7-10km 영역이 AOV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각 관심 모선에 대한 AOV
영역 데이터가 동일한 특정 선로에 AOV영역을 지시 한다면, 각 선로의
CP에 대한 AOS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AOVA, AOVB에 의한 특정 선로의 AOV 영역 데이터 포맷은 다음
과 같다.

     (1)

     (2)

ii) 서로 중첩되는 영역을 식 (1)과 같이 찾는다. 이 중첩 영역의 CP는
N개 관심 모선에 대한 AOS 수준에 따라 N+1개 까지 나타날 수 있다.

    ∩  (3)

     (4)

iii) 가장 상위 수준 AOS의 CP는 식 (5)와 같이 AOV 결과를 그대로
가진다.

     (5)

iv) 식 (5)에서 구한 AOS 영역을 하위 수준의 AOV에서 제거하여 하
위 수준의 AOS를 식 (6), (7)과 같이 제거한다.

      (6)

      (7)

N개의 관심 모선에 대한 n 수준의 AOS 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8)

     
    



  (9)

AOV 영역 데이터가 식 (1), (2)와 같이 주어진다면, 식 (3)의 중첩 영
역은 다음과 같이 코딩될 수 있다.

min_CP_A = min(CP_A_11, CP_A_12)
min_CP_B = min(CP_B_11, CP_B_12)
max_CP_A = max(CP_A_11, CP_A_12)
max_CP_B = max(CP_B_11, CP_B_12)
CP_AB_11_AOV = max(min_CP_A, min_CP_B)
CP_AB_12_AOV = min(max_CP_A, max_CP_B)

위에서, 2 수준의 AOS가 가장 상위 수준의 AOS라면, CP_AB_AOV
는 CP_AB_AOS가 된다. 식 (5)에서와 같이 상위 수준의 AOS영역을 제
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코딩될 수 있다.

if (CP_AB_11_AOS == CP_A_11)
if (CP_AB_12_AOS != CP_A_12)
CP_A_11_AOS = CP_AB_12_AOS
CP_A_12_AOS = CP_A_12

else
CP_A_11_AOS = 0
CP_A_12_AOS = 0

end
else
if (CP_AB_11_AOS == CP_A_11)
CP_A_11_AOS = 0
CP_A_12_AOS = 0

else
CP_A_11_AOS = CP_A_11
CP_A_12_AOS = CP_AB_11_AOS

end
end

위의 코드에서는 2수준의 AOS를 A 민감 부하에서 제거하여 A 민감
부하의 AOS를 구한 것으로, 3수준 이상의 AOS인 경우 선로의 모선 측
이 취약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평가 방법인 AOS와 이에 대한
구현 방법을 소개하였다. AOS는 AOV 영역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다수
관심 모선에 대해 동시에 순간전압강하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사고 위치
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이 위치에서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OS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방
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되어, 그 연산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AOV 및 AOS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빠른 연산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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