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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ly, Studies o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power
supply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because of the increase in
demand of the electric power system. Therefore necessity of
automation in distribution system is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a measured voltage data from FRTU of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is incorrect because of installation space limits.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system analysis metho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system. For a distribution system,
applying the power flow method of transmission system has some
problems, as distribution is radial system and it has unbalanced load.
Therefore power flow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system have been studied. Existing power flow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system has different methods like direct analysis
method, backward/forward sweep method, modified method of newton
raphson etc. In this paper, an improved power flow analysis method
based on backward/forward sweep method is proposed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The proposed
method of power flow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result of case
study.

1. 서    론

현재 전력계통은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공급의 신뢰도 향상은 점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
해 배전계통에서는 배전자동화(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의 도입을 통해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크게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 알고리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배전자동화 알고리즘 관련 연구에는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원거리에 널
리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동화 개폐기와 Recloser 및 FRTU(Feeder
Remote Terminal Unit) 단말장치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FRTU는 배전
계통에 산재해 있는 자동화 개폐기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압 크기,
전류 크기, 역률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배전자
동화 시스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전계통을 고려
할 때 FRTU에서 취득되는 데이터 중 전압 데이터는 전압 측정 장치의
원리상 전주에 설치되는 이유로 인해 공간적인 제약을 포함하고 있어
전압 데이터에는 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밀한
용도로서 사용되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며, 이에 배전계통 조류계산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배전계통은 정확한 부하데이터를 갖고 있는 송전계통과 달리 시시각
각 변하는 부하를 고려해야 하며, 수많은 분기선을 포함하는 방사상계통
특성을 갖고 있어 송전계통의 조류계산을 그대로 배전계통에 적용시키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방사상 계통, 부하 불평형 등의 배
전계통 특성을 고려한 배전계통 조류계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 기존의 대표적인 배전계통 조류계산 방법으로는 직접해석방법,
Backward/Forward Sweep Method, Newton Raphson법의 변형된 방법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배전계통을 고려하여 변전소 인출단에 설치되어
있는 CB(Circuit Breaker) 단에서 취득되는 데이터는 정확하다는 특성과
각 FRTU에서 측정되는 데이터 중 전류와 역률각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Backward/Forward Sweep Method를 기반으로
한 배전계통 조류계산 방법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배전계통 모델링

<그림 1> 파이등가 모델 배전계통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각 선로를 파이 등가로 모델링 하였
으며, 각 구간에서 파이 등가화 된 두 개의 부하는 서로 같다고 가정한
다. 또한 실제 배전계통을 고려하여 변전소 인출단의 CB 위치에서 취득
되는 전압, 전류 데이터와 CB를 제외한 각 FRTU에서 취득되는 전류
및 역률각 데이터, 선로정수를 기지값으로 하며, 전압데이터와 부하 데
이터를 미지값으로 한다.

  2.2 배전계통 조류계산 방법

2.2.1 각 노드의 전압
전력계통에서 모든 부하에는 정격전압이 공급된다. 따라서 CB 위치에
서 취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노드의 전압을 1pu로 초기치를
정의한 후 시작한다.

2.2.2 각 부하 임피던스

Si = ViIi
* (1)

1pu로 정의한 각 노드의 전압과 취득 데이터인 전류 데이터를 기반으
로 (1)번 식을 이용하여 모든 노드에서의 전력을 계산한다. Si는 i번째
노드의 전력을 의미하며, Vi와 Ii는 i번째 노드의 전압과 전류를 의미한
다.

<그림 2> 각 부하의 임피던스 계산

SL1 = SL2 = ( Si - Si+1 ) / 2 (2)

계산된 각 노드의 전력을 이용하여 각 부하의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Section만 바라볼 때 Si-Si+1 식을 통
해 노드 사이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하에서 소모되
는 전력은 선로에서 소모되는 전력보다 매우 크므로 식 (2)를 통해 각
부하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ZL1 = (Vi)
2 / SL1 , ZL2 = (Vi+1)

2 / SL2 (3)

그리고 1pu로 정의된 각 노드의 V값을 이용하여 식 (3)을 통해 각 부
하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된 모든 부하의 임피던스를
통해 총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 3>과 같이 배
전계통을 등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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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등가화 된 배전계통

  2.2.3 전류, 전압 계산
<그림 3>의 등가화 된 계통에서 CB단의 전압, 전류를 알고 있기 때
문에 전압과 전류를 V, I라고 한다면 식 (4)와 식(5)를 통해 첫 번째 부
하로 흐르는 전류 IZL1와 등가화 된 합성 임피던스로 흐르는 전류 IZtotal
을 계산할 수 있다.

IZL1 = V / ZL1 (4)

IZtotal = I – IZL1 (5)

그리고 식 (5)를 통해 계산된 IZtotal과 선로정수를 이용하여 첫 번째 선
로에서의 전압강하를 계산할 수 있으며, CB단에서의 전압 데이터를 통
해 두 번째 노드의 전압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류와 전압을 순
차적으로 부하말단까지 계산하면 전체 노드의 새로운 전압 Vinew와 전류
Iinew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새롭게 계산된 전압, 전류 데이터를 2.2.2절에
식 (1)에 다시 대입하여 본 2.2.3절 과정까지 iteration을 실행하면 최종
값에 수렴하게 된다.  

3. 사 례 연 구

<그림 4> 시뮬레이션 계통

사례연구는 <그림 4>의 예제 계통을 MATLAB을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예제 시뮬레이션 계통은 총 12개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배전계통 전압 레벨인 22.9kV 레벨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각 부하는
5MW, 1MVAR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로는 수렴되기까지 총 5번 iteration이 수행되었으며 아
래 <표 1>과 <표 2>는 시뮬레이션 측정값과 조류계산 결과를 비교한
결과표이며 각각 전압 크기(pu)와 전압 위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1> 사례연구 결과 ( 전압 크기[pu] )

<표 2> 사례연구 결과 ( 전압 위상[deg]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Backward/Forward Sweep Method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계통을 고려한 배전계통 조류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배전자
동화용 단말장치인 FRTU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 중 신뢰할 수 있는
전류 데이터와 역률각을 이용하였으며, 실제 배전계통의 방사상 특성과
부하 정보를 알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파이등가화 된 계통을 통해
알고리즘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적은 횟수의 iteration을 통해 빠른
수렴속도와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값에 도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조류계산 방법은 배전자동화 시스템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배전계통의 큰 특징인 방사상 특성과 부하 불평형 특성을 고려한 배
전계통 조류계산을 기반으로 분산전원, SVR 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
져가는 배전계통에서의 조류계산 및 고장 혹은 과부하로 인한 부하절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피더의 연계로 인한 CLS(Close Loop
System) 해석과 한 피더에서 루프계통이 형성되는 Inner Loop System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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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시뮬레이션

V[pu]

조류계산결과

V[pu]
오차

2 0.99888746349127 0.998880184 7.279E-6

3 0.99868701199099 0.998677174 9.838E-6

4 0.99854401476797 0.998532127 1.189E-5

5 0.99845828942007 0.998445091 1.319E-5

6 0.99842972647019 0.998416082 1.364E-5

7 0.99857195031376 0.998560288 1.166E-5

8 0.99831444191549 0.998298481 1.596E-5

9 0.9982287362765 0.998211257 1.748E-5

10 0.99820017989345 0.998182184 1.78E-5

11 0.9982287362765 0.998211257 1.748E-5

12 0.99820017989345 0.998182184 1.78E-5

Node
시뮬레이션

V[deg]

조류계산결과

V[deg]
오차

2 -0.193796534348 -0.193735033 6.15E-5

3 -0.231253648430 -0.231186826 6.68E-5

4 -0.258014865803 -0.257945783 6.9E-5

5 -0.274074048437 -0.274004531 6.95E-5

6 -0.279427517802 -0.279358162 6.93E-5

7 -0.252636829264 -0.252560188 7.66E-5

8 -0.300800886305 -0.300714659 8.62E-5

9 -0.316860068922 -0.316773413 8.66E-5

10 -0.322213538281 -0.322127045 8.64E-5

11 -0.316860068922 -0.316773413 8.66E-5

12 -0.322213538281 -0.322127045 8.64E-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