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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개폐서지 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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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변압기를 Y-Y 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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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초고압 변전소 설계시 고려사항 및 상용주파 이상전압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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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계전기의 특성 ⋅⋅⋅⋅⋅⋅⋅⋅ 250 
(3) 디지털 계전기의 구성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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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구성과 기능 

(1) 서론 ⋅⋅⋅⋅⋅⋅⋅⋅ 173 
(2) EMS 의 기능 ⋅⋅⋅⋅⋅⋅⋅⋅ 173 
(3) 구성방안 ⋅⋅⋅⋅⋅⋅⋅⋅ 174 

≪084≫ 변압기 병렬운전에서 꼭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과, 만족시키면 좋은 조건 
(1)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 174 
(2) 병렬운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유 ⋅⋅⋅⋅⋅⋅⋅⋅ 174 

≪085≫ 부하분포에 따른 전압강하의 비율 계산 ⋅⋅⋅⋅⋅⋅⋅⋅ 175 
≪086≫ 캐스케이드 차단방식 

(1) Cascade 차단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 176 
(2) Cascade 차단방식의 동작원리 ⋅⋅⋅⋅⋅⋅⋅⋅ 176 
(3) Cascade 차단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177 

≪087≫ 지중 케이블의 활락 ⋅⋅⋅⋅⋅⋅⋅⋅ 177 
≪088≫ 병렬 콘덴서와 직렬 콘덴서 ⋅⋅⋅⋅⋅⋅⋅⋅ 177 
≪089≫ 케이블의 직선접속, 스톱접속 및 종단접속 

(1) 직선접속 (Straight Joint) ⋅⋅⋅⋅⋅⋅⋅⋅ 180 
(2) 스톱접속 (Stop Joint) ⋅⋅⋅⋅⋅⋅⋅⋅ 180 
(3) 종단접속 (Termination Joint) ⋅⋅⋅⋅⋅⋅⋅⋅ 181 

≪090≫ 유도 전동기 기동방법 
(1)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 ⋅⋅⋅⋅⋅⋅⋅⋅ 181 
(2)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 ⋅⋅⋅⋅⋅⋅⋅⋅ 182 
(3) Soft Start 기동방식 ⋅⋅⋅⋅⋅⋅⋅⋅ 183 

≪091≫ 보호계전기의 적정 여부 판단 ⋅⋅⋅⋅⋅⋅⋅⋅ 184 
≪092≫ 전력선 통신 

(1) 서론 ⋅⋅⋅⋅⋅⋅⋅⋅ 185 
(2) 전력선 통신방식의 구성 ⋅⋅⋅⋅⋅⋅⋅⋅ 186 
(3) 전력선 통신의 장단점 ⋅⋅⋅⋅⋅⋅⋅⋅ 186 
(4) 향후 전망 ⋅⋅⋅⋅⋅⋅⋅⋅ 187 

≪093≫ 배전선로에서 운영되는 무정전공법 
(1) 무정전 공법의 필요성 ⋅⋅⋅⋅⋅⋅⋅⋅ 188 
(2) 무정전 공법의 종류 ⋅⋅⋅⋅⋅⋅⋅⋅ 188 
(3) 무정전 공법의 효과 ⋅⋅⋅⋅⋅⋅⋅⋅ 189 

≪094≫ 배전센터 
(1) 개요 ⋅⋅⋅⋅⋅⋅⋅⋅ 189 
(2) 배전자동화 기술발전단계 ⋅⋅⋅⋅⋅⋅⋅⋅ 190 
(3) 배전센터의 구성 ⋅⋅⋅⋅⋅⋅⋅⋅ 190 
(4) 배전센터의 기능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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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인구밀집지역 변전소 건설시 검토사항과 변전소 형태 

(1)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190 
(2) 변전소 형태 ⋅⋅⋅⋅⋅⋅⋅⋅ 191 

≪096≫ 배전전력구 종합감시 시스템 
(1) 개요 ⋅⋅⋅⋅⋅⋅⋅⋅ 191 
(2) 주요설비 ⋅⋅⋅⋅⋅⋅⋅⋅ 191 
(3) 관리항목 ⋅⋅⋅⋅⋅⋅⋅⋅ 192 
(4) 기대효과 ⋅⋅⋅⋅⋅⋅⋅⋅ 192 

≪097≫ 감전에 대한 인체의 위험한계 
(1) 누전차단기의 안전성 ⋅⋅⋅⋅⋅⋅⋅⋅ 192 
(2) 안전한계와 위험한계 ⋅⋅⋅⋅⋅⋅⋅⋅ 193 

≪098≫ Voltage sag, Voltage swell, Interruption Outage ⋅⋅⋅⋅⋅⋅⋅⋅ 193 
≪099≫ CNCV 케이블의 비일괄 공동접지 방식 ⋅⋅⋅⋅⋅⋅⋅⋅ 194 
≪100≫ 주상변압기 설계 및 설치시 고려사항 ⋅⋅⋅⋅⋅⋅⋅⋅ 195 
≪101≫ 배전선로의 불평형 ⋅⋅⋅⋅⋅⋅⋅⋅ 197 
≪102≫ 콘덴서 설치에 의한 전압강하 경감율 ⋅⋅⋅⋅⋅⋅⋅⋅ 198 
≪103≫ 부하율의 정의와 부하율 향상방안 ⋅⋅⋅⋅⋅⋅⋅⋅ 198 

≪104≫ 난연 케이블과 연소에 관한 용어 
(1) 난연 케이블 ⋅⋅⋅⋅⋅⋅⋅⋅ 200 
(2) 연소에 관한 용어 ⋅⋅⋅⋅⋅⋅⋅⋅ 200 

≪105≫ GPT 용량과 CLR 의 저항치 계산방법 ⋅⋅⋅⋅⋅⋅⋅⋅ 201 
≪106≫ 접지 콘덴서 

(1) 접지콘덴서를 이용한 지락전류 검출방법 ⋅⋅⋅⋅⋅⋅⋅⋅ 202 
(2) 접지콘덴서 적용시 유의사항 ⋅⋅⋅⋅⋅⋅⋅⋅ 202 

≪107≫ 전동기 모선의 전압강하계산 ⋅⋅⋅⋅⋅⋅⋅⋅ 203 
≪108≫ 변압기 정수 측정 

(1) 단락시험 ⋅⋅⋅⋅⋅⋅⋅⋅ 205 
(2) 개방시험 ⋅⋅⋅⋅⋅⋅⋅⋅ 206 

≪109≫ 연선의 연입율 ⋅⋅⋅⋅⋅⋅⋅⋅ 207 
≪110≫ 관로내 케이블의 Jam Ratio ⋅⋅⋅⋅⋅⋅⋅⋅ 207 
≪111≫ 역율개선용 콘덴서의 용량변화 

(1) 유효전력이 일정한 경우 ⋅⋅⋅⋅⋅⋅⋅⋅ 208 
(2)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 ⋅⋅⋅⋅⋅⋅⋅⋅ 208 

≪112≫ 지선의 종류 ⋅⋅⋅⋅⋅⋅⋅⋅ 208 
≪113≫ ATS 와 CTTS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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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고조파 공진 주파수 ⋅⋅⋅⋅⋅⋅⋅⋅ 211 
≪115≫ 기체와 고체의 절연파괴  

(1) 기체의 절연파괴 ⋅⋅⋅⋅⋅⋅⋅⋅ 212 
(2) 고체의 절연파괴 ⋅⋅⋅⋅⋅⋅⋅⋅ 212 

≪116≫ 영상전류를 얻기 위한 CT 결선 방법 ⋅⋅⋅⋅⋅⋅⋅⋅ 213 

≪117≫ 유입변압기 기계적 보호방식 ⋅⋅⋅⋅⋅⋅⋅⋅ 215 

≪118≫ 분산형 전원 연계계통의 용어 ⋅⋅⋅⋅⋅⋅⋅⋅ 216 
≪119≫ 반도체 변압기 ⋅⋅⋅⋅⋅⋅⋅⋅ 217 
≪120≫ 계측기용 변류기와 보호계전기용 변류기의 과전류 특성 ⋅⋅⋅⋅⋅⋅⋅⋅ 219 

≪121≫ KEC 에 따른 저압차단기 선정방법 ⋅⋅⋅⋅⋅⋅⋅⋅ 220 

≪122≫ 계통 임피던스 맵과 발전기 출력 ⋅⋅⋅⋅⋅⋅⋅⋅ 222 
≪123≫ 변압기의 K-Factor ⋅⋅⋅⋅⋅⋅⋅⋅ 225 
≪124≫ 대용량 변압기의 SFRA(Sweep Frequency Response Analyzer) 시험 ⋅⋅⋅⋅⋅⋅⋅⋅ 226 

≪125≫ 분산형 전원 연계선로의 전압보상을 위한 배전용 SVR ⋅⋅⋅⋅⋅⋅⋅⋅ 228 

≪126≫3 권선 변압기의 전압변동율 계산 ⋅⋅⋅⋅⋅⋅⋅⋅ 229 

≪127≫ BIL 과 정격전압 및 정격차단용량 ⋅⋅⋅⋅⋅⋅⋅⋅ 231 

≪128≫ 섹터 카플링(Sector Coupling) ⋅⋅⋅⋅⋅⋅⋅⋅ 232 

≪129≫ 단상변압기 3 대의 부하분담 ⋅⋅⋅⋅⋅⋅⋅⋅ 234 

≪130≫ 디지털 변전소 ⋅⋅⋅⋅⋅⋅⋅⋅ 235 

≪131≫ 3 상 CT 결선 ⋅⋅⋅⋅⋅⋅⋅⋅ 237 

≪132≫ MVDC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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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전력계통 개요 

(1) 전력계통의 기본요소 ⋅⋅⋅⋅⋅⋅⋅⋅ 1 
(2) 전력계통의 특성 ⋅⋅⋅⋅⋅⋅⋅⋅ 1 

≪002≫ 전력계통의 기초방정식 
(1) 전력계통에서 전류의 흐름 ⋅⋅⋅⋅⋅⋅⋅⋅ 1 
(2) 어드미턴스 행렬 ⋅⋅⋅⋅⋅⋅⋅⋅ 2 
(3) 기준외 권수비 변압기의 어드미턴스 행렬 ⋅⋅⋅⋅⋅⋅⋅⋅ 2 

≪003≫ 구동점 임피던스와 전달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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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드미턴스 행렬 ⋅⋅⋅⋅⋅⋅⋅⋅ 5 
(3) 구동점 임피던스 ⋅⋅⋅⋅⋅⋅⋅⋅ 5 
(4) 전달 임피던스 ⋅⋅⋅⋅⋅⋅⋅⋅ 6 

≪004≫ 전력조류계산의 필요성과 조건 
(1) 전력 조류 계산의 의의 ⋅⋅⋅⋅⋅⋅⋅⋅ 7 
(2) 전력 조류 계산의 필요성 ⋅⋅⋅⋅⋅⋅⋅⋅ 7 
(3) 계산조건 설정 ⋅⋅⋅⋅⋅⋅⋅⋅ 8 

≪005≫ 전력조류계산의 기본 알고리즘 
(1) 개요 ⋅⋅⋅⋅⋅⋅⋅⋅ 9 
(2) 반복계산의 기본 알고리즘 ⋅⋅⋅⋅⋅⋅⋅⋅ 9 

≪006≫ 전력조류 계산 
(1) 전력 조류 방정식의 기본 개념 ⋅⋅⋅⋅⋅⋅⋅⋅ 9 

(2) 가우스-자이델 법 ⋅⋅⋅⋅⋅⋅⋅⋅ 13 

(3) 뉴톤-랍슨 법 ⋅⋅⋅⋅⋅⋅⋅⋅ 14 

(4) 선형화 조류 계산 (직류법 조류 계산) ⋅⋅⋅⋅⋅⋅⋅⋅ 18 

(5) 조류 계산용 Computer Software ⋅⋅⋅⋅⋅⋅⋅⋅ 21 

(6) 조류 계산의 입출력 자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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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주파수-유효전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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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및 부하변동특성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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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운용 개요 ⋅⋅⋅⋅⋅⋅⋅⋅ 34 
(2) 연료비 특성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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