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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reduce error of the distance relay, we
propose an improved fault locating scheme using DC offset removal
filter. We were modeled 154 kV transmission system using ATP
softwa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proposed scheme,
and applied to the proposed scheme using collected voltage signal and
current signal by line-to-ground fault.

1. 서    론

거리계전기는 계전기의 설치점에서 전압신호와 전류신호를 수집하여,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하여 기본파 페이저 추출 후
임피던스를 계산함으로써 설치점과 고장발생점 사이의 임피던스를 측정
할 수 있다. 이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고장발생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동
작시간이 변화하며, 계산된 임피던스와 계전기에 설정된 임피던스를 비
교하여 계산된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 순시동작과 한시동작으로 송전
선로를 보호한다[1].
송전선로에서 고장시 전압신호와 전류신호는 직류옵셋성분과 고조파
성분의 영향으로 파형이 일그러지며, 임피던스 계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류옵셋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와 고조파성분을 제
거하기 위해 DFT 등을 이용한 페이저 연산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2,3]. 해외의 관련된 연구로는 독립형 지능형 디지털 거리계
전기가 제안되었고, 다중전원과 다중루프시스템을 위한 과전류계전기와
거리계전기의 최적보호협조와 고장저항을 보상하는 적응형 모타입 거리
계전기법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고장점 표정을 위한 IEEE 표준이 보
완되었다[4∼6].
본 논문에서는 거리계전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직류옵셋
제거 필터를 적용하여 고장점 표정의 정확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TP(Alternative
Transient Program) 소프트웨어에서 154[kV] 송전계통을 1회선과 2회선
으로 각각 모델링한 후, 1선 지락사고를 발생시켜 수집한 전압신호와 전
류신호를 이용하여 제안된 기법에 적용하였다[7∼9].

2. 송전선로의 고장점 표정 개선 기법

  2.1 직류옵셋제거필터
직류옵셋제거필터는 고장전류신호로부터 고조파 성분을 반복적, 점차
적으로 소거한 후, 직류옵셋의 초기치와 감쇠율을 선정함으로서 직류옵
셋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 필터는 사전에 시정수를 알 필요가 없으며
필터링 후에 크기보정과 위상보정이 필요하지 않다[7].

  2.2 잉여전류 보상에 의한 송전선로 고장점 표정 기법
송전선로에서 a상 1선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설치점에서 측정한
선로 임피던스의 분모에 잉여전류를 보상하여 설치점으로 부터 고장발
생점까지의 임피던스를 계산한다[8,9].

  2.2.1 1회선 송전선로의 임피던스 계산
고장발생점까지의 정상분 선로임피던스 는 식(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고장전압은  , 고장전류는  , 영상분전류는  , 는 잉

여분 보상계수로서    이다.

 


(1)

2.2.2 2회선 송전선로의 임피던스 계산
2회선 송전선로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고장회선에서 발생하
는 잉여전류를 보상해주고 건전회선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호전류까지

보상해준다. 고장발생점까지의 임피던스 식은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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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잉여분 보상계수,

 


은 상호분 보상계수이다.

3. 사례연구

  3.1 ATP를 이용한 송전선로 모델링과 사고모의
1회선과 병행 2회선의 송전선로는 ATP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하였다.
전원용량은 100[MVA], 역률은 0.85, 부하용량은 80[MVA], 선로정수는
km당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각각 선정하여 입력하였다[8,9].

  3.2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고빈도가 많은 a상 1선 지락 사고를 모의하였다. 주기
당 샘플링 수는 16S/C이고 시뮬레이션 조건은 표 1과 같다. 지면의 한
계로 본 고에서는 직류옵셋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전압사고각인 0 ,〫
고장발생시각은 0.0625[sec], 고장이 발생한 거리는 64[km], 고장저항은
5[Ω]인 경우와 전압사고각인 90 ,〫 고장발생시각은 0.0667[sec], 고장이
발생한 거리는 64[km], 고장저항은 5[Ω]인 경우를 논하고자 한다.

 <표 1> 시뮬레이션 조건

  3.2.1 직류옵셋제거필터의 성능
그림 1은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a상 1선 지락고장이 64km에서 발
생했을 경우, 전압사고각 가변에 따른 직류옵셋제거필터의 적용 유무에
대한 전류신호를 나타낸다.

(a) 전압사고각 0〫

(b) 전압사고각 90〫
<그림 1> 직류옵셋제거필터 성능(고장거리:6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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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DFT의 성능
그림 2는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a상 1선 지락고장이 64km에서 발
생했을 경우, 전압사고각 가변에 따른 a상 전류신호에 대한 DFT 필터
의 기본파 페이저 신호를 나타낸다. DFT의 cos성분과 sin성분에 의해
실수부, 허수부 및 크기를 알 수 있다.

(a) 전압사고각 

(b) 전압사고각 
<그림 2> DFT필터 성능(고장거리:64km)

  3.2.3 1회선 송전선로의 R-X궤적 비교
그림 3은 1회선 송전선로에서 a상 1선 지락고장이 64km에서 발생했
을 경우, 전압사고각 가변에 따른 임피던스 궤적을 나타낸다. 종래의 기
법 보다 직류옵셋필터를 거친 거리계전기법이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가
신속하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전압사고각 

(b) 전압사고각 
<그림 3> 임피던스 궤적(고장거리:64km)

  3.2.4 2회선 송전선로의 R-X궤적 비교
그림 4는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a상 1선 지락고장이 64km에서 발
생했을 경우, 전압 사고각 가변에 따른 임피던스 궤적을 나타낸다.

(a) 전압사고각 

(b) 전압사고각 
<그림 4> 임피던스 궤적(고장거리:64km)

종래의 기법 보다 직류옵셋필터를 거친 거리계전기법이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가 신속하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5 오차율
표 2는 제안된 거리계전 알고리즘에 의한 임피던스와 송전선로에 결
정되어지는 실제 거리값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계산값은 사고
후에 2주기가 지난 뒤의 값이고 고장 거리와 실제 거리의 오차율은 식
(3)을 이용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 결과 값

전체선로의길이
실제고장거리계산된고장거리  (3)

4. 결    론

종래의 거리계전기법에서는 직류옵셋성분과 고조파성분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하였고, 오동작을 하거나 부동작이 발생하여 고장점
표정거리의 정확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리계전기
의 오차를 줄이고 종래의 기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정이 필요하지 않
은 직류옵셋제거 필터를 적용한 개선된 알고리즘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거리계전기법의 고장점 표정 오차율이 종래의 거
리계전기법의 오차율 보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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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거리 40%(64km)

실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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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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