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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 계통은 수용가와 직 으로 연결되어있는 력계통 

구조의 마지막 계통으로 수용가에 한 력공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배 계통은 

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운 되고 있다. 배 자동화 시스

템은 원거리에 리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동화 개폐기와 

Recloser를 이용한 원격감시  제어를 통해 배 계통을 효

율 으로 운 하는 시스템이다[1].

배 계통 운 에 있어서 수용가에 한 력공  신뢰성

과 안정성을 높이기 하여, 배 계통의 사고발생 시 신속하

게 고장구간을 찾고 정 구역을 최소화시켜 불필요한 정

구역에 력을 공 하는 배 자동화 시스템의 정 복구 기

능이 매우 요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

하게 사고구간을 찾아내서 분리해야 복구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 복구 과정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신속한 

고장구간의 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서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FI(Fault Indicator)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FI 정보란 배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

면 고장 류가 원단으로부터 고장지 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고장 류를 경험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

다. 이 정보를 통해서 고장 류 경험유무에 따라 고장구간

을 단하여 분리하고 있다.

이 단 기 에 따르면 FI 정보는 고장지 의 상단에만 

발생해야 하는데 계통의 특수한 구조와 특성에 따라서 고장

지 과는 상 없는 임의의 구간에서 FI 정보가 발생하거나, 

고장지 의 하단에서도 FI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을 FI 오

류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장구간을 

찾는 것이 늦어져 고장구간 검출  분리가 지연되고, 이를 

통해 정 복구의 효율을 크게 떨어지고 있다.

FI 정보와 같이 계통으로 올라오는 요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계통을 운 할 수가 없다. 따라서 FI 정보 오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잘못된 고장구간을 분리하여 2차 인 고장 류의 경험 

는 선로 체의 정 을 가져올 수도 있다.

FI 오류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지계통에

서 상 류와 정상 압 는 상 압을 비교하는 방법[2]

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을 통해 FI 오류를 개선

하는 좋은 방법들[3-5]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사용해서 고장구간을 검출하고 정 복구를 하는 연

구들[6-8]이 있었지만 이 연구들은 지계통에서만 한정되

어 있거나, 학습 등 이상 인 환경에 해서만 용 된다는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계통과 비 지계통 모두를 

상으로 FI 오류와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지계통과 비 지

계통에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운  설비에 용하는 방

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배 자동화 시스템의 고장구간 검출 

방법과 문제 을 제시하 고, 3장에서는 지계통과 비 지

계통에서의 FI 오류 개선 방법을 제안하 다. 4장에서는 제

안한 알고리즘을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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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자동화 시스템의 고장구간 검출 방법과 문제

2.1 FI를 이용한 고장구간 검출 방법

그림 1은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 FI 정보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를들어 그림 1의 2번과 3번 

node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고장 류는 Feeder #1로부터 

사고지 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이 때 Recloser인 node 1번

은 재폐로를 통해서 trip을 하여 계통을 보호할 것이다.

그림 1 배 자동화 시스템 고장구간 검출 과정

Fig. 1 Fault section detection process in DAS

이 때 node 1번과 node 2번에만 고장 류가 흘 으므로 

이를 통해 FI 정보가 발생되어 배 자동화 시스템 주장치로 

련 정보를 송하게 된다.

이 정보를 받은 배 자동화 시스템의 운 자는 node 1번

과 node 2번에서 올라온 FI 정보를 확인하고, node 3번에는 

FI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node 2번과 node 3번 사이

가 고장구간임을 인지하여 원격으로 node 2번과 node 3번을 

open 시켜 고장구간을 최소로 분리하게 된다. 이 후 복구해

에 따라서 나머지 불필요한 정 구간을 복구한다[9].

이 때 발생하는 배 자동화 시스템의 FI 정보는 순시 FI

와 구 FI가 존재하며, 순시 FI는 고장 류를 경험하면 바

로 발생하는 FI 정보이고, 구 FI는 고장 류를 경험하여 

순시 FI를 발생시킨 후에 최종 으로 정 이 되면 정보를 

발생시킨다. FI 정보 발생 기 은 고장 류의 크기와 지속시

간만을 고려하고 있다.

2.2 지계통에서의 FI 오류

우리나라 배 계통은 고장 류의 검출이 용이하여 운 에 

보다 효율 인 지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장 류의 크기가 확연하게 커지기 때문에 고장검출  계

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지

만 고장 류의 크기가 매우 커서 배 계통 내 설비에 무리

를 주어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각종 정보의 오류를 불러오기

도 한다.

FI 오류에 한 문제는 배 자동화 시스템의 설치 기부

터 제기되어 왔다. 이는 1997년에 기안하고 시행한 ‘배 자

동화용 다회로 개폐기 제어함 FI 하자수리 요청’공문으로부

터 잘 알 수 있다[10].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FI 오류에 

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a. 1선지락 고장 시 선로불평형 류에 의한 지(N상) 

FI 오동작

b. 변압기 등의 여자돌입 류에 포함된 고조  성분에 의

한 FI 오동작

c. 설치된 FI 부하측 개폐기의 투개방에 의한 inrush 

상에 따른 FI 오동작

d. 고장  부하측의 동기  지 이블에 의한 역방향 

고장 류에 의한 FI 오동작

e. 1선지락 고장 시 상하단 선로 는 인근 선로의 성

선에 흐르는 지락 류에 의한 FI 오동작

이와 같은 5가지 원인들은 지계통에서 볼 수 있는 원인

이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재는 a, b, c 항목에 한 문

제들은 운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통해 FI 오동작을 방지하

고 있다. 선로 불평형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당연히 계

통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운 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여자돌입 류에 포함된 고조 는 순수하게 고조 만의 특성

을 분리하기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고, 부하측 개폐기의 

inrush 상 한 동작 시간지연과 같은 운 을 통한 방법

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d와 e는 운 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방법으로 오퍼 이터의 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2 동기부하가 있는 배 계통 사고발생 시 고장 류 

흐름

Fig. 2 Fault current flow when a ground fault in distribution 

network with motor load

그림 2는 FI 오류에 한 원인들 5가지 에 d의 경우를 

나타내주고 있다. 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

면 보호기기가 동작하여 고장구간을 차단하게 된다. 하지만 

용량이 큰 동기 부하가 그림 2와 같이 있다면 모터의 발

기작용에 의해 부하단의 역방향으로 고장 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고장 상단에만 발생되어야 하는 FI가 고장 하

단에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림 3은 배 계통 지락사고 시 배 계통 상회로를 나

타내고 있다. 이 경우는 e의 경우로써, 단선도로 봤을 때는 

완 히 다른 선로이지만, 실재 치로는 바로 인 해있는 선

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심과 같이 복잡한 계통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node들의 치가 인 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고장 류가 흐를 때 크기가 매우 크면 사

고가 발생한 D/L외에 일반 D/L에 있는 node의 성선을 타

고 역으로 흐르는 지락 류에 의해 FI가 발생하기도하여 FI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I 정

보는 고장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에서도 발생하게 되어 배

계통 운 자가 고장구간을 검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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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 계통 사고 시 상회로

Fig. 3 Zero-sequence circuit when a fault in distribution 

network

2.3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

비 지계통에 용되는 배 자동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FI 정보를 통해서 사고구간을 검출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앞서 지계통에서 발생하는 FI 오류에 한 

원인들  d의 경우는 지계통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

으며, e의 경우는 성선이 없기 때문에 비 지계통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비 지계통은 1선 지락 사고발생 시 고장 류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 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FI 자체를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되어 고

장구간 검출을 한 FI의 에서 볼 때 FI 오류라고 볼 

수 있다.

TR

B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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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Fault

D/L3

D/L2

D/L1

3CI

2CI

3CI
2CI

nI

1CI 1'CI

nI

그림 4 비 지 계통에서 1선지락 고장시의 고장 류분포

Fig. 4 Distribution of fault current at phase to ground fault 

on an ungrounded system

그림 4는 비 지계통에서 1선지락사고 발생 시 류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건 회선의 충 류는 모선을 

통해 고장 으로 흘러 들어가고 사고회선 No.1의 모선 측

과 부하 측의 충 류도 고장 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

만 이 충 류는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

은 다 지방식과 같이 Feeder 인출 단의 OCR 는 계통 

내의 Recloser에 의한 자동재폐로 후 고장회선 분리는 불가

능 하고, FI 발생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말 자체의 정보로 고장구간의 상단과 하단을 구

별하지 못하면 FI는 발생시킬 수 없다. 이는 지 까지의 FI

를 통한 고장구간 검출 방법을 볼 때 비록 고장 류에 한 

경험은 없지만 고장구간 상단에 발생한다는 개념에서 본 논

문에서는 이 경우를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라고 문제를 

나타내고 해결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3. FI  오류개선 알고리즘과 용방안

3.1 지계통에서의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지계통에서의 FI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동기 부하에 의한 FI 오류와 성선에 의한 FI 

오류이다. 이 오류들은 고장 류의 크기와 지속시간만 고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계통 특성을 

이용하여 그림 2와 3에서 고장 류의 방향이 고장구간을 

심으로 상하단이 반 로 나타나는 것을 별할 수 있다면 

고장구간의 상하단을 구별해낼 수 있어 FI 오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경우에 따른 FI 오류 개선 알고

리즘을 제안하려고 한다. 한 경우에 따라 다른 알고리즘

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용방안도 제시하려고 한다.

3.1.1 동기 부하에 의한 FI 오류 개선 알고리즘

동기 부하에 의한 FI 오류는 사고발생 시 바로 나타나

기도 하고, 보호기기 동작 후 고장 류가 차단 된 후 정 이 

되는 고장구간 하단의 부하단에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단에 발 기가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시 발생하는 상 압과 상 류 보다는 정상

압과 정상 류를 비교하여 고장 류의 방향을 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이유는 원단의 정상 압이 고장 의 정상 압보다 

커서 원단에서 고장 으로 고장 류의 정상분이 흐르고, 

마찬가지로 동기 부하단에서 발 기 작용에 의하여 생기

는 정상 압이 고장 의 정상 압보다 커서 부하단에서도 

고장 으로 고장 류의 정상분을 공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경우는 정상분에 한 비교를 통해 방향비교를 해야 

한다.

이때 그림 5와 같이 선로의 정상 임피던스는 리액턴스 부

분이 크기 때문에 고장  상단에서 측정하는 정상 류 IA1

의 상각은 정상 압 VA1의 상각을 기 으로 4 사분면

에 허수축 부분에 존재한다. 따라서 고장  상단의 단말장

치에서 원단에서 부하단 방향을 기 으로 측정하는 류

와 압으로부터 계산된 정상 류와 정상 압과의 상차는 

-90도 부근일 것이다. 그러나 고장  하단의 단말장치에서 

원단에서 부하단 방향으로 기 으로 측정하는 류와 

압으로 계산된 정상 류는 측정 방향이 반 가 되므로, 정상

압과 상차는 90도 부근일 것이다. 실제로는 부하단에 

부하가 병렬로 존재하므로 부하의 역률에 따라 이 상차가 

90도 근처에서 조  변동할 것이다.

부하단에 동기가 있을 경우 선간단락고장이나 지락고장 

시 부하단의 동기가 발 기 역할을 하여 부하단에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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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기 부하가 있는 계통에서 사고발생 시 정상 류 

흐름

Fig. 5 Positive sequence current flow in distribution network 

with motor load

으로 큰 고장 류를 공 는 오류를 방지하려면 기존의 선

류의 크기와 지속시간에 의하여 단말장치가 고장표시 정

보를 생성하는 원리에 다음 조건을 추가로 용해야 한다. 

측정하는 류의 방향이 원단에서 부하단의 방향일 때, 

정상 압의 상과 정상 류의 상을 구하여, 정상 압의 

상을 기 으로 정상 류의 상차가 90도 부근에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고장표시 정보를 억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 게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면 고장  하단에서는 추가된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고장표시 정

보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3.1.2 성선에 의한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배 계통 사고 시 상 류에 한 방향은 에 따라 

다르다. 그림 3에서는 상 압(Vf0)원이 고장 에 있다는 

에서 상 류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상 류의 방향

은 고장 을 심으로 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상차가 180도 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하단의 상 류 상을 비교할 수 있다면 

고장  상하단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앙에서

는 모든 상 데이터를 받아 비교하여 고장구간 상하단의 

단이 가능하겠지만, 단말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FI는 상하

단에 한 상비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6에는 A상 지락사고 시 고장

 상하단의 상 류 압의 벡터도를 통해 단말에서 상

압을 기 으로 임피던스의 항과 리액턴스 비율에 따라 

상 류의 상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임피

던스는 항이 리액턴스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상

압을 기 으로 임피던스 평면의 1사분면의 허수축 부근에 

상 류는 치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6의 (a)와 같이 고

장  상단의 임의의 측정  상 압 VA0s은 고장 의 

상 압 Vf0에 고장 과 측정  사이의 선로의 압강하를 

제외한 값이 된다.

여기서 ZA0s=RA0s+jXA0s 는 고장 과 측정 사이의 선

로의 상 임피던스이다. 따라서 측정 의 상 압을 

VA0s를 기 으로 하여 고장 에서 원단으로 흐르는 고장

류의 상분의 상은 4사분면에 허축 부근에 존재한다. 

그런데 원단으로 부터 부하단의 방향을 기 으로 단말장

치에서 측정한다면, 고장상단에서 계산된 상 류의 상은 

기 방향과 반 이므로 2사분면에 90도 부근에 치할 것이

다.

(a) 고장  상단의 벡터도

 

(b) 고장  상단 벡터도와 하단의 진상/지상 벡터도

그림 6 고장  상/하단의 사고발생 시 벡터도

Fig. 6 Zero sequence vector diagram at fault location 

upper/bottom

마찬가지로 그림 6의 (b)에서와 같이 고장 에서 부하단

으로 흐르는 상 류의 크기는 부하의 상 임피던스와 고

장  하단 선로와 상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며, 진상부하일 

때는 임피던스 평면 4사분면에 치하고 지상부하일 때는 

임피던스 평면 1사분면에 치한다.

그림 6은 고장 의 상 압을 기 으로 부하단에 흐르는 

상 류와 고장  하단 측정 에서 상 압간의 벡터도이

다. 그림 6의 (a)와 같이 진상부하로 인하여 고장 의 상

압보다 진상 류가 흐를 때 이 류의 상은 측정 의 

상 압보다 상이 뒤진다. 그러나 지상부하일 경우 그림 

(b)와 같이 지상 류가 흘러 측정 의 상 압보다 류의 

상이 앞선다. 

따라서 고장  하단에 치한 단말장치에서 원단에서 

부하단 방향으로 흐르는 상 류의 상은 류의 측정방

향이 원단에서 부하단 방향을 일 때, 상 압의 상을 

기 으로, 4사분면이나 1사분면에 치할 것이다.

지락사고 시에 고장  하단에서도 부하단으로 흐르는 

상 류가 정해진 값 이상일 경우에 잘못된 고장표시 정보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존의 상 류의 크기와 지속

시간 조건만으로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는 원리에 추가로 

상 압의 상을 기 으로 상 류의 상이 비슷한 경

우에 한하여 고장표시 정보를 제한하면 방향성이 고려되어 

잘못된 FI 정보를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3.2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계통과 동일한 원인인 동기 부하에 의한 FI 오류개선 

알고리즘과 1선 지락 사고 시 큰 고장 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 두가지 경우들 에 동기 부하에 의한 FI는 지계

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1선 진락 사

고 시 비 지계통의 특성에 따라 고장 류가 흐르지 않아 

생기는 FI 오류는 지계통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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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 발생은 주로 1선지락 사고 시 

상 류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고장구간 검출의 목

과 에서 볼 때 FI가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

지 않는다. 고장 류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FI 정보를 발

생시킬 수가 없는 FI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말에서 비

지계통에 한 고장구간 상하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FI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알고리즘을 제안하

기 하여 비 지계통에서의 압은 기본 으로 선간 압과 

상 류의 크기와 상이 측정되어야 하며 단말마다 측정

장치가 달려있다고 가정한다.

력계통에서는 일반 으로 CT와 PT를 이용해 압과 

류를 측정하지만, 실제 해당 장비들의 가격과 부피 등의 

이유로 모든 계통 상태 계측 포인트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신 감압  필터를 통해 CT와 PT에서 측정하는 결

과와 거의 유사한 계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  새

로 개발 인 ZCT를 이용해서 배 계통 각 구간별 상

류와 상을 측정하고,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다. 이는 결코 장 용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재 ZCT장비가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 수 에 있다.

비 지 계통에서 1선 지락고장 발생 시 각 상에서의 고장

을 고려하여 이상 인 환경일 때의 압과 상 류 벡터도

를 그림 7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abV

bcV

caV

0'I

upper
ingchI )arg(0

bnV

cnV

)arg( ingchI c
'bI

'cI

A-Phase fault

lower
ingchI )arg(0

그림 7 A상 지락고장 시 압과 상 류 벡터도

Fig. 7 zero sequence voltage and current vector diagram 

when A phase ground fault 

비 지 계통에서 1선 지락고장 발생 시 고장 상의 는 

지와 같아지므로 고장 상에는 충 류가 없어진다. 그러

나 건 상의 지 는 정상상태보다 배 증가하므로 고

장 상단을 기 으로 고장 시의 선간 압과 상 류의 방향

은 그림 7과 같이 나타난다.

A상 지락 고장 시 B, C상의 지상의 는 Vbn, Vcn

이 된다. 선로의 항성분만을 고려할 경우 류는 상 압

과 동상이 되므로 상 류의 방향은 Ib'와 Ic'의 합의 방향

이 되므로 Io'의 방향이다. 하지만 지 정 용량에 의한 충

류이기 때문에 커패시턴스 성분만을 고려할 경우 충

류는 상 압보다 90°앞서므로 상 류의 방향은 Io 방

향이 된다. 여기서 특징은 선간 압 Vbc와 180°의 상차를 

갖는 것이다. B상고장 과 C상고장에 한 벡터도 마찬가지

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 까지는 선로의 항, 리액턴스 그리고 커패시턴스 성

분을 모두 고려하면 상 류의 방향은 커패시턴스 성분만

을 고려한 경우보다 뒤지게 된다. 한 고장 상단과 하단의 

상 류의 방향은 180°의 상차를 갖는다.

고장구간 상단에서 보았을 때 각 상의 상 류의 방향은 

커패시턴스, 항, 리액턴스 성분에 따라 고장 상을 제외한 

선간 압과 180°에서 조  벗어난 범 의 상차를 가질 수 

있다. 이 범 는 사 에 계통 특성을 분석하여 직  지정해

 수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 은 단말이 계통 정보에 따라서 스

스로가 1선 지락 사고 시 회선과 상까지도 독립 인 정보를 

통해 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PT의 부피와 

가격 때문에 단말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그림 8 GRVD의 구조

Fig. 8 GRVD structrue

이런 경우는 그림 8과 같은 장비를 써서 상 압을 측정

하여 나타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

간 압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상 압의 정보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림 4에서와 같이 고장구간을 심으로 상

류의 방향이 반 인 것을 이용하면 단말에서도 FI를 오류

를 방지할 수 있다.

비 지계통에서 흐르는 상 류는 C 성분에 의한 상

류이기 때문에 고장 을 상 압원으로 보면 고장  상

단의 상 류는 상 압의 상보다 약 90도 뒤지게 되고 

고장  하단의 상 류는 약 90도 정도 앞서는 결과를 나

타낼 것이다. 고장  상단과 하단의 상 류 방향은 정반

가 된다. 따라서 상 압과 상 류의 상비교를 통해

서 고장구간 상단과 하단을 구별할 수 있다.

3.3 알고리즘 용방안

3.3.1 지계통에서의 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각 FI오류에 한 상황별 개

별 인 알고리즘들이다. 따라서 이를 실 용 하기 해서는 

이들에 한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지계통의 경우에는 상 류와 정상 류를 같이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이 일어날지, 한 어떠

한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한 방법은 FI 

발생에 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FI 억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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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더 효율 일 것이다. 

지락고장 시 선선을 통해 발생하는 FI 오류는 상 압

과 상 류의 비교를 통해 개선할 수 있고, 동기의 발

기 작용에 의한 FI 오류는 정상분 압과 정상분 류를 통

해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든 경우

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단락사고가 날지, 지락사고가 날지, 

 이 때 선로에 용량의 모터부하가 달려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해서는 조건

에 따른 발생보다는 크기와 지속시간을 통해 FI를 발생시키

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고장구간 부하단에 발

생하는 FI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용시키는 것이 더 효율

일 것이다.

우선은 지락고장에 한 경우에는 상 압과 상 류를 

비교하고, 모터부하의 발 기 작용에 의한 경우에는 정상

압과 정상 류를 비교해야 한다. 정상상태의 경우에는 상

분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상분에 한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그 다음에 FI를 발생시키기 에 상 압과 

상 류의 상비교 는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비교

를 통해서 FI를 발생시키고 억제시키는 방법을 그림 9의 

flowchart와 같이 제안한다.

그림 9 지계통에서 FI 생성/억제 flowchart

Fig. 9 FI generation/limit flowchart in grounded network

3.3.2 비 지계통에서의 용방안

비 지계통의 경우는 지계통과는 완 히 다른 구조이

다. 지계통의 경우는 모든 사고에 고장 류가 크게 흐르

지만, 비 지계통은 1선지락 사고 시 고장 류가 거의 흐르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

는 감시하는 정보와 단 시 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

다. 우선은 상 류를 감시하여 류의 크기가 커지는 시

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상 류의 상을 비교해야 한다.

상 류 측정장비인 ZCT의 경우 측정 류 최소 크기가 

500mA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측정이 되지 

않거나, 간혹 오차에 의해서 측정이 되더라도 상과 크기가 

oscillation 하게 된다. 따라서 측정된 값조차 사용할 수 없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의 flowchart는 3.2에서 제안한 방법  선간 압

과 상 류의 상을 비교하여 FI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1선 지락 사고 외 다른 사고들에 하여 고

장 류를 확인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혹시보

를 1선 지락 사고를 비해서 선간 압과 상 류의 상

비교를 통해 모든 사고를 비하는 알고리즘 용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2사분면 허수축이라 함은 정상 압을 기

으로 정상 류의 상이 90도보다 조  더 지나서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이 범 는 계통의 특성에 따라 조 씩 다

르며 사 에 범 를 지정하면 FRTU가 FI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0 비 지계통에서 FI 생성/억제 flowchart(선간 압 비교)

Fig. 10 FI generation/limit flowchart in ungrounded network 

(phase to phase voltage comparison)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가격과 부피 등의 이유로 PT를 사

용하지 못해 선간 압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비 지계통의 배 자동화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GRVD 

같은 상 압 측정장치를 이용한 FI 오류개선 알고리즘의 

flowchart는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상 압과 상 류의 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지락사고 발생 시 상 류는 타 건 상의 선로

들에 있는 충 류로부터 생성되므로 C 성분에 의한 류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 압을 기 으로 본다면 고장

구간 상단은 상 류의 상이 상 압의 상보다 90° 

뒤지게 되고, 하단은 90° 정도 앞서게 된다.

이때의 상 기 은 변 소 인출단으로부터 부하단으로의 

방향으로 따져서 상 압과 상 류의 상을 측정하고, 

이 두 상차를 비교해서 제안한 방법 로 고장 류 방향을 

단하여 FI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1선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타 선로들의 충 류들

이 고장 으로 집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어 크기와 상이 

나타나며 수치 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장구간 

상단과 변 소 인출단 BUS에 연결되어있는 타 feeder들이 

어느정도의 긴 선로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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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 지계통에서 FI 생성/억제 flowchart( 상 압 비교)

Fig. 11 FI generation/limit flowchart in ungrounded network 

(zero sequence voltage comparison)

따라서 최종 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통해 우선 상

류를 감시하고, 그 다음 정상 압과 류를 감시하는 순으

로 계속해서 측정 데이터 비교를 통해 모든 상황에 한 정

확한 FI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최소

화된 고장구간 분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수용가에 한 안

정 인 력공 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사례연구

4.1 지계통에서의 FI 오류개선 방법

그림 12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검증을 한 제계통

Fig. 12 Example networks for proving the proposed FI error 

improvement algorithm

지계통에서의 FI 오류 개선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하

여 그림 11과 같은 제계통을 상으로 Matlap Simulink를 

이용하 다. 선로 길이  압 벨 등은 그림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구성하 으며, 각 사고 유형별 결과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선로 임피던스는 배 계통 표  가공지선 ACSR 160㎟의 

임피던스는 항의 정상/ 상분 0.018197/0.628768 ohm/km, 

인덕턴스 정상/ 상분은 1.038e-3/4.07e-3 H/km, 커페시턴스 

정상/ 상분은 12.74e-9/7.751e-9 F/km로 Matlab simulink

의 distributed parameter line을 사용하 다. 구간별 부하는 

원단을 심으로 첫 번째 구간은 2MVA, 고장구간을 

심으로 상하단에 각각 1MVA,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부하

는 1MVA로 설정하 다. 부하의 Q는 매우 작게 하여 부하

로 인한 손실이 큰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시뮬 이션을 

하 다.

고장종류

고장 상단

정상분 상

고장 하단

정상분 상

압 류 상차 압 류 상차

a상 지락 -0.8 -70.1 -69.3 1.9 151.1 153.0

b상 지락 -0.8 -70.18 -69.3 1.9 151.1 153.0

ab상 단지락 -6.7 -35.9 -29.2 -2.8 155.1 157.9

표 1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검증 결과(모터부하 계통)

Table 1 FI error improvement test result in network with 

motor load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상 압과 정상 류에 한 

상차는 류의 방향에 따라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나타났

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고장구간 하단에 형성되는 고장

류에 의한 FI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성선을 따라 흐르는 고장 류에 한 FI오류 시

뮬 이션은 그림 12의 계통에서 모터부하 신 일반 부하를 

달아 시뮬 이션 하 으며, 그 외 선로 임피던스  선로 길

이 등의 정보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 다. 시뮬 이션 결

과는 표 2에서 나타내고 있다.

고장종류

고장 상단

상분 상

고장 하단

상분 상

압 류 상차 압 류 상차

a상 지락 -173.7 -61.49 112.21 -173.7 -172.9 0.6

b상 지락 65.3 -178.7 116 65.3 66.1 0.8

ab상 단지락 126.0 -121.1 112.9 126.1 126.9 0.8

표 2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검증 결과( 성선 고장 류)

Table 2 FI error improvement algorithm test result by neutral 

line fault current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선을 따라 흐르는 고장 류

에 의한 상 류 방향에 따른 상 압과의 상 차이는 

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이

용한다면 FI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4.2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개선 방법

앞서 제안한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개선 방법  선간

압과 상 류의 상을 통해서 단말에서도 1선지락 사고 

시 독립 으로 고장 선로, 고장 상 까지 별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검증하기 한 시뮬 이션을 하 다.

한 비 지 배 계통에서는 가격과 부피 등의 이유로 

PT를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 그림 8과 같

은 구조를 가진 GRVD라는 상 압 측정용 설비와 상

류 측정장치인 ZC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가정

에서 시뮬 이션을 하 다.

GRVD는 측정장비에 큰 항을 걸어 지 상을 방지하

고, 소량의 류분배를 통해 상 압이나 선간 압이 아닌 

상 압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장비의 환경이나 설비구조에 

따른 L과 C성분을 배제하기 하여 측정할 때 lowpass 

filter를 이용하여 상보정을 하 다. 상 압은 계산식이 

아닌 측정에 의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설비와 ZCT를 이용한 상 압  상 류의 비교를 

통해 고장구간 상하단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를 모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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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림 13과 같이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계통을 

모의하 다.

그림 13 비 지계통 matlab simulink 모의

Fig. 13 Simulation by Matalb Simulink in ungrounded network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이다. 상 압과 상 류

는 선간 압과 상 류의 상차가 고장구간 상하단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말 

장치가 직  1선지락 사고 시 고장구간 상하단 별이 되기 

때문에, FI를 발생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과 

4에 나타나있다.

고장종류

고장 상단

선간 압/ 상 류 상

고장 하단

선간 압/ 상 류 상

선간 압 상 류 상차 선간 압 상 류 상차

a상 지락 -155(Vbc) 24.0 179.0 -156.4(Vbc) -156.1 0.3

b상 지락 84.9(Vca) -95.9 179.2 83.5(Vca) 83.9 0.4

c상 지락 -35.0(Vab) 144.0 179.0 -36.4(Vab) -36.1 -0.3

표 3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검증 결과(선간 압 비교)

Table 3 FI error improvement test result in network with 

motor load

고장종류

고장 상단

상 압/ 류 상비교

고장 하단

상 압/ 류 상비교

상 압 상 류 상차 상 압 상 류 상차

a상 지락 114.1 24.0 -90.1 114.1 -156.1 89.8

b상 지락 -5.9 -95.9 -90 -5.9 83.9 89.8

c상 지락 -125.9 144.0 -90.1 -125.9 -36.1 89.8

표 4 FI 오류개선 알고리즘 검증 결과( 상 압 비교)

Table 4 FI error improvement test result in network with 

motor load

이 제안한 방법에서 고려사항은 상 류의 크기이다. 

재 개발되어있는 소형 ZCT는 500mA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면 고장구간이 포함된 선로 외의 변 소 인출단 선로

를 통해 연결되어있는 다른 D/L들이 많고 거리가 길수록, 

그  지 선로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측정이 가능해

진다. 

상 류의 크기는 선로와 지간의 충 류이므로, 배

계통 선로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일정 길이 이

상의 배 계통이 구성이 되어야 상 류 측정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다행히 고장구간 상단은 타 D/L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상 류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크기 이상으로 올

라가겠지만, 반면에 하단은 연계된 D/L이 없기 때문에 측정

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을 고려하여 용해야 한다.

한 장에는 많은 오차요인이 존재한다. 500mA는 매우 

작은 류 크기이다. 이는  는 기타 돌발 인 자연 

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류 크기이다. 따라서 이 류

가 측정되거나 안되는 을 고려하여 고장구간 상하단을 

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게 한다면 이 한 FI 오류

의 한 종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

비교방식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FI를 통해

서 정확한 고장구간이 검출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고발생 시 수용가에 

한 력공  신뢰성 향상을 하여 정 복구 과정에 필수 

단계인 신속한 고장구간을 분리를 해 활용하는 FI 정보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하 다.

우리나라의 배 자동화 시스템은 국내 지 형태의 배

계통을 상으로 모든 응용 로그램  기능들이 비되어 

있다. 향후 배 자동화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한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 때 꼭 필요한 비 지계통에서의 

FI 오류 원인  해결방안을 제안하 다. 

한 각 case 별로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에 하여 이를 

통합 으로 고려하기 해 FI 발생에 따른 조건이 아닌, FI 

발생조건에 제약조건을 두어서 고장구간의 상단에만 FI가 

발생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되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용된다면 

정 복구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시키는 고장구간 검출

에 사용되는 FI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수용가에 한 정

복구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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