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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ult Location Algorithm Using Adaptively Estimated Local Source Impedance for 
a Double-Circuit Transmission L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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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fault location algorithm based on the adaptively estimated value of the local sequence 

source impedance for faults on a parallel transmission line. This algorithm uses only the local voltage and current signals 

of a faulted circuit. The remote current signals and the zero-sequence current of the healthy adjacent circuit are 

calculated by using the current distribution factors together with the local terminal currents of the faulted circuit. The 

current distribution factors consist of local equivalent source impedance and the others such as fault distance, line 

impedance and remote equivalent source impedance. It means that the values of the current distribution factors can 

change according to the operation condition of a power system. Consequently, the accuracy of the fault location algorithm 

is affected by the two values of equivalent source impedances, one is local source impedance and the other is remote 

source impedance. Nevertheless, only the local equivalent impedance can be estimated in this paper. A series of test 

results using EMTP simulation data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is valid 

for a double-circuit transmission line system where the equivalent source impedance change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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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송 선로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력설비에 비하여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공 지장 기간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정확한 

고장상 단  고장  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1]. 

지 까지 발표된 고장  표정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즉, 

진행  기반의 고장  표정 방법[2∼3]과 임피던스 기반 방

법[4∼14] 으로 나  수 있다. 임피던스 기반 방법은 다시 

자기단 압, 류 신호만을 사용한 방법과[2∼5, 9∼12, 14] 

양단 압, 류 신호 모두 사용한 방법[6∼8, 13] 으로 나  

수 있다. 임피던스 기반의 고장  표정 알고리즘의 오차 요

인은 고장  항, 근  회선 상분 류로 인한 상호임피

던스 작용,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의 변화 등이다. 그러나,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에 응

할 수 없었다[11].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의 변화가 고장

 표정 오차 요인이 되는 이유는, 자기단 압, 류 신호

만을 사용하여 고장  표정을 실시할 경우, 상 단 류 신

호와 건 회선의 류 신호를 고장회선의 자기단 류 신호

와 류분배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데, 류분배계수가 배

후 원임피던스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류분배계수는 자기단과 비교 상단의 류 계에 해

당하는 임피던스 비율을 말하며 고장 발생 후 회로에서 구

할 수 있다. 류분배계수는 자기단  상 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와 선로 임피던스 그리고 고장거리의 함수이

다. 따라서, 류분배계수를 결정하는 배후 등가 원 임피

던스 값이 변하게 되면 류분배계수 값 한 바 게 되고 

최종 고장  표정 값에 향을 미치게 된다. 

력계통의 배후 등가 원은 계통의 운 상황에 따라 끊

임없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도 계

통 운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며, 고장  표정 시 변화된 

원 임피던스 값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원 임피던스 정

정값을 고장  표정 알고리즘에 사용할 경우, 고장  표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변화된 자기단 배

후 등가 원 임피던스를 추정한 값을 사용한 고장  표정 

알고리즘을 제안 하 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력계통 모의 로그램인 EMTP를 이용하여 154[KV] 

병행 2회선 송 선로에서 고장을 모의하 고,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결과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에 응하

여 정확하게 고장 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 다.

2. 본  론

2.1 1선 지락 고장시 압 방정식

그림 1은 병행 2회선 송 선로에서 1선 지락 고장시 고장

회로를 나타내며, Locator가 설치된 모선을 자기단, 선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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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모선을 상 단으로 정의하며, 각 모선 양단의 배후는 

이상 원과 테 난 등가임피던스로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계  압에 한 압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 

             (1) 

그림 1 1선 지락 고장

Fig. 1 Single-Phase to Ground Fault

표   1  모델 시스템 데이터

Table 1 System model data

기 호 정   의 단 


자기단 등가 원 S의 

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
[Ω]


상 단 등가 원 R의 

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
[Ω]

 고장회선의 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 [Ω]

 건 회선의 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 [Ω]

 회선간 선로의 상분 상호 임피던스 [Ω]

 고장 항 [Ω]

 자기단 상분, 정상분, 역상분 류 [A]

  상 단 상분, 정상분, 역상분 류 [A]

  건 회선의 상분, 정상분, 역상분 류 [A]

 고장 으로 흐르는 상분, 정상분, 역상분 류 [A]

 계 기 설치 에서 고장 까지 거리 [PU]


상분, 정상분, 역상분 류분배계수

(고장회선 자기단 류와 건 회선 류의 비 )


상분, 정상분, 역상분 류분배계수

(고장회선 자기단 류와 상 단 류의 비 )

 자기단 계  계측 a상, b상, c상 압 [V]

 자기단 계  계측 a상, b상, c상 류 [A]

식(1)의 압방정식은 계 에서 고장 까지의 고장회선

의 압강하분       과 건 회선의 상호

임피던스의 압강하분     그리고 고장 항의 압

강하분 의 합으로 표 된다. 식(1)에서 미지 변수는 건

회선의 상분 류   , 고장회선의 고장 류 , 고장

항 이다. 고장 항 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 변수들은 

계  류와 류분배계수를 계산하여 추정한다. 고장

류 를 역상분 류분배계수 와 계  역상분 류 

로, 건 회선 상분 류  를 상분 류분배계수 

와 계  상분 류 로 표  되며, 식 (1)을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2 류분배계수

류분배계수는 건 회선의 자기단 상분 류, 고장회

선의 상 단 역상분 류를 추정할 때 사용된다. 이때, 류

분배계수는 각각의 류에 상응 되는 임피던스 비로 나타내

며, 류분배계수의 구성요소는 선로임피던스, 양단 배후 등

가 원 임피던스 그리고 고장거리이다. 

2.2.1 상분 류분배계수

병행 2회선 송 선로 1선 지락 고장 시 건 회선의 상

분 류로 인한 상호 임피던스 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

며, 본 논문에서는 상호 임피던스의 향을 고려하 다.

고장회선의 상 단 상분 류를 추정하기 해 사용되

는 상분 류분배계수는 상분 회로의 건 회선을 통과

하는 압 루  방정식과 고장회선을 통과하는 압 루  

방정식을 연립하여  를 소거한 후 고장회선의 자기단 

상분 류와 상 단 상분 류에 상응되는 임피던스 비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건 회선의 자기단 상분 류를 추정하기 해 사용되

는 상분 류분배계수는 와 같은 방법으로 두 루  방

정식을 연립하여 를 소거 한 후 , 고장회선의 자기단 

상분 류와 건 회선의 자기단 상분 류에 상응되는 임

피던스 비로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2.2.2 역상분 류분배계수

고장회선의 상 단 역상분 류를 추정 하기 해 사용되

는 역상분 류분배계수는 역상분 회로의 건 회선을 통과

하는 압 루  방정식과 고장회선을 통과하는 압 루  

방정식을 연립하여 를 소거 한 후 고장회선의 자기단 역

상분 류와 상 단 역상분 류에 상응되는 임피던스 비로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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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두 방정식에서 를 소거 하여 고장회선 

자기단 역상분 류와 건 회선의 역상분 류의 임피던스

비로 나타낸 역상분 류분배계수를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2.3 병행 2회선 송 선로 고장시 자기단 원 

임피던스 추정 기법

모든 류분배계수는 각 칭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를 포함한다. 따라서,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가 변하면 

류분배계수 값 한 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자기단 원 임피던스 추정 기법을 제안하고 보다 정확

한 자기단 원 임피던스 추정값을 얻기 해 반복법을 사

용하 다.  

  2.3.1 자기단 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

그림 2 1선 지락 고장시 상분 회로

Fig. 2 Zero-sequence diagram after a Single-Phase to 

Ground Fault

그림 2는 1선 지락 고장 발생 시 상분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고장 발생 후 상분 회로에는 배후 등가 압원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장후 정보만

을 이용한 자기단 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이 가능하다. 

자기단 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는 계  배후 모

선단 상분 압과 상분 류 신호값으로부터 구한다. 

이때 배후 모선단 상분 류는 건 회선 자기단 상분 

류와 고장회선 자기단 상분 류의 합과 같다. 자기단 

배후 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식은 식 (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7)

 식 (7)과 같이 자기단 배후 상분 원 임피던스 추

정 식을 구하 으나 건 회선의 자기단 상분 류를 추정

하기 해 사용되는 상분 류분배계수   의 요소인 고

장거리 m 이 미지 값이기 때문에, 류분배계수 의 값

을 알기 에는 자기단 배후 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류분배계수 값을 구하고 최종 

자기단 배후 상분 원 임피던스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 반복법을 제안하 다. 

2.3.2 자기단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

그림 3 1선 지락 고장시 역상분 회로

Fig. 3 Negative-sequence diagram after a Single-Phase to 

Ground Fault

그림 3은 1선 지락 고장 발생 시 역상분 회로를 나타내었

다. 상분 회로와 마찬가지로 고장 후 정보만을 이용한 자

기단 배후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이 가능하다. 자기단 

역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는 계  배후 모선단 역

상분 압과 역상분 류 신호값을 계산하여 구한다. 이때 

배후 모선단 역상분 류는 건 회선 자기단 역상분 류와 

고장회선 자기단 역상분 류의 합과 같다. 자기단 배후 역

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식은 식 (8)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8)

 식 (8)과 같이 자기단 배후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

정 식을 구하 으나 건 회선의 자기단 역상분 류를 추정

하기 해 사용되는 역상분 류분배계수   의 요소인 고

장거리 m이 미지 값이기 때문에, 류분배계수   값을 

알기 에는 자기단 배후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이 불

가능하다. 본 논문은 류분배계수 값을 구하고 최종 자

기단 배후 역상분 원 임피던스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 반복법을 제안하 다. 

2.3.3 반복법

그림 4는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를 

추정하는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기 셋

된 자기단 상분, 역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를 사

용하여 고장거리 m을 먼  구한다. 두 번째, 기 셋 된 

자기단 상분, 역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와 계산된 

고장거리 m을 이용하여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식에 사용되는 상분, 역상분 류분배계수를 

구한다. 세 번재, 상분, 역상분 류분배계수를 이용하여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를 구한다. 여기

서, 정확한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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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하여 이  단계의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값과 재 추정한 자기단 상분, 역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값을 R과 X로 나 어 이  추정값 과 

재 추정값의 차가 0.0001[Ω] 미만의 값을 만족할 때 까지 

반복한다. 오차 범 이내에 도달하 을 때 /반복법을 종료하

며 이 때 값이 최종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추정 임피

던스 값이 된다. 

                      

그림 4 반복법의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iteration method

2.4 고장  추정 알고리즘

병행 2회선 송 선로 1선 지락 고장시 고장회선의 계   

압 방식으로부터 얻은 식 (2)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

기서 사용된 자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 값

은 추정된 값이다.

  
   

      
       

 (9)

여기서,

           


           
    
 


           
 


       

       

       

식 (9)에서 미지수는 고장거리m과 고장 항 이다. 고

장 항 를 소거하기 해 식 (9)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

어 식 (1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0)

두 식을 연립하여 고장 항 를 소거하면 고장거리 m에 

한 방정식 식 (1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1)

여기서, 

            

        

        

      

식 (11)을 만족하는 해  0∼1.0사이의 실수 조건을 만족

하는 해가 최종 고장거리 값이 된다.   

3. 사례 연구

3.1 모델 계통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 하기 해 그림 5와 같은 

154[kV] 25[kM] 병행 2회선 송 선로를 력시스템 시뮬

이션 로그램인 EMTP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다. 

그림 5 모델 시스템

Fig. 5 System model

표   2  모델 시스템 데이터

Table 2 System model data

종류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

상분 임피던스

Self Mutual

원 임피던스

[Ω/ Km]

 0.331+j2.106 1.0699+j7.0692 -

 2.2631+j13.2265 17.658+j45.7740 -

선로 임피던스[Ω/ Km] 0.0436+j0.3445 0.2380+j1.0443 0.1943+j0.5630
  

제안 알고리즘의 샘 링 주 수는 한주기 32샘 이며,  사용

되는 압, 류 신호의 첩 상을 배제하기 하여 차단 

주 수 960[Hz]에서 이득 0.1인 디지털 버터워스 2차 역통

과 필터를 사용하 다. 기본  성분의 페이 를 취득하기 

하여 DFT를 수행하 다. 최종 고장  표정 결과 오차율

은 식 (12)와 같이 표 하 다. 

   총선로길이  
고장점표정거리   실제고장거리  

×   

(12)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기존의 알고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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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고장거리  고장

항 값을 각각 0.9[PU]와 80[Ω](기존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 

시 오차율이 가장 큰 값)으로 고정하고 반면,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는 -9[%]∼+9[%]로 각 단계별 ±3[%]로 변화시

켜 1선 지락, 선간단락 고장모의를 실시하 다.

3.2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 추정 결과

제안 알고리즘의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 추정 

성능을 검증하기 해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를  

변화시켜 1선지락 고장모의를 실시하 고, 반복법을 이용한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 추정을 실시하 다. 최

종 수렴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오차율은 식 

(13)과 같이 표 하 다. 

변화된 자기단 전원임피던스 
변화된 자기단 전원임피던스  추정한 자기단 전원임피던스 

×   

(13)

 그림 6과 그림 7은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가 

+9[%] 변했을 때 반복법에 의해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

피던스가 추정되는 임피던스 궤 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그

림의 X축은 등가 원 임피던스의 항값, Y축은 등가 

원 임피던스의 리액턴스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알고리즘에 입력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값에서 변화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

스 값으로 잘 추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복법을 수행하여 

추정 하고자 하는 값에 근 해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시 자기단 배

후 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 

Fig. 6 Estimated zero sequence local equivalent source 

impedance with varying local source impedance

표 2는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를 ±3[%] 변화

시킨 경우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추정 오차율 값

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단 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추정 최고 오차율은 0.10%, 자기단 역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추정 최고 오차율은 0.13% 이다. 자기단 배후 등

가 원 임피던스가 변화하 을 시 제안한 추정 기법이 성

공 으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를 추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7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시 자기단 배

후 역상분 원 임피던스 추정 

Fig. 7 Estimated negative sequence local equivalent source 

impedance with varying local source impedance

표  3 자기단 배후 칭분 원 임피던스 추정 오차율

Table 3 Estimated sequence local equivalent source 

impedance error

자기단 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추정 오차

임피던스 

변화

[±3%]

-9[%] -6[%] -3[%] 0[%] 3[%] 6[%] 9[%]

오차율

[%]
0.03 0.04 0.06 0.07 0.07 0.07 0.10 

자기단 역상분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추정 오차

임피던스 

변화
-9[%] -6[%] -3[%] 0[%] 3[%] 6[%] 9[%]

오차율

[%]
0.11 0.01 0.09 0.10 0.13 0.13 0.09 

3.3 고장  표정 결과

2회선 송 선로 1선지락, 선간단락 고장이 발생하 을 때 

고장  표정 결과 오차율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만 변화 

하 을 경우이고 그림 10과 그림 11은 양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가 모두 변화하 을 경우이다. 제안 알고리즘 성능

을 비교 검증하기 해 최  정정값을 그 로 사용하는 기

존의 알고리즘 결과 오차율도 함께 나타내었다.  

3.3.1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만 변화 하 을 

경우 

1선지락 고장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만 변화 

하 을 경우 제안 알고리즘 최  오차율 값이 0.07[%]보다 

낮음을 알 수 있고, 기존 알고리즘 오차율과 비교 하 을 때 

오차율을 0.24% 감소 시켰다.  

선간단락 고장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만 변화 

하 을 경우 제안 알고리즘 최  오차율 값이 0.35[%]보다 

낮음을 알 수 있고, 기존 알고리즘 오차율과 비교 하 을 때 

오차율을 0.13% 감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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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선지락 고장시 제안 알고리즘 오차율

Fig. 8 Proposed algorithm error in line to ground fault

그림 9 선간단락 고장시 제안 알고리즘 오차율

Fig. 9 Proposed algorithm error in phase to phase fault

3.3.2 양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모두 변화 

하 을 경우 

그림 10과 그림 11에 사용된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

던스 변화량은 그림 8과 그림 9에서 가장 오차율이 큰 

+[9]%로  고정하 다. 상 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며 제안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 다. 

그림 10 1선지락 고장시 제안 알고리즘 오차율

Fig. 10 Proposed algorithm error in line to ground fault

1선지락 고장시 양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모두 변화 

하 을 경우 제안 알고리즘 최  오차율 값이 0.19[%]보다 

낮음을 알 수 있고, 기존 알고리즘 오차율과 비교 하 을 때 

오차율을 0.27% 감소 시켰다.  

그림 11 선간단락 고장시 제안 알고리즘 오차율

Fig. 11 Proposed algorithm error in phase to phase fault

1선지락 고장시 양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모두 변화 

하 을 경우 제안 알고리즘 최  오차율 값이 0.63[%]보다 

낮음을 알 수 있고, 기존 알고리즘 오차율과 비교 하 을 때 

오차율을 0.09% 감소 시켰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행 2회선 송 계통의 배후 등가 원 임

피던스가 변화는 경우에도 정확히 고장 을 찾아내는 알고

리즘을 제안 하 다. 제안 알고리즘은 고장회선의 자기단 

계  압, 류 신호와 류분배계수를 사용하 다. 특히, 

제안 알고리즘은 송 선로고장 발생 후 반복법을 이용한 자

기단 배후 상분, 역상분 원 임피던스를 추정하기 때문에 

자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에 향을 받지 않는

다. 제안 알고리즘은 양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 변화에

도 정확한 고장  표정 성능 결과를 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  표정 알고리즘은 병행 2회선 송 계통의 자

기단 배후 등가 원 임피던스가 변화하 을 시 만족할 만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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