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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자동화시스템에서 전류방향성을 이용한 단말장치의 
고장표시 오류 개선 방법 

An Improved Algorithm of Fault Indicator Generation of FRTU in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서 정 수*․김 형 승*․임 성 일†․최 면 송*․이 승 재*

(Jung-Soo Seo․Hyung-Seung Kim․Seong-Il Lim․Myeon-Song Choi․Seung-Jae Lee)

Abstract - In this paper, an improved method of fault indicator generation algorithm in FRTUs is proposed for the 

present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In order to find fault area, correct FI information should be generated. But when 

a single line-to-ground fault occurs, FI information is generated in downside of the fault in some circumstance because 

existing FI algorithm considers only magnitude. It is found that the upside fault current direction if different from the 

downside fault current direc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o generate the wrong fault indication information for 

FRTU at the downside of the fault, an improved fault indication generation method is developed. Not only the basic 

conditions are taken into account, but also the directions from the angle difference between zero and positive sequence 

currents are considered to generated the fault indication information. In case study,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testified and shown the reasonability in generating correct the fault indication information. for many kinds of faults 

according t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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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배 자동화 시스템은 력계통 운 기술과 IT 기술

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배 선로용 자동화 개폐

기와 물리 으로 연결 설치되어 있는 배 자동화용 단말장

치(FRTU : Feeder Remote Terminal Unit)에 원격으로 감

시하거나 제어하는 명령을 내리고, 고장을 자동인지하고 고

장구간을 자동 단하며, 압, 류, 고장 형 등의 선로 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배 계통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제어 시스템이다[1].

배 계통은 수용가와 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 계

통을 운 하는데 있어서 력공 의 신뢰도는 가장 요한 

개념 의 하나이다. 설비고장이 발생하 을 때 빨리 복구

하는 것은 수용가의 정 시간을 여 력공 신뢰도를 높

이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수용가의 입장에서 

배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에서 가장 유익한 기

능은 빠른 정 복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지방식을 사용하는 배 계통에서는 고장구간을 

검출하기 하여 ‘Yes-No'방식이라고 알려진 고장표시 정보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방사상 선로구조에서 

고장 을 기 으로 하여 원측에 설치된 단말장치들은 고

장 류를 경험하고(Yes), 부하측에 설치된 단말장치들은 고

장 류를 경험하지 않는다는(No)는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즉, 보호계 기가 동작하여 고장발생이 확인되면 앙

제어장치는 고장선로에 설치된 각 단말장치의 고장표시 정

보를 수집하여 고장 류를 경험한 단말장치와 고장 류를 

경함하지 못한 단말장치 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

한다[2,3].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배 계통 고장처리가 고

장구간의 치에 따라 수행되므로, 정확한 고장구간의 치

결정이 매우 요하다.

그런데 ‘Yes-No'방식 고장표시 알고리즘은 배 계통은 

방사상계통으로 부하단에서 고장 류가 공 되지 않으며, 단

상해석으로 배 계통이 해석가능하다는 기본가정을 하고 있

다. 그러나 배 계통은 불평형부하를 갖는 3상계통이며, 분

산 원이나 부하측의 동기로 인하여 고장시에는 부하단에

서 고장 류가 공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Yes-No'방식 

고장표시 알고리즘의 기본 가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많

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배 자동화 시스템의 실계

통 운 에서 고장  부하측의 고장표시도 고장 류를 경험

하는 문제 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원인은 부하 선로에서 

1선 지락사고가 발생된 경우 고장구간 부하측에도 고장으로 

단될 크기의 상 류가 검출되거나, 동기기형태의 분산

원이나 동기가 ’와이-델타‘ 변압기 결선으로 부하측에 연

결되어 있는 경우, 고장시에 분산 원이나 동기가 발 기

로 동작하여 고장 으로 역 력을 공 하거 큰 상 류를 

공 하기 때문이다.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는 고장표시기

가 오동작하여 고장구간을 잘못 단하면 복구시에 고장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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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력을 공 하여 설비에 충격을 주거나, 건 한 연계선로

로 체함으로서 정 구간이 확 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

를 래한다.

배 자동화 시스템의 정 복구 기능은 매우 요하기 때

문에 복구방법에 하여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통 으로 경험  탐색방법[4,5]이나 문가시스템[6,7] 이

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G-net[8], 퍼지로직[9], 패트리넷

[10]을 이용한 용하거나 이를 조합한 방법[11]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 복구에 한 부분의 연구는 고장구간이 

확정된 이후에 복구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한 것으로

서, 실용 인 에서 더욱 요한 문제 으로 두되고 있

는 정확한 고장구간을 검출에 한 연구는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고장표시알고리즘의 오류는 고장 류

의 크기만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고장 류의 방향

을 동시에 이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 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고장 류의 방향을 결정하기 하여 

기 이 되는 상을 상 압의 상으로 하 다. 그런데, 

상 압은 정상시에 0 이며, 고 항 지락시에 상 압이 

매우 작다. 그리고, 배 계통의 단말장치에서 측정하는 압

의 측정 장치의 원리상 주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간 인 

제약이 있어 작은 압을 정확하기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방법을 실 으로 용하기

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  지 계통의 배 자동화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Yes-No'방식 고장표시기의 오동작 원인을 해

석 으로 밝히고,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재까

지는 고장 류의 크기에 한 정보만을 이용하 는데, 이 논

문에서 실 으로 측정되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사용하

여 고장 류의 방향까지 이용하여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

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배 자동화 

시스템의 고장구간 검출방법을 설명하고 재 사용되고 있

는 고장표시 정보 생성 알고리즘의 문제 을 분석하 다. 3

장에서는 고장 류의 방향을 이용하는 새로운 고장표시 정

보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한 컴퓨터 시뮬 이

션 결과를 제시하 다

2. 배 계통 보호원리와 복구방법  문제

배 계통의 력공  신뢰도 향상은 사고 시에 고장 류

를 차단하여 설비를 효과 으로 보호하며, 신속하게 고장구

간을 악하여 이를 계통에서 분리하고, 불필요하게 정 된 

부하구간을 신속하게 건  계통으로 체하여 정 시간을 

이는 것이다.

2.1 배 계통의 보호

배 계통의 보호기기로는 변 소 인출단의 차단기(CB)와 

배 선로의 재폐로계 기(Recloser)가 있다. 이 보호기기들

은 배 설비를 사고 류로부터 보호하도록 선간단락, 1선지

락, 2선지락, 3상단락 등의 고장으로부터 각상의 과 류를 

보호하는 과 류요소(OCR)와, 지락 과 류로부터 보호하는 

지락 과 류요소(OCGR)가 있다. OCR은 단락사고에 하

여, OCGR은 지락사고에 하여 최소고장 류이상에 동작

하도록 각각 보호요소의 정정값인 Tap을 설정한다. 보통은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차단기나 재폐로 계 기의 OCR요소가 

동작하고, 지락사고가 일어나면, 고장상에 과 류와 지락과

류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OCR요소와 OCGR요소가 

동시에 동작한다. 그러므로 보통의 지락사고에서는 보호 이

화가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락사고의 최소동

작 류가 단락사고의 최소동작 류보다 작기 때문에 OCGR

요소의  하나의 목 은 OCR요소가 동작하지 않는 작은 

고장 류의 고 항 지락사고에서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 고장  상단의 보호기기들은 차단기 동작시간이 조

를 이루도록 정정하여 같은 사고에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사고에 있어 정 구역을 최소로 할 수 있다.

그림 1 배 계통의 보호

Fig. 1 Protect of Distribution System

그림 1은 6분할 3연계를 표 으로 하는 일반 인 국내 배

계통의 단선도이다. 정상상태의 부하 력은 CB 1에서 단 

방향으로 공 하는 방사상 계통이다. 만약 단말장치 2,3,9사

이의 구간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상단의 모든 단말장

치가 고장 류를 감지하지만, 차단기가 있는 단말장치 

2(Recolser)가 CB1과 동작시간을 조하여 고장 류를 차단

한다. 즉 그림 1의 고장에 하여 2번 Recloser가 1번 CB보

다 동작시간이 작게 정정되어 있으므로 먼  동작하여 정

구간을 최소로 한다. 배 계통 고장 시 고장 류로부터 설

비를 보호하기 하여 빠른 속도의 신뢰성있는 차단동작이 

필요하므로 방사상 계통의 보호에 있어서는 보호 조에 신

뢰성과 속도가 보장되지 않는 한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다. 

단말장치 2의 차단기가 동작하여 고장 류를 차단하면 그림

에서와 사각형의 구간만큼 정 구간이 생성된다. 

보호기기가 동작하여 무 압을 경험한 고장  상단의 CB

를 제외한 모든 단말장치는(2번)은 배 자동화 앙장치로 

고장표시(FI:Fault Indication) 정보를 송한다. 그러나 그 

외의 고장  하단의 단말장치는 앙장치로 고장표시 정보

를 송하지 않는다.

2.2 배 계통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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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서비스는 배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요한 

서비스로 불필요한 정 구간을 복구하여 고장구간을 가능한 

빨리 최소화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재의 복구 서비스는 사

고 발생 시 사고와 련하여 단말장치로부터 취득한 고장표

시 정보를 앙 장치가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장구간과 

복구 상 정 구간을 단한다. 그러면 운 자나 시스템이,

먼  악된 고장구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이후  

복구 상 정 구간을 연계선로로 체하여 정 을 복구하

는 복구해를 구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구간의 자동화 개폐

기를 조작하여 정 을 복구하는 복구 차를 수행한다.

고장  상단의 단말장치만 고장표시 정보를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배 자동화 시스템 앙장치는 고장구간과 

정 구간을 악한다. 고장구간을 악하는 간단한 원리는 

무 압을 경험한 고장  상단의 모든 단말장치가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장표시 정보를 보낸 단

말장치  원에서 가장 먼 단말장치 하단구간이 고장구간

이며, 방사상계통이기 때문에 고장구간 이하는 모두 정 구

간이라고 단한다. 그림1에서 단말장치 2이하구간이 정

구간이며, 고장구간은 단말장치 2,3,9에 사이구간이므로 먼  

개방 명령을 하달하여 고장구간을 계통에서 분리하고, 고장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 구간을 복구할 수 있는 개폐기 

조작순서인 복구해를 구한다. 

복구해에 있어 요한 은 복구 상 정 구간을 이웃한 

연계선로로 체할 때 연계선로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정

구간의 부하를 당히 분할하여 체할 수 있게 개폐기들의 

동작순서 조합을 구하는 것이다.

그림 2 배 계통의 복구

Fig. 2 Restoration of Distribution System 

그림 2에서 연계선로의 여유용량을 살펴 단말장치 9와 11

사이의 구간을 체하게 하여 먼  단말장치 9의 열림

(Open)을 확인하고 단말장치 11을 닫는다(Close). 만약 단말

장치 9의 열림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단말장치 11을 닫

으면, 통신이상이나 통신지연에 의하여 연계선로에 고장구간

이 체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고장  하단구간을 

연계선로의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체하고자, 단말

장치 5를 열고, 단말장치 3과 단말장치 5의 열림을 확인한 

후에 단말장치 8과 7을 닫아 정 부하 복구동작을 마무리한

다. 만약 단말장치 5의 열림을 확인하지 않고 단말장치 7과 

8을 닫으면, 정 구간이 복구될 때 일시 으로 이 원상태

가 되며, 연계선로들의 력공  변 소가 다른 경우, 변

소간의 상차로 인하여 큰 순환 류가 흐를 수 있으며, 이

로 인하여 이  원된 구간의 보호기기 동작하여 원치않는 

정 구간이 발생한다. 단말장치 3과 4사이의 구간에서 고장

이 발생하면 원으로부터 고장 까지 고장 류가 흐른다. 

이때 1번에 치한 보호기기가 동작하여 고장 류를 차단하

면 그림에서와 같이 정 구간이라고 되어있는 사각형의 구

간만큼 정 구간이 생성된다. 

이러한 정 복구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가장 요한 것

이 정확하게 고장구간을 검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해서 

고장표시정보를 종합하여 고장구간을 검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고장표시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장

복구가 불가능하며, 배 자동화 시스템의 자동 정 복구 기

능 이 불가능하므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2.2 재 배 계통 단말장치의 고장표시 정보 성방법과 

문제

정확한 고장구간를 단하기 하여 배 계통의 단말장치

는 고장 시에 차단동작을 수행한 보호기기 이하의 모든 단

말장치  고장  상단의 단말장치는 고장표시 정보를 발생

하고, 고장  하단의 단말장치는 고장표시 정보를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재 고장  상단과 고장  하단을 구분하여 고장표시 정

보를 생성하는 원리는 사고시에 변 소 원을 기 으로  

원단에서 고장지 으로 흐르는 고장 류를, 고장 의 상단

에서는 경험하는데 반하여 고장 의 하단에서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가정에 기 한다. 

배 자동화 단말장치는 재폐로계 기와 자동화개폐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장 시에 재폐로계 기는 고장 류를 감

지하여 차단동작을 수행하고, OCR요소가 동작하는 상 과

류에 상 고장표시, OCGR요소가 동작하는 성선 과 류에 

N상 고장표시를 발생하여 앙으로 달한다. 자동화개폐기

는 고장 류를 감지하지도 차단동작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미리 설정된 최소동작 류(Minimum pick up)값 이상의 

류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 으로 흐르면 고장이 발생하 다

고 단하여 재폐로계 기와 마찬가지로 상고장표시, N상 

고장표시를 발생하여 앙으로 달한다. 

재 사용되는 이와 같은 ‘Yes-No’방식 고장표시 알고리

즘은 고장시의 3상 배 계통에 하여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 간단한 원리만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고

장 시 3상배 계통의 실을 고려하면 잘못된 두 가지의 가

정을 하고 있으므로, 실 으로 많은 오류가 있어 정확한 

고장구간 정을 못하므로 배 자동화시스템의 복구자동화

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배 계통은 3상계통인데, 단상해

석이론을 용한 것이다. 즉 고장시에 고장 류는 원단에

서만 공 한다는 단상해석이론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3

상계통에서 1선지락과 같은 불평형 고장에서 건 상의 류

가 부하단의 변압기 결선에 따라 고장상으로 공 될 수 있

다. 그리고, 고장 류의 상 류 성분은 지락사고의 경우, 

부하단에서 공 될 수 있어 고장구간 하 의 단말장치에서

도 잘못된 고장표시정보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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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락고장시 상회로도

Fig. 4 Zero-sequence circuit diagram in ground fault Case

그림 3 ‘와이-델타’변압기결선의 상회로도

Fig. 3 Zero-sequence diagram of the ‘Y-ᐃ’transformer

지락고장 시 등가 상회로도이다 원과 부하는 어느 정도 

3상평형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상 압을 공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락사고 시 3상 불평형으로 인하여 고장 에 상

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고장 류의 상분이 부하단

과 원단에 병렬로 흐른다. 

특히 그림 4와 같이 부하단의 변압기가 “와이-델타”결선

일 경우 부하단의 상 임피던스가 매우 작아져 매우 큰 

상 류가 부하단에서 공 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장 류는 

원단에서만 공 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 류에 의한 상 고장표시 정보생성에 있어 고장상의 고

장 류는 원단에서만 공 된다는 이 가정은 부하단에 

원이 없으면 성립하므로 상 고장표시에 있어 고장표시 정보

생성에 오류가 없지만, N상 고장표시는 고장 시 상 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고장시 상 류는 원단에서만 흐른다

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N상 고장표시 정보 생성방법은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어 근본 인 수정이 필요하다.

잘못된 가정의 두 번째는 고장 시에도 정상 시에 마찬가

지로 원단에서만 류를 공 한다는 것이다. 부분의 경

우, 정상상태나 고장 시에 원단에서 류를 공 한다. 그

러나, 부하단에 큰 동기가 있다면 정상 시에는 부하로 작

용하다가 선로에서 고장이 일어났을 때 동기가 성에 의

하여 계속 회 하여 발 기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기

기가 동작하기 의 짧은 시간동안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고장 류를 공 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하단에 력변환

설비가 없는 분산 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

장시에 분산 원에서 고장 으로 고장 류를 공 할 경우가 

있다.

이 잘못된 두 가정은 배 계통 보호의 고장검출 알고리즘

에도 일반 으로 사용하지만 용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배 계통 보호기기는 차단기 동작시간으

로 조를 하고 있어 같은 고장에 동시에 두 개의 보호기기

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장  상단의 보호기기가 

동작하기만 하면 고장  하단의 보호기기가 동작하더라도 

고장시 설비보호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 잘못된 가정을 배 계통 고장표시 정보생성 알고리

즘에 도입하 을 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장표시정보 

의 목 이 고장구간을 정확하게 찾는 것으로서 고장  상단

과 하단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면 문제가 

되지만 설비보호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이다. 

재의 배 계통 고장표시 생성 알고리즘은 정해진 지속

시간 이상의 고장 류의 크기만을 사용하고 있어, 보호기기

에서 사용하는 조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고장  상단과 

고장  하단의 단말장치가 동시에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

면 정확한 고장구간 정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배 계통 

보호에 사용되는 잘못된 가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잘못된 가정에 의한 고장표시 정보의 오류, 특

히 N상 고장표시 정보의 오류는 의하여 배 계통 운 에 

있어 많은 문제 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재는 상고장표

시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N상 고장표시정보는 무시하고 

배 계통을 운 한다. 그러나 배 계통 보호  복구의 목

상 OCR이 보호하지 못하는 역의 고장은 OCGR만이 보

호하는데, 이 고장과 련된 고장표시 정보는 N상 고장표시

만 발생하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이 고장에 한 복구는 포

기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의 단말장

치가 류의 크기을 고려하여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기 때

문이므로 더 추가 인 정보로 류의 크기에 류의 방향까

지 고려하여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3. 지락고장 시 상 류와 정상 류의 상비교에 의

한 방향 정 방법과 이를 이용한 고장표시 정보 생

성방법

3.1 지락고장 시 상 류 방향을 이용한 개선된 

고장표시 정보 생성방법

배 계통 고장 시 배 자동화 단말장치가 잘못된 고장표

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는 고장  하단에서 큰 상 류로 

인하여 N상 고장표시정보를 생성할 때와 고장  하단에 분

산 원이나 동기의 발 작용로 인하여 고장시에 순간 으

로 부하에서 고장 으로 력을 공 할 때 상 고장표시 정

보를 생성 는 N상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  부하단에 ‘와이-델타’ 변압기 권선이 

있어 고장시에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큰 상 류를 공

할 때, 고장  상단과 고장  하단의 류의 상을 분석하

으며, 다음으로 고장 시에 동기의 발 작용이나 분산

원에 의하여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역 력을 공 할 때,고

장  상단과 고장  하단의 류의 상을 분석하 다. 

먼  지락고장 시 부하단에서 공 하는 고장 류의 상

분으로 인하여 고장구간 하단의 단말장치가 잘못된 고장표

시 정보를 생성할 수가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개선된 고장

표시 정보 생성 방법은 그림 3에서와 같이 고장 류의 상

분은 고장 을 심으로 고장상단과 고장  하단에서는 반

방향으로 흐르므로 고장 류의 상분 방향을 고려하여 

고장상단에서만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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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a) A상 지락고장시 상 류가 작을 때 고장  하

단에서 측정한 류

Fig. 6(a) Three-phase current measured at the downside 

of the fault in little zero-sequence current in 

A-to-ground faul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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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b) A상 지락고장시 상 류가 클 때 고장  하단

에서 측정한 류

Fig. 6(b) Three-phase current measured at the downside 

of the fault in large zero-sequence current in 

A-to-ground fault case.

고장 시 상 류의 방향으로 고장 상단인지 아니면 고장

하단인지를 단하기 하여 기 방향이 필요하다. 배 자

동화 단말장치는 3상 압과 상각, 3상 류와 상각을 모

두 측정하는데, 배 계통의 주에 설치되는 측정장치의 특

성에 의하여 3상 압의 크기와 상각에는 오차가 많이 포

함되어 정 한 용도에 사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

러므로 측정되는 3상 류를 이용하여 기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상 류로부터 정상 류를 구하여 정상 류의 방향을 

기 으로 하면 고장종류에 따라 상 류의 방향을 구하면 

고장상단에서 측정한 상 류인지 아니면 고장하단에서 측

정한 상 류인지 쉽게 단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정상 류의 상과 상 류의 상을 비교

하여 고장 류의 방향을 계산하고 이를 고장표시 정보 생성 

시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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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상 지락고장시 고장  상단에서 측정한 류

Fig. 5 Three-phase current measured at the upper side of 

the fault in phase A-to-ground fault case

A상 지락고장 시 고장  상단에서는 A상 류가 고장

류이므로 증가한다. 정상 류는 A상 류와 같은방향이며, 

상 류는 그림5과 같이 3상 류의 합과 같은 방향이므로 

A상 류와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고장  하단에서는 건

상의 압이 증가하며, 상 류가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공 되므로 건 상의 류는 일반 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고장조건에 따라 고장 항이 작아질수록, 부하단

의 상 임피던스가 작아질수록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흐

르는 상 류의 크기는 증가한다. 따라서 고장상의 류는 

상 류가 커짐에 따라 고장 의 반 방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림 6(a)는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공 되는 

상 류가 작을 때의 류벡터도이다. 고장상의 류크기는 

고장 보다 작다. 그리고 그림 6(b)는 상 류가 큰 경우의 

류 벡터도로서 고장상의 류는 고장 의 류방향과 반

이며 그 크기는 고장  류보다 작을 수도 있으며, 상

류가 매우 크면 고장 의 류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상 류의 크기와 계없이 정상 류는 A상 방

향으로 부하 방향이며, 정상 류와 상 류는 반 방향으로 

상차는 약 180도이다. 

마찬가지로 B상 지락고장시 고장  상단에서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차는 상 류가 120도 뒤지며, 고장  하단

에서는 정상 류 상보다 상 류의 상이 60도 앞선다. 

마찬가지로 C상 지락고장시 고장  상단에서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차는 상 류가 120도 앞서며, 고장  하단

단에서는 정상 류 상보다 상 류의 상이 60도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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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C상 지락고장 시 고장  상단에서 측정한 류

Fig. 7 Three-phase current measured at the upper side of 

the fault in phase BC-to-ground fault case

그림 7은 BC상 지락고장시 고장  상단에서 측정한 류

이다. BC상 지락고장시에는 B상과 C상의 류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상 류의 방향은 A상 류의 방향과 반 이나 

정상 류의 방향은 A상 류의 방향이므로 상 류와 정

상 류의 방향이 반 이다. 

그림 8(a)는 BC상 지락고장 시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공 되는 상 류가 작을 경우 고장  하단에서 측정한 

류의 벡터도이다. 그리고 그림 8(b)는  같은고장에서 부하단

에서 고장 으로 공 되는 상 류가 클 경우 고장  하단

에서 측정한 류의 벡터도이다.

건 상의 류는 BC상 지락고장으로 인하여 상 압이 증

가하고 부하에서 큰 상 류가 공 되므로 고장 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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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a) BC상 지락고장 시 상 류가 작을 경우 고장  

하단에서 측정한 류

Fig. 8(a) Three-phase current measured at the downside 

of the fault in little zero-sequence current in 

BC-to- ground faul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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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b) BC상 지락고장 시 상 류가 클 경우 고장  

하단에서 측정한 류

Fig. 8(b) Three-phase current measured at the downside of 

the fault in large zero-sequence current in BC-to- 

ground fault case.

여 증가한다. 그러나 고장상의 류는 상 류가 커짐에 

따라 고장  류방향과 반 방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BC상 지락고장 시 고장  하단에서는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은 같다.

마찬가지로 AB상 지락고장시 고장  상단에서 정상 류

와 상 류의 상은 상 류의 상이 60도 뒤지며, 고장

 하단에서는 상 류의 상이 120도 앞선다. 그리고 AC

상 지락고장시 고장  상단에서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은 상 류의 상이 60도 앞서며, 고장  하단에서는 

상 류의 상이 120도 뒤진다. 

그런데 고장시 3상 류의 크기만을 보면, A상 1선지락사

고 시 고장  상단에서 측정한 3상 류의 크기와 BC상 지

락고장 시 고장  하단에서 측정한 3상 류와 동일하며, 정

상 류와 상 류의 상차도 동일하다. 즉 BC상 지락사고

시 고장  하단에서 고장 류의 크기만을 가지고 A상 1선

지락이라고 단하고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을 비교하

면 같은 방향이므로 A상 1선지락을 고장  상단에서 측정

한 것으로 단하여 잘못된 고장표시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

므로 A상 1선지락 사고 시 고장  상단에서 측정한 것과  

BC상 지락사고시 고장  하단에서 측정한 것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고장  상단에서 측정한 BC상 지락

고장과 고장  하단에서 측정한 A상지락 고장을 구분하여

야 한다.

먼 , 그림 5와 그림8(a)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동일하나 

그림 8(a)의 상 류가 작기 때문에 고장상의 류는 고장

의 류보다 크기가 작다. 따라서, 고장 의 류와 고장

후의 각 상 류의 크기를 비교하여 고장 후에 어떤상의 

류의 크기가 감소하 다면, 고장  하단이라고 단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림 5와 그림8(b)를 비교함에 있어 그림 8(b)의 

상 류가 클 때, 모든 상의 류의 크기가 고장 보다 클 

때가 있다. 그러면, 류가 가장 큰 상을 고장상으로 보고 

나머지를 건 상으로 보아 고장상과 건 상의 상각 차의 

합을 구하면 그림 5에서는 상각 차의 합이 180이상이 되

며, 그림 8(b)에서 상각 차의 합이 180도 이하가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지락사고시 고장  상단과 고장  하단

을 구분하는 방법은 표 1과 표 2와 같다. 

먼  표 1에서 고장 의 각 상 류크기와 고장후의 각상 

류크기를 비교하여 만약 한 상이라도 고장 과 류크기

보다 고장후의 류크기가 작다면 고장  하단이라고 단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는 표 1을 이용하여도 고장  상단인지 고장

 하단인지 구분하지 못한 사고로서 상 류가 큰 경우에 

사용한다. 먼  고장 후의 각상의 류의 크기로 고장종류

를 구분한다. 그리고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차가 고장

종류에 따라 어떤 범 안의 값에 들어야 하며, 건 상과 고

장상의 상차의 합이 180도 이상이면 고장  상단이므로 

N상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한다면, 부하단으로부터 오는 큰 

상 류에 의하여 고장  하단에서 발생하는 N상 고장표

시 오류는 모두 피할 수 있다. 

고장점 상단 고장점 하단

사고 시

고장 후의 모든 상의 

전류크기는 고장전의 

전류크기보다 증가한다.

고장 후의 전류크기가 고장 

전의 전류크기보다 작은 상이 

있을 수 있다.

표   1  고장 시 고장  상단과 하단의 차이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side of the fault 

and the downside of te fault

고장종류

고장점 상단 고장점 하단

정상전류와 

영상전류의 

상차각

건전상과 

고장상의 

상차각의 합

정상전류와 

영상전류의 

상차각

건전상과 

고장상의 

상차각의 합

A상지락 0±90도이내 180도 이상 180±90도이내 180도 이하

B상지락 120±90도이내 180도 이상 -60±90도이내 180도 이하

C상지락
-120±90도

이내
180도 이상 60±90도이내 180도 이하

BC상지락 180±90도이내 180도 이상 0±90도이내 180도 이하

AC상지락 -60±90도이내 180도 이상
120±90도

이내
180도 이하

AB상지락 60±90도이내 180도 이상
-120±90도

이내
180도 이하

표   2  지락고장 시 고장  상단과 하단의 차이

Talbe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side of the fault 

and the down side of the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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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종류

A단말장치(고장상단) B단말장치(고장하단) C단말장치(고장하단)

영상전

류[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영상

전류

[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영상

전류

[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A상지락 539 1.0(B) 37 12 266 1 952 1.0(B) -117 -14 94 0 196 1.3(A) 18 -148 46 0

B상지락 542 1.0(C) 37 132 266 1 961 1.0(C) -117 106 94 0 197 1.3(B) 18 -29 46 0

C상지락 541 1.0(A) 37 -107 266 1 958 1.0(A) -116 -134 94 0 196 1.3(C) 18 91 45 0

BC상지락 444 1.2(A) 25 -168 219 1 783 1.2(A) -141 179 138 0 161 1.2(C) 18 26 46 0

AC상지락 447 1.2(B) 25 -48 220 1 793 1.2(B) -141 -61 138 0 162 1.2(A) 18 146 45 0

AB상지락 446 1.2(C) 25 72 220 1 790 1.2(C) -142 60 137 0 162 1.2(B) 18 -93 45 0

표   3  고장 항 (1[Ω]) 지락고장 시 고장  상단과 하단의 차이

Table 3 Fault resistance 1[Ω] /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side of the fault and the down side of the fault

3.2 부하단의 동기나 고장 류를 공 하는 분산 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개선된 고장표시 정보 생성 

방법

부하단에 동기가 있을 경우 선간단락고장이나 지락고장 

시 동기가 발 기 역할을 하여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큰 

고장 류를 공 할 수가 있다. 한 력변환설비가 없이 

직  계통에 연결된 분산 원은 고장시에 고장 으로 고장

류를 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 류의 방향이 바 게 

되고 앞서 언 된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차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고장구간 하단의 단말장치가 잘못된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용하여 고장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여 고장  하단에서 고

장  하단의 단말장치가 잘못된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원리는 고장  상단에서는 고장시에 고장 항과 부하

의 역률에 따른 정상 류를 공 한다. 그러나 고장  하단

에서는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정상 류를 공 하며, 류를 

측정하는 CT의 방향은 원단에서 부하단을 기 이다. 때문

에 고장시 고장  하단에서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차

는 고장  상단과 180도 차이가 난다. 배 계통에서 주상변

압기등의 개폐기에 설치된 PT를 이용하여 압을 측정하면 

PT의 구조상 신뢰성있는 측정값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상 압은 3상 압의 A상 상각 방향의 평균값이므로 각 

상의 압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으므로, 정상 류의 방향을 

단하는데 사용가능하다.

즉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차가 ±90이상이면 동기

나 분산 원이 고장 으로 역 력을 공 하는 경우의 고장

 하단이기 때문에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면 안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배 선로의 압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상 압이 아닌 정상 류  정상 압을 기 으로 하여 상

류와의 상각차이를 이용한 방법과, 정상 압 정상 류 

상각차를 이용하여 재 사용되는 배 자동화 단말장치의 

고장표시정보 생성 알고리즘에 역 력에 의한 조건과 표1의 

부하단에서 공 하는 상 류에 의한 조건을 추가로 용

시키면 배 자동화 단말장치가 고장  하단에서 오류에 의

한 고장표시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모의 배 계통에서 1선지락사고나 2선지락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하여 개선된 고장표시 정보 생성방법이 정확한

지를 사례연구의 결과로 보 다.

배 자동화 장치의 고장표시 생성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고장표시 

정보 생성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그림 9>과 같

은 모의계통을 상으로 하 다. A단말장치는 고장  상단

에 치하므로 보호기기가 동작한 하단의 고장에 하여 일

정시간 동안 상 류가 허용값을 과하면 고장표시 정보

를 생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B 단말장치는 고장  하단에 

치하므로 고장시에 동기나 고장 류를 공 하는 분산

원에 의하여 고장 으로 부하단에서 역 력을 공 받아 

상 류가 허용값을 과하더라도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면 

안된다. 그리고 C 단말장치는 고장  하단에 치하므로, 변

압기 결선에 의하여 고장시에 부하단에서 고장 으로 허용

값 이상의 상 류를 공 하더라도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

하면 안된다. 사례연구에서는 모의 계통의 시뮬 이션에서 

1선지락 고장과 2선지락고장시에 고장  상단과 고장  하

단의 각 단말장치에서 측정하는 상 류의 크기, 정상 압

과 정상 류의 상차, 정상 류의 상 류의 상차, 건

상과 고장상의 상차각의 합을 단말장치의 치와 고장종류

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림 9 지락고장 모의계통

Fig. 9 The distribution system of simaulation

표 3에서 A상 지락고장 시 B단말장치는 류크기로 A상

지락이라고 단한다. 그리고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

차가 3사분면에 치하여 역 력이 있고, 건 상과 고장상의 

상차 합이 180도 이하이므로 모두 고장  상단이라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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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종류

A단말장치(고장상단) B단말장치(고장하단) C단말장치(고장하단)

영상전

류[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영상

전류[

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영상

전류

[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A상지락 110 1.0(C) 26 -19 245 1 160 1.0(C) 140 47 115 0 33 0.6(A) 21 165 273 0

B상지락 110 1.0(A) 26 101 245 1 160 1.0(C) 140 167 115 0 33 0.6(B) 21 -75 273 0

C상지락 110 1.0(B) 26 -138 245 1 160 1.0(B) 140 -73 115 0 33 0.6(C) 21 45 273 0

BC상지락 108 1.0(A) 16 172 237 1 156 1.0(A) 166 -159 121 0 32 0.8(B) 21 -14 192 0

AC상지락 108 1.0(B) 16 -68 237 1 156 1.0(B) 166 -39 121 0 32 0.8(C) 21 105 192 0

AB상지락 108 1.0(C) 16 52 237 1 126 1.0(C) 166 81 121 0 32 0.9(A) 21 -134 192 0

표   5  고장 항 (15[Ω]) 지락고장 시 고장  상단과 하단의 차이

Table 5 Fault resistance 15[Ω] /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side of the fault and the down side of the fault

고장종류

A단말장치(고장상단) B단말장치(고장하단) C단말장치(고장하단)

영상전

류[A]

고장전후

최소전류

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영상

전류

[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영상

전류

[A]

고장전

후최소

전류비

정상전

압전류 

위상차

[도]

정상전류

영상전류 

위상차[

도]

건전상 

고장상 

위상차 

합[도]

고장

표시

발생

여부

A상지락 253 1.1(B) 12 5 254 1 448 1.1(B) 212 -15 106 0 92 0.1(A) 18 180 220 0

B상지락 253 1.1(C) 12 125 254 1 449 1.1(C) 213 105 106 0 92 0.1(B) 18 -60 297 0

C상지락 253 1.1(A) 12 -115 254 1 448 1.1(A) 213 -135 106 0 92 0.1(C) 18 60 222 0

BC상지락 236 1.1(A) 6 -170 240 1 418 1.1(A) 195 -177 125 0 86 0.9(C) 18 1 129 0

AC상지락 236 1.1(B) 6 -50 231 1 419 1.1(B) 193 -57 125 0 85 0.9(A) 18 120 130 0

AB상지락 236 1.1(C) 6 70 231 1 419 1.1(C) 193 62 125 0 86 0.9(B) 18 -120 130 0

표   4  고장 항 (5[Ω]) 지락고장 시 고장  상단과 하단의 차이

Table 4 Fault resistance 5[Ω] /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side of the fault and the down side of the fault

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고장  하단이라고 난하여 고장

표시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C단말장치는 류

크기로 BC상 지락으로 단한다. 그리고,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차 조건으로 역 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

류와 상 류의 상차 조건이 맞지만 건 상과 고장상의 

상각차의 합이 180도 이하이므로 고장  상단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고장  하단이라고 단하여 고장표시를 발

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BC상 지락사고 시 C단말장치

는 고장 류크기로 A상 지락사고라고 단하지만, 고장상과 

건 상의 상각차의 합이 180도 이내이므로 고장  하단이

라고 단하여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표 4는 일반 인 항지락 사고에서 고장  상단과 고장

 하단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모든 고장에 하여 B단

말장치는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차 조건과 건 상과 

고장상의 상차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고장에 하여 단말

장치는 고장  후의 최소 류비의 조건과, 건 상과 고장

상의 상차합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아 고장표시 정

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표 5는 OCR요소가 동작하지 않고 OCGR요소만 동작하는 

고 항 지락사고 시에 고장  상단과 고장  하단의 차이를 

표시하 다. 모든 고장에 하여 B단말장치는 정상 압과 

정상 류의 상차 조건과 건 상과 고장상의 상차합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고장표시정보를 생성하지 않는

다. 그리고 모든 고장에 하여 C단말장치는 상 류가 

무 작고 고장  후의 최소 류비의 조건과, 건 상과 고장

상의 상차합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아 고장표시 정

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재 배 계통 운 에서는 이런 사

고시에 A단말장치에서 발생한 고장표시 정보조차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고 항 지락사고 시에 고장구간을 단하지 못

하여 정확한 복구는 불가능하다.

5. 결  론

배 자동화 시스템의 각 단말장치는 원을 기 으로 하

여 단말장치 설치  하단에 고장이 있으면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여 배 자동화 시스템 앙장치로 송하여, 앙장치

가 이 정보를 가지고 고장구간을 악하고 복구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나 재의 배 자동화 시스템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고장표시 정보 생성 알고리즘은 잘못된 가정에 기

하기 때문에 고장 종류나 배 계통 조건에 따라 고장  

하단에서도 잘못된 고장표시 정보를 생성하여 정확한 고장

구간 단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 배 자동화시스템의 단말장치에서 생

성하는 고장표시 정보의 오류를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고장 류의 크기만이 아니라 상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개선된 고장표시 정보 생성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재 배 계통에 보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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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의 오류를 방지하려면 각 단말장치의 소 트웨어를 

이 본 논문에서 개발한 개선된 알고리즘을 용한 소 트웨

어로 업그 이드 하면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은 용이하게 장 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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