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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교류철도 급전계통의 전기적 사고 발생 시 보호계전기에 기록

된 파형을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존 보호계전기의 사고 데이터는 제조사 자체 데이터 형식

을 가져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해왔다. 

최근 사고데이터의 형식 을 국제 표준(format) (IEEE standard 

C37.111, IEEE Standard Common Format for Transient Data 

이하 으로 제Exchange for Power Systems, COMTRADE) · 개정

하여 사고 데이터 공통형식을 표준화하였다 이 표준을 기반[1]. 

으로 보호계전기 제조사들도 사고 데이터의 파일 COMTRADE 

형식을 지원하고 또한 등의 분석 프로그램이 , COMTRADE View 

상용화되면서 사고분석이 용이해지고 있다 하지만 . COMTRADE 

기반 사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순시파형 디지, 

털 입 출력 정보 고조파/ (DI/DO, Digital Input/Digital Output) , , 

위상 분석과 같은 간단한 분석만 제공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

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 COMTRADE 

파일 형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가진 기능을 비교 조사하고, 

고장 분석에 필요한 기능 및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 

상에서 파일 분석이 가능한 기능을 PSCAD/EMTDC COMTRADE 

구현하고 실제 교류 철도계통에서 발생한 사고 파형을 활용하여 , 

분석하였다. 

2. 데이터 조사COMTRADE 

데이터는 COMTRADE Header(xxx.hdr), Configuration(xxx.cfg), 

총 가지 종류의 파일로 구Data(xxx.dat), Information(xxx.inf) 4

성된다 와 파일은 데이터의 해석 및 이해. Header Information 

를 돕기 위한 부가적 파일로서 파일은 사용자에게 기, Header 

록된 파형 데이터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전소의 

이름, 선로의 길이 의 정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PT/CT . 

파일은 컴퓨터에서 데이터의 가공 및 Information COMTRADE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록된 이벤트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파일은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 Configuration /

데이터의 개수와 순서 데이터의 길이 샘플링 주파수 등과 같은 , , 

정보를 정의하고 파일은 파일에서 정의한 정, Data Configuration 

보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제공한다 즉 및 파. Configuration Data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본 데이터는 전압 전류 파형과 같은 , 

아날로그 파형 데이터와 보호계전기의 디지털 입 출력 신/ (DI/DO) 

호인 디지털 파형데이터이다.

교류철도 급전계통 사고 분석에 필요한 기능 제시3. 

교류철도 급전계통의 보호체계는 수전반 변압기반 급전반으, , 

로 구성되며 각각 보호계전기는 표 과 같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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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를 통해 얻COMTRADE (Configuration file, Data file)

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시간 축에 대한 아날로그 순시값 및 디( ) 

지털 정보이다 이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및 . Pickup Trip

의 시점을 확인하고 보호계전기 동작 및 차단기 동작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즉 교류철도 급전계통에서 전류 및 전압계전기의 . , 

사고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데이터만으로는 지락과전압계전기 비율차동계전, 

기 거리계전기의 분석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보호계전기의 사, . 

고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 축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주파수 축의 

고조파 위상 차전류 억제전류 임피던스로 변환하여 분석할 수 , , / ,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위상 분석기능을 이용하면 상 불평형 발생 시 전압 전류의 3 , 

크기 및 위상을 벡터적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력 흐름 및 , 

계통 상태 추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 고조파는 계통서지 개폐기. , 

의 투 개방 및 변압기의 자화특성에 의한 여자전류 발생 등과 같/

은 원인으로 발생된다 고조파는 변압기의 절연열화 또는 과열. , 

개폐장치의 고장 보호계전기의 오 부동작 등에 원인이 되므로 , /

고조파 분석은 사고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거리계전. 

및 비율차동계전 요소의 경우 단순히 계측된 전류 전압(21) (87) , 

의 크기를 이용해서 보호 동작하지 않고 계측치를 연산하여 특, 

정 보호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동작한다 거리계전 보호의 경. (21) 

우 계측된 전압 전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임피던스가 설정된 , 

보호 영역 내에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장을 판단하며, 

비율차동계전 요소의 경우 변압기 차 전류의 합과 차의 (87) , 1, 2

기울기에 따라 동작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거리계전 및 . (21) 

비율차동계전 에 대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보호요소 (87)

발생 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고 분석 관련 상용 프로그램 비교4. 

일반적으로 사고 분석 프로그램은 보호계전기 제조사에서 제공

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제조사인 , SEL( ), SIEMENS( ), GE( )社 社 社

의 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절에서 제시한 분석 기능을 기준으로 3

비교 분석하였다 범용 사고 분석 프로그램인 [3~6] SOFTSTUF

과 별도의 없이 웹사이트에 바로 분석기능( ) WaveWin S/W 社

을 제공하는 의 PowerGridApp( ) COMTRADE Oscillograph 社

의 기능도 비교 분석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Analyzer 2 [7~8].

모든 제조사는 파일의 기본 데이터인 전압 전류 COMTRADE , 

파형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파형을 그래프의 같은 시간 

축 상에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아날로그 파. 

형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 위상 형식으로도 제공하며 

각 고조파 차수에 대한 고조파 함유율 분석을 위한 고조파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거리계전 보호요소에 대한 분석기능은 SEL( ) Synchro 社

와 만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WAVE EVENT SIEMENS( ) SIGRA , 社

마저도 아래와 같은 기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2 해외 선진사의 사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international manufacturer's fault analysis program

SEL( )社

SynchroWAVE 

EVENT

SIEMENS( )社

SIGRA

GE( ) 社

EnerVista Viewpoint 

Monitoring

SOFTSTUF( )社

WaveWin

PowerGridApp

COMTRADE Oscillograph 

Analyzer

아날로그신호 분석기능 O O O O O

디지털 입 출력/

신호분석기능
O O O O O

고조파 분석기능 O O O O O

위상 분석기능 O O O O O

거리계전 분석기능
형만(Mho )

단 별도형식의 ( , 

파일요구)
X X X

비율차동계전 분석기능 X O X X X

계통별 계전기명 번호 용도

수전반
과전류계전기 51R 과전류

부족전압계전기 27R 저전압

변압

기반

과전류계전기 51T 변압기 차의 과전류1

단락계전기 50T 단락

비율차동계전기 87T 변압기 내부고장

지락과전압계전기 64 급전측 지락 검출

과전압계전기 59 회생과전압 인입 검출

급전반

거리계전기 21F 전차선로 고장

고장선택계전기 형("I ) 50F 후비보호21F 

고속도단락계전기 50F
과전류

구내차량기지 등( )

과전류계전기 51F 과전류 검출

재폐로계전기 79F 차단기 재폐로

로케타계전기 99F 고장지점 검출

부족전압계전기 27F 저전압 검출

표    1 교류철도 급전계통별 보호계전기

Table 1 Protection relays in AC electrical railway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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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 ) SynchroWAVE EVENT :社 설정치 입력을 통해  Mho

형 임피던스영역에서 표시 가능Zone 

▪ SIEMENS( ) SIGRA : 社 보호계전기에서 만들어진 특정 파일 

읽어와 임피던스영역에서 표시 가능Zone 

비율차동계전 분석요소의 경우 에서만 제공, SIEMENS SIGRA社 

하며 설정치를 직접 입력하는 형식으로 보호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를 활용한 기반 사고 5. PSCAD/EMTDC COMTRADE 

데이터 분석 기능 구현

일반적으로 는 전력계통을 모델링하여 다양한 PSCAD/EMTDC

사례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지만, ‘file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read’ COMTRADE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절 절에서 . 3 , 4

제시한 사고 분석기능을 교류철도 급전계통 사고 분석에 적용 가

능하도록 필요 기능을 표 에 나타내고 를 활용3 , PSCAD/EMTDC

하여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과 같이 1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디지털 COMTRADE /

정보 표시, 위상 및 고조파 분석 기능 구현하였다. PSCAD/EMTDC

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형식의 사고 “File Read” COMTRADE 

데이터를 화면에 불러온 후 데이터 파일에 저장PSCAD circuit , 

된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 입 출력 정보를 추출 및 분류, / (DI/DO) 

한다 라이브러리를 이용[9]. FFT(online fast fourier transform) 

하여 전압 전류의 고조파를 분석하고 통해 얻은 기본파 전, , FFT 

Comtrade_pscad.DAT

Read COMTRADE File
/ Display Analog&Digital Graph

63 4 51 2

U_cat

I_cat

binary1

binary2

Mag

Ph

dc

(7)

(7)

F F T

F = 60 [Hz]

1

2

U_cat

U_cat_mag

U_cat_pha

1
1 U_cat_pha

U_cat_mag
Harmonic
Distortion

Total

Individual

7

7Num_Line

Time_Line

Mag

Ph

dc

(7)

(7)

F F T

F = 60 [Hz]

I_cat

I_cat_mag

I_cat_pha

1
1

I_cat_pha

I_cat_mag

Harmonic
Distortion

Total

Individual

7

7

1 2

1 2

Phasor / Harmonic Analysis

그림 1 데이터를 이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 표시 위상 및 고조파 분석 기능 구현 COMTRADE / , 

Fig. 1 Implementation of displaying analog/Digital data and phasor/Harmonic analysing function using COMTRADE data

ICE Impedance Protection(21) Setting

=== Zone 1 setting ===

=== Zone 2 setting ===

=== Zone3 Setting ===

D14 Angle_Theta

D13D11 D12

D11R

D21

D31

D22

D21_func

D22_func

D31_func

D22_func

D31_func

D21_func

D22-Xupstr[ohm]

D21-Xdown2[ohm]

D31-Xdown3[ohm]

Main : Controls

30

0

D21-Xdown...

26

50

0

D22-Xupstr[...

10

100

0

D31-Xdown...

50

D11-Xdown2 D12-Xupstr D13-Rdown

D14-Rpstr D11'-X'down1 Angle_Theta

Main : Controls

30

0

D11-Xdown2

13.4

50

0

D12-Xupstr

0.5

50

0

D13-Rdown

4.7

50

0

D14-Rpstr

1.6

50

0

D11'-X'down1

13.4

180

0

Angle_Theta

70

Main : XY Plot

-2.5 0.0 2.5 5.0 7.5 10.0 12.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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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rture 1.0Width

0.000Position0.000s 0.500s

Main : Controls

D21_func

1

OFF ON

D22_func

0

OFF ON

D31_func

0

OFF ON

그림 2 거리계전기의 설정에 따른 임피던스 기능 구현diagram 

Fig. 2 Implementation of distance protection and impedance diagram based on settings of distance protection relay

ICE Differential Protection(87) Setting

Instantaneous high threshold (Idiff>>)

Idiff2

Normal low threshold (Idiff>)

Idiff

Over-fluxing low threshold (Idiff1>)

Idiff1_over

Desensitized low threshold (Idiff2)

Idiff1_des

Start of zone 2 (Ithru1)

Ithru1

Slope of zone 2 (D1)

D1

Start of zone 3 (Ithru2)

Ithru2

Slope of zone 3 (D2)

D2

Idiff>> 

Idiff> Idiff2

Ithru1 Ithru2

D1 D2

Idiff1>

Main : Controls

5

0

Idiff>> 

0.8

5

0

Idiff> 

0.3

5

0

Idiff1>

0

5

0

Idiff2

0

=== Zone 1 setting === === Zone 2 setting === === Zone 3 setting ===

Main : Controls

5

0

Ithru1

0.6

100

0

D1

25

Main : Controls

5

0

Ithru2

5.6

100

0

D2

40

Main,87 : XY Plot

0.0 2.0 4.0 6.0 8.0 10.0 

0.0 

1.0 

2.0 

3.0 

4.0 

+y

-y

-x +x

X Coordinate Y Coordinate

plot_x_zone3

I_M_bias/In

I_T_bias/in

plot_y3_zone3

I_M_diff/In

I_T_diff/in

Aperture 0.583Width

0.000Position0.000s 0.583s

그림 3 비율차동계전기의 설정에 따른 비율차동 기능 구현diagram 

Fig. 3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l Protection/Diagram Based on Settings of Ratio Differential Protection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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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및 전류의 크기와 위상정보를 추출하여 위상 분석하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와 같이 거리계전 분석을 위해 임피던스 영역에서 동작 2

영역을 설정하고 확인 가능하도록 프랑스 거리계전기의 ICE( ) 社

설정 설정 값에 따른 함수 구현 및 임피던스 기Zone , diagram 

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과 같이 비율차동계전 분석을 위해 차전류 억제전류3 , , 

등의 설정 값 및 함slope 수를 구현하고 비율차동 을 구diagram

현하였다.

구현된 분석 기능에 파일을 불러오면 보호영역에 COMTRADE 

도시되는 파형 및 궤적을 이용하여 보호요소에 따라 정밀하게 사

고 분석을 할 수 있다.

교류철도 급전계통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데이터 분석6. 

앞 절에서 로 구현한 사고 분석 기능을 검증하PSCAD/EMTDC

기 위하여 실제 교류철도 급전계통에서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분

석하고자 한다. 

사례 은 전차선 지락에 의해 거리계전기가 동작한 데이터를 1

분석한 내용이고 사례 은 스코트 변압기 비율차동계전기가 동, 2

작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6.1 사례 급전선 거리계전 사고 분석1-

그림 는 변전소에 설치된 급전반 보호계전기 의 4 A ICE( )社

에 기록된 형식의 급전선 사고 파형을 PDZI-N COMTRADE 

에 구현한 분석 인터페이스로 처리한 결과이다PSCAD/EMTDC . 

여기서 는 급전 전압 는 급전선 전류에 대한 아날로U_cat , I_cat

그 신호 정보이고 는 트립 명령 발생 디지털 정보, Trip Order , 

는 거리계전요소의 디지털 신호 정보이다21Z1P Pickup .

기록된 파형의 약 시점에서 전압 전류 크기가 변동되기 0.48s , 

시작하여 약 이후 거리계전 요소에 의한 사고를 감지하여 30ms 

디지털 출력 신호를 출력하고 설정된 지연시간 후에 21Z1P trip 

를order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추가적으로 거리계전 요소에 대한 상세 분석을 위해 그림 5과 

같이 임피던스 에서 임피던스 궤적을 분석하였다 임피던diagram . 

스 궤적이 약 동안 거리계전 보호영역 110ms(0.482sec~0.592sec)

내에서 위치하고 이는 지연시간 설정 값 보다 Zone 1 , (0.04[sec])

길어 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trip .

이 때 사고 원인이 급전선 단락 지락에 의한 것인지 변압기 /

돌입전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급전선 전압 급전선 , 

전류에 대한 위상 분석과 고조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은 . 6

계통 고장이 일어난 시점인 파형 저장 후 지점에서의 위상 0.5s 

이며 급전선 전압 는 급전선 전류diagram , (U_cat) 22.1kV 48.85°, ∠

는 로 나타났다 그림 (I_cat) 53.5A 136.9° . ∠ 은 그림 과 같은 시7 6

점에 발생한 고조파이며 기본파부터 고조파까지 나타내었다 변, 7 . 

압기 돌입전류는 고조파로 판단하며 기본파 대비 정도2 10~20% 

로 설정하여 돌입전류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서 . pickup 

급전선 전류 는 고조파는 로 변압기 돌입상황과 무(I_cat) 2 0.54%

기능 상세 내용

아날로그신호 분석기능 에 기록된 아날로그 정보를 시간축 그래프에 표시 순시파형 위상 대칭분- COMTRADE ( /RMS/ / )

디지털 입 출력신호 분석기능/ 에 기록된 디지털 입 출력 정보를 시간축 그래프에 표시- COMTRADE /

위상 분석기능 에 기록된 아날로그 정보를 위상 에 표시 상별 대칭분- COMTRADE diagram ( / )

고조파 분석기능 에 기록된 아날로그 정보를 하여 각 차수별로 고조파함유율 확인 가능- COMTRADE FFT

거리계전 분석기능

스코트 변압기에 대한 거리계전 분석기능 지원- 

설정치 입력을 통해 임피던스영역에 표시 형 사변형 부채꼴형- Zone (Mho / / )

에 기록된 아날로그 정보를 이용한 임피던스 궤적 표시- COMTRADE

비율차동계전 분석기능
설정치 입력을 통해 비율차동특성곡선 표시 - 

에 기록된 아날로그 정보를 이용한 차전류 억제전류 궤적 표시- COMTRADE /

표   3 를 이용해 구현하고자하는 사고 데이터 분석 기능PSCAD/EMTDC

Table 3 Implementation of Function for Analysing Fault Data in PSCAD/EM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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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례 에 대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그래프1 /

Fig. 4 Analog/Digital Signal Graph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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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전차선 사고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6.2 사례 변압기 비율차동계전 분석2-

국내 변전소의 변압기 보호용 보호계전기 의 B ICE( )社

이 동작하였고 해당 보호계전기에 기록된 사고 데이터NPDT630 , 

를 형식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기록된 아날로그 COMTRADE . 

정보는 변압기 차측 전류 와 변압기 차측 전류 1 (I_A, I_B, I_C) 2

로 그림 에 나타내었다 변압기 차측의 상 전류파(I_M, I_T) 8 . 1 3

형은 돌입전류 형태를 띄며 변압기 차측 상전류 가 없고, 2 M (I_M) , 

상전류 만 발생하여 상전류 와 상전류 의 크기와 T (I_T) , A (I_A) C (I_C)

위상이 거의 같으며 상전류 는 상전류의 크기는 약 배B (I_B) A, C 2

이고 위상은 도 차이난다 약 초 시점에 에 의한 180 . 0.16 relay A

디지털 파형이 에서 로 바뀌며 신호가 출력되었다0 1 trip .

추가적으로 변압기 주 보호를 위해 비율차동계전 분석을 위해 

사고 데이터의 차 억제 전류 영역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림 / 9

에 나타내었다 비율차동 곡선을 표시하기 위해 설정 값을 입력. 

하여 보호 영역을 도시하고 설정영역 흑색선 순시 비율차동 특, ( : 

성곡선 청색선 비율차동 특성곡선 내에 상전류 차전류 및 억, : ) T

제전류의 궤적 적색선 궤적이 동작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준( )

다 동작영역에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신호가 . trip 1,003 후에 ㎳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연 설정값 과 , trip (3 ) 2㎳

고조파 지연시간 설정값blocking (1,000 를 합산한 시간으로 )㎳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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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리계전 보호영역과 임피던스 궤적 (21) 

Fig. 5 Protection zone of distance protection and impedance

locus

U_Cat
I_Cat

그림 6 사례 에 대한 위상 분석1

Fig. 6 Phasor Analysis (Case 1)

1st 2nd 3rd 4th 5th 6th 7th 1st 2nd 3rd 4th 5th 6th 7th

그림 7 사례 에 대한 고조파 함유율 분석1

Fig. 7 Harmonic Analysis (Case 1)

그림 8 사례 에 대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그래프2 /

Fig. 8 Analog/Digital Signal Graph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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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tio differential characteristic curve and locus of

difference current (Idiff/In) and suppression current

(Ibi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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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돌입전류로 인한 오동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압기 

차측 전류 와 변압기 차측 전류 에 1 (I_A, I_B, I_C) 2 (I_M, I_T)

대한 위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은 변압기 차측의 상전. 10 1 3

류 와 그 대칭성분 대한 위상 및 변압(Ipri.abc) (Ipri.seq) diagram 

기 차측 상 전류 의 위상 을 나타낸다2 M, T (I_M, I_T) diagram . 

변압기 차측의 상전류 에 대한 위상 에서 1 3 (Ipri.abc) diagram A

상전류는 상전류는 상전류는 59.4A 22.5°, B 117.4A -159.0°, C∠ ∠

로 나타났으며 상전류 와 상전류 의 크기59.7A 21.3° , A (I_A) C (I_C)∠

와 위상이 거의 같으며 상전류 는 상전류의 크기는 약 B (I_B) A, C

배이고 위상은 도 차이 나는 것을 위상 으로 한번 2 180 diagram

더 확인하였다 변압기 차 측의 상전류의 대칭성분 에 . 1 3 (Ipri.seq)

대한 위상 에서 정상분 전류는 역상분 전diagram 58.1A -37.9°, ∠

류는 영상분 전류는 이다 변압기 차80.6A 80.6°, 0.7A 146.3° . 2∠ ∠

측 상전류는 이고 상전류는 이다M 1.9A -53.5° T 147.9A 30.3° . M∠ ∠

상전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전류만 대부분 발생하였다, T .

Ipri.a

Ipri.c

Ipri.b

Ipri.zero
Ipri.pos

Ipri.neg

I_M

I_T

== Primary Current == == Secondary Current ==

그림 10 사례 에 대한 변압기 차측 전류 2 1, 2 위상 분석 

Fig. 10 Phasor analysis-transformer primary/secondary current 

(Case 2)

그림 11 사례 에 대한 변압기 차측 전류의 고조파 분석2 1, 2

Fig. 11 Harmonic analysis-transformer primary/secondary 

current (Case 2)

그림 은 그림 과 같은 시점에 발생한 고조파이며 기본파11 10 , 

부터 고조파까지 나타내었다 상전류에 대한 고조파수는 7 . 3 3, 4, 

고조파 순의 크기로 크게 발생하였으며 고조파가 상대적으로 5 , 2

작게 나타났다 상전류의 고조파는 상전류의 고조파는 . A 2 6.7%, B 2

상전류의 고조파는 로 나타났다 상전류의 경우 6.4%, C 2 6.3% . M

크기가 에 가까운 크기로 보아 개방상태로 보이며 고조파 함유0

량이 대부분의 차수에서 이상이고 상전류는 고조파 함유10% T 2

량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 돌입전류70.2% . 

로 발생은 전류의 고조파 함유량으로 판단하며 교류철도 급전2 , 

계통에서는 고조파의 함유율이 를 초과하면 변압기 돌입전2 15%

류로 간주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의 트립 지연을 하1

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9]. , 

주변압기의 차측 상의 차단기를 투입하면서 발생한 돌입전류2 T

로 인해 비율차동계전 요소가 동작하여 신호를 출력한 것으trip 

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변압기 비율차동계전 요소의 설정 한계. , (2

고조파 지연시간이 최대 에 의한 보호계전기 오동작 사block 1s)

례로 분석된다.

결  론3. 

계통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된 사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 

보호계전기에 기록된 사고 파형과 정보를 이용한다 하지만 제조. 

사가 제공하는 분석 프로그램은 자체 형식의 데이터만 호환가능

하고 또한 분석기능도 한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 , . 

파일이 활용 가능한 분석 기능들을 COMTRADE PSCAD/EMTDC 

상에 구성하였다 또한 관련된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외 선진 보. 

호계전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고 분석 프로그램 및 상용 사고 

분석 프로그램의 기능을 비교 및 조사하였다 이어서 국내 교류. 

철도 급전계통에 적용 중인 보호계전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파일 기반 사고 분석 기능을 도출하고COMTRADE , PSCAD/ 

를 활용하여 각각의 분석 기능들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EMTDC . 

로 구현된 사고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교류철도 급전계통에

서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교류철도 급전계

통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분석과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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