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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wer plants by coal-fired generators in 00 Thermal
Power site Division came the most developed environmental system
in the world. This paper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setting of the
first grade protection relay.

1. 서    론

화력발전은 중유, 석탄, 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으
로서 타 발전에 비하여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가 심각한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건설비가 싸고,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으며, 위치의 선정에도 유
리하다는 점이 있다. 2011년도 석탄의 판매단가는 67[원/kWh]으로 원자
력 40[원/kWh] 다음으로 저렴하다. 최근 주요 석탄 화력발전 기술의 성
능은 재열삼중합(Tripple Pressure Reheat)의 경우 순효율이 44.1%로 상
당이 향상되었다[1∼3].
화력발전소의 동기발전기 여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CRA
제어기를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4],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
장에서 LNG-복합 화력발전소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5], 제어시스
템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500MW 표준 석탄 화력발전소의 터빈 보호장
치에 대한 고찰[6], 보일러 노내압력 제어알고리즘과 분산제어시스템의
개발 등이 이루어 졌다[7]. 근래, 보호계전기 정정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고[8], 원자력발전소 발전기의 보호계전기의 원리, 정정방법
및 정정치 검토에 관한 논문들은 발표되었다[9∼11]. 한편, 기존 설비의
교체와 계통의 운전조건의 변경, 대용량 화력발전소 보호계전기의 현대
화 및 국산화 개발에 따라 발전설비의 보호계전기 정정방안 수립이 요
구되고 있다.
00 화력본부는 수입 유연탄(Bituminous Coal)을 연료로 1∼6호기
(5,080[MW]) 석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수도권 전력사용량의 약 1/4
를 기저부하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 2MWp 태양광발전소, 12.6MW 소수력발전소, 46MW
국산풍력발전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첨단 환경설비 운영으로 지속적 환경개
선을 실천하고 있다. 6차 전력수급계획 신규화력설비 반영결과, 총 1580
만 kW의 발전용량이 확정되어, 이중에서 00 발전의 00 7호기와 00 8호
기 등이 각각 2018년, 2019년에 각각 87만 kW씩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
정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세계 수준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 00 화력본부의 00
발전소 갑종보호계전기의 현황을 알아보고 몇몇 보호계전기의 정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2∼15].

2. 화력발전소의 소개

  2.1 발전소 송전계통 및 갑종보호계전기 현황
발전된 전력은, 00화력 구내에 설치된 345kV 및 154kV 모선으로 신
시흥 345kV 변전소에 송전한다.
ABB사 REG670 갑종보호계전기의 ANSI device 번호와 보호기능은
표 1과 같다[14,15]. 표 1과 같이, REG670은 Differential protection,
Impedance protection, Current protection, Voltage protection,
Frequency protection 및 Multipurpose protection로 구성된다. 00 발전
기 5, 6호기에서는 계자권선 단락 보호(387G), 계자상실 보호(340-1,
340-2), 역전력 보호(332-1, 332-2), 과여자 보호(359/381-1, 359/381-2),
주파수 보호(381-1,2,3), 역상 과전류 보호(346-1, 346-2), 계자 지락 보
호(95%:359N-1), 계자 지락 보호(100%:359N-2), 전압평형 보호(PT
Fuse Fail:360), 거리계전 보호(321), 과전압 보호(359), 발전기 역가압 보
호(350/327)의 보호기능을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다[12,13].

  2.2 계산용 Data
보호계전기의 정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표 1> 보호기능
IEC 61850 ANSI Function description

Differential protection
T2WPDIF 87T Transformer differential protection, two winding
T3WPDIF 87T Transformer differential protection, three winding
HZPDIF 87 1Ph high impedance differential protection
GENDIF 87G Generator differential protection
REFPDIF 87N Restricted earth fault protection, low impedance
Impedance protection
ZMHPDIS 21 Full-scheme distance protection, mho characteristic
ZDMRDIR 21D Directional impedance element for mho characteristic
PSPPPAM 78 Pole slip/out-of-step protection
LEXPDIS 40 Loss of excitation
ROTIPHIZ 64R Sensitive rotor earth fault protection, injection based
STTIPHIZ 64S 100% stator earth fault protection, injection based
Current protection
PHPIOC 50 Instantaneous phase overcurrent protection
OC4PTOC 51_67 Four step phase overcurrent protection
EFPIOC 50N Instantaneous residual overcurrent protection
EF4PTOC 51N_67N Four step residual overcurrent protection
NS4PTOC 4612 Four step directional negative phase sequence overcurrent protection
SDEPSDE 67N Sensitive directional residual overcurrent and power protection
TRPTTR 49 Thermal overload protection, two time constant
CCRBRF 50BF Breaker failure protection
CCRPLD 52PD Pole discordance protection
GUPPDUP 37 Directional underpower protection
GOPPDOP 32 Directional overpower protection
NS2PTOC 4612 Negative sequence time overcurrent protection for machines
AEGGAPC 50AE Accidental energizing protection for synchronous generator
Voltage protection
UV2PTUV 27 Two step undervoltage protection
OV2PTOV 59 Two step overvoltage protection
ROV2PTOV 59N Two step residual overvoltage protection
OEXPVPH 24 Overexcitation protection
VDCPTOV 60 Voltage differential protection
STEFPHIZ 59THD 100% stator earth fault protection, 3rd harmonic based
Frequency protection
SAPTUF 81 Underfrequency protection
SAPTOP 81 Overfrequency protection
SAPFRC 81 Rate-of-change frequency protection
Multipurpose protection
CVGAPC 64R Rotor earth fault

<표 2> 발전기 정정 계산용 Data

3. 발전기 보호계전기의 정정

  3.1 발전기 파라미터
발전기 용량은 1,046[MVA], 발전기 정격단자전압은 25,000[V]이다. 이
에 발전기 정격전류는 식 (1)에 의하여 24,156[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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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타 데이터 단위 기타

발전기 용량 1,046 MVA 0.9PF

동기리액턴스(Xd) 1.85 PU

과도리액턴스(X'd) 0.25 PU Saturated 사용

차과도 리액턴스(X''d) 0.20 PU Saturated 사용

발전기 정격전압 25.0 kV

발전기 정격전류 24,156 A

발전기 역상분 - %

단자측 CT비 30,000/5 A

단지측 PT비 27,600/115 kV

접지측 PT비 14,490/120 kV

주 변압기용량 924 MVA OA

주 변압기 임피던스 18.0 %Z 924MVA

주 변압기 고,저압측 전압 23.75/345 kV
변압기 저압측,
고압측 전압비

연계선로 임피던스 0.051+j1.0120 %Z
신시흥 T/L, 정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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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단자측 정격 CT비는 30,000이고, PT비는 식 (2)와 같다.

=


    (2)

  3.2 고정자 단락보호 (387G)
발전기 차동보호(Generator Differential Protection) 계전기의 최소동작
전류 정정값(IdMin)는 0.2[PU]이다.
즉,    ∙     ,  정정값은 2,415[A]에
서 동작한다. 기준 임피던스는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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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계자상실 보호 (340-1,2)
계자상실 보호(Loss of Excitation Protection)는 두 개가 있고 오프셋
(Offset)과 직경(Diameter)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발전기의 동기리액턴스 Xd=1.85[PU], 과도리액턴스 Xd1=0.25[PU], 차
과도리액턴스 Xd2=0.20[PU]인데, 오프셋은 식 (4)와 같이 IEEE 추천하
는, X'd/2의 계산값으로–12.5%로 정정한다. 또 Zone1의 직경은 100%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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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자상실 Zone1은 식 (5)에 의해 –1,046[MVA]까지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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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자상실 Zone2의 직경은 185%로 정정하고, 이에 Zone2는 식 (6)
에 의해–565[MVA까지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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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역전력 보호 (332-1,2)
역전력 보호(Directional Overpower Protection)는, 증기터빈의 경우,
발전기 Motoring Power는 약 1∼3%이나, 여기서는 1%로 정한다.

 Gen ∙   

발전기의 정격역률이 0.9일 때, 정격용량의 50%로 설정하면 식 (7)에
의하여 5,230[MW]에서 PickUp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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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과여자 보호 (359/381-1,2)
과여자 보호(Overexcitation Protection)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승
압변압기의 1차측 정격전압은 23.75[kV], 2차측 정격전압은 345[kV], 정
격용량은 924[PU], 임피던스는 0.18[PU], V/Hz 최소동작치
108[%V/Hz](경보용), Alarm 동작치 105[%V/Hz]. 경보용 레벨은 식 (8)
과 같이 계산되어 V/Hz 정정값(AlarmLevel)은 99.1[%]가 된다.

Alam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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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 (9)에 의해 V/Hz 정정값(XLeak)은 0.11[Ohm]이 된다.

XL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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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소 동작레벨은 108%부터 V/Hz 정정값(V/Hz>) : 108[%],
최대 동작레벨은 118%까지 V/Hz 정정값(V/Hz>>) : 118[%]가 된다.

  3.6 저주파수 보호 (381-1,2,3)
저주파 보호(Under-Frequency Protection)는, STAGE 1은 경보용,

STAGE 2,3은 차단용으로 사용한다.

  3.7 역상과전류 보호 (346-1,2)
역상과전류 보호(Negative Sequence Overcurrent Protection)는, 역상
과전류 경보용 PickUp은 8%로 정정한다.
발전기 K VALUE 설정은 10으로 하고, 주 변압기 고압측 상간단락시
고장전류는 식 (9)에 의하여 31,784[A]가 된다.

   ∙    ∙    ∙ 


∙  (9)

  ∙   

K-VALUE가 “10”인 경우, 역상전류에 의하여 TRIP TIME [SEC]은
식 (10)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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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00 발전기 5, 6호기에 설치된 ABB사 REG670 갑종보
호계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계자권선 단락보호, 계자상실 보호, 역전
력 보호, 과여자 보호, 주파수 보호 및 역상과전류 보호계전기의 정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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