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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보호용 계자상실 계전기의 적용 분석

Application Analysis for Loss of Excitation Relay of Generator Protection 

오 용 택*․박 철 원†

(Yong-Taek Oh․Chul-Won Park)

Abstract  –  Recently, the LOE(loss of excitation) incidents are occurred in domestic synchronous generator frequently, 

the synchronous generator protection system has been much attention for the LOE protection of the incidents that threats 

synchronous generators and power systems. This paper was showed the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of distance relay 

that widely used LOE protection relaying in generator. Firstly,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the impedance locus for 

LOE of the generator protection were introduced. Even if the conventional simulation program is used for modeling, but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LOE modeling and simulation of synchronous generator. So, the LOE relay operation data 

collected from thermal power plant and nuclear power plant in real fields were analyzed. By reviewing the applications of 

GE Mho relays, the reliability of LOE for synchronous generator protection in domestic wer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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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 기는 력계통을 구성하는  요한 기본 설비로서 내

부 고장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

야 한다. 근래 용량 발 기 보호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1, 2]. 2006년 4월19일 당진T/P #5호기, 2009년 6월3일 

인천C/C #3 G/T, N/P #1호기, 2009년 12월30일 서인천

C/C #2G/T 등의 동기발 기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계자

상실 상에 한 보호 책에 한 인식이 확 되고 있는 

바, 이는 력계통의 안정도와 직 으로 연계된 것으로 여

겨진다[3, 4]. 

계자상실의 표 인 원인은 여자 원 공 용 차단기의 

갑작스런 트립, 여자회로의 개방사고, 슬립링의 섬락으로 인

한 여자회로의 단락사고, AVR의 고장, 여자제어 시스템에 

공 되는 원차단 등이 있다. 그런데 원인에 계없이 발

기의 계자상실은 발 기 자체뿐만 아니라 력계통에도 

심각한 운 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응을 필요로 한다. 발 기가 계자를 상실하게 될 경우,  내

부 기 력이 감하고 터빈은 지속 으로 회 하여 유도발

기로 동작함으로서 무효 력을 력계통으로부터 유입하

며, 발 기의 제동권선에 지속 인 류가 흐르게 되어 소손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5-7]. 

국내에서 련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 기 계자상실 상 분석  정정검토 기  고찰과 발

기 계자상실 보호 릴 이 용 연구가 발표되었다[3, 4].  

단상 동기 발 기의 고속 LOE 검출을 해 단상 오 셋 모

(Off-set Mho) 계 기법이 소개되었다[8-10]. 지 까지 

LOE(Loss of Excitation) 검출을 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

되었는데, 제시된 부분의 계자상실기법은 피상 임피던스 궤

(apparent impedance trajectory)에 기 하고 있다[11-13].

본 논문에서는 수년 동안 발 기 계자상실 보호계 기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거리계 기 특성  용 사례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1, 3, 4]. 주요내용으로는 먼 , 오

셋 모 임피던스에 의한 계자상실 기법을 소개하 다.  

발 기 계자상실시 출력특성을 분석하 다. 특히 동기발

기 계자상실 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뮬 이션 데이

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신에 실계통의 발 기 계자상실 계

기의 실제 동작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GE Multilin사 

모(Mho) 계 기(40)  용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의 동기

발 기 계자상실에 한 보호방식을 검토하고 신뢰성  특

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2. 계자상실 계 기  

2.1 계자상실 계 기의 특성과 정정

계자상실 보호를 한 오 셋 모 계 기는 발 기 내부 

리액턴스를 고려하여 정정하고 발 기 단에 설치되는 단상 

단요소 거리계 기라고 할 수 있다[8-10]. 

그림 1은 창기 오 셋 단원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로부터 계 기 특성은 원 에서 -X 만큼 거리에서 

최  토오크의 각을 갖는 오 셋 원이다. 발 기 단으로부

터 계산되어지는 임피던스와 마찬가지로 계 기는 원의 특

성 내부에서 종결되는 임피던스 페이  형태로 운 할 수 

있다. 이 계 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오 셋은 직축 과도 

리액턴스의 반 (
′ ) 과 같게 설정되고 원의 지름은 직

축 동기 리액턴스 () 와 같게 설정 되도록 권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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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INITAL LOADING (per unit) SYSTEM IMPEDANCE

a 0.93 MVA 0.92 PF Lagging 0.4 p.u.

b 0.98 MVA 0.98 PF Lagging 0.2 p.u.

c 0.92 MVA 0.90 PF Lagging 0

d 0.31 MVA 0.95 PF Lagging 0.4 p.u.

e 0.30 MVA 1.00 PF 0.2 p.u.

그림 3 직렬 연결형 발 기 계자상실 특성

Fig. 3 LOE characteristics of tandem compound generator

그림 4 계자상실동안의 여러 가지 신호 변화

Fig. 4 Variation of several signals during LOE

그림 1 창기 계자상실 계 기의 동작 특성

Fig. 1 Operating characteristic of LOE relay in beginning

그림 2는 형 인 오 셋 모 요소에 의한 계자상실 계

기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오 셋 모 계 기는 Zone1(내

부원), Zone2(외부원)의 두개의 역을 갖는다. 기본 인 설

정은 그림 2와 같이 오 셋은 과도리액턴스의 반(
′ )으

로 하고, Zone2 동작 역의 직경은 동기리액턴스()로 설

정하며 정한시 0.5∼1[sec] 범 로 설정한다. Zone1은 1p.u. 

직경으로 순시동작의 특성을 가진다. 각각 부하  경부

하 상태를 검출하기 하여 사용된다[11, 13]. 

그림 2 계자상실 계 기의 동작 특성

Fig. 2 Typical operating characteristic of LOE relay

2.2 발 기 계자상실 특성

그림 3은 발 기 기 으로 0.15p.u. 임피던스를 가지는 승

압변압기를 통해 시스템에 연결된 형 인 직렬 연결형 발

기의 계자상실 특성을 나타낸다[8-10].  

그림 3의 특성과 같이, 곡선 (a), (b)와 (c)는 부하에 가

깝거나 발 기 동작 기로 시스템 임피던스의 함수와 같은 

임피던스 궤 을 나타낸다. 곡선 (d)와 (e)는 발 기 기부

하가 30[%]일 때, 각각 시스템 임피던스 궤 (impedance 

locus)을 나타낸다. 부하시 최종 임피던스는 항상 오 셋 

설정 (
′ ) 보다 커야한다. 따라서 항상 계 기 특성 외부

에서 시작하게 된다. 계자상실시 계통 임피던스가 0과 

0.2p.u. 시스템 임피던스의 경우, 0.4p.u. 시스템에 한 임피

던스 궤 이 곡선 (a)에 표시된 지역에 나선형으로 들어오

는 동안 임피던스 궤  (b, c)는 이 역에 곧바로 진입하게 

된다. 임피던스 궤 의 계 기 특성에서 기 부하지 에서 

이송 시간(traverse time)은 2∼7[sec] 사이가 될 것이다. 

0.4p.u. 시스템 궤  이송은 2[sec]정도이다.

발 기 기부하가 30[%]일 때, 임피던스 동요(impedance 

swing)는 역방향이 되기 에 1.0p.u. 원 내부 포인트 (A)까

지 갈 것이다. 스윙은 포인트 (A)와 (B)사이 역에서 동요

할 것이다. 기 과  B 사이의 이송 시간은 약 7∼9[sec]

인 반면에 거리 B-A를 통과하는 시간은 약 10∼15[sec] 이

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0.3과 1.0p.u. 사이의 발 기 기부

하 동안, 임피던스 궤 은 A 역 내인 1.0p.u. 원 내부에서 

종료될 것이다. 0.3p.u. 이하 부하에서 궤 은 큰 원형 (지름 

= )내에 나타날 것이고  A 아래에서 종료할 것이다.

2.3 기기 부하  단자 압 특성

그림 4는 직렬 연결형 발 기 계자상실 향으로 인한 

0.1p.u. 시스템 임피던스  부하시 발 기 운  기 동

안의 단자 압, 력 출력  무효 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세로축은 압, 력  무효 력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시간

[sec]를 의미한다[8-10]. 

그림 4로부터 계자가 상실하면, 압은 감소하면서 약 

0.5p.u.에서 변하 고 출력 력은 감소하면서 약 0.3p.u.에

서 매우 흔들림을 알 수 있다. 한, 무효 력은 역상이 되

고 약–0.93p.u.에서 동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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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효 력, 무효 력, 상 압의 변화

Fig. 5 Transition of active power, reactive power and 

phase voltage

(a) 압의 크기 

(b) 압의 상각 

그림 6 3상 압 페이

Fig. 6 Phasor of three phase voltage

(a) 류의 크기

(b) 류의 상각 

그림 7 3상 류 페이

Fig. 7 Phasor of three phase current

2.4 네가티  오 셋 모 알고리즘 

오 셋 모 임피던스 연산은 식(1)과 같이 DFT의 실수부

와 허수부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a상 피상 임피던스의 

항성분은 식(2)와 같고 a상 피상 임피던스의 리액턴스성

분은 식(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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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3.1 화력 발 기 계자상실 사례 

국내 A 화력발 기 계자상실 계 기의 Zone2에서 동작한 

사례를 검토하 다. 동작하기  1[ms]에서부터 고장후 

10[ms]까지의 순시치 압과 류를 이용하여 발 기 유효

력, 무효 력, 발 기 측 상 압 Va의 크기와 상, 상

압 Vb의 크기와 상, 상 압 Vc의 크기와 상 데이터, 상

류  Ia의 크기와 상, 상 류 Ib의 크기와 상, 상 류 

Ic의 크기와 상 데이터를 계산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3, 

4, 13].

상기 자료를 기본으로 계자상실 보호계 기의 동작을 확

인하기 해서 기에는 Mathcad 수식편집기를 활용하 으

나 결국은 C 언어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고 해당 

보호계 기의 동작선도를 확인하 다. 표 1은 A 화력발 소 

계자상실 보호계 기의 정정치를 나타낸다. 

정정치

심 반경 delay

Zone1 9.74 [ohm] 7.91 [ohm] 0.1 [sec]

Zone2 17.49 [ohm] 15.66 [ohm] 0.5 [sec]

표   1  LOE 계 기의 정정치

Table 1 Setting value of LOE relay

그림 5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유효 력, 무효

력의 변화  a상 압, b상 압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그림 4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압신호의 크기와 상각을 나타낸다. 그림 7

은 류신호의 크기와 상각을 나타낸다.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임피던스를 구하고 모 계 기 

역을 작성하기 해서 발 기 사양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

하 다. 우선 베이스 임피던스를 구하고, 과도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값을 구한 후에 원의 심 을 찾고 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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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Zone1과 Zone2의 모 계 기의 선도를 작성하 다. 작

성한 모 계 기의 선도에 계산한 임피던스를 함께 도시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화력 발 기의 모 계 기 동작선도

Fig. 8 Operation trajectory of LOE relay on T/P

그림 8에서 내부원은 Zone1 역이고 외부원은 Zone2 

역이며 빨간색 선은 계자상실에 의해 근하는 임피던스 선

도를 나타낸다. 그림 8과 같은 동작선도를 직  작성하여 

실험하면서, 임피던스 선도는 Zone2 역으로 근하고 있

으며 Zone2 역에서 시간지연이 0.66[sec]로 GE 모 계 기

의 정정치 0.5[sec] 이상으로 신뢰성 있게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원자력 발 기 계자상실 사례 

국내의 B 원자력 발 기에서 계자상실 계 기가 Zone2 

에서 동작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취득한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 3.1 과 유사하게 순시치 압과 류를 이용하

여 발 기 유효 력, 무효 력, 발 기 측 3상 압과 3상

류의 크기와 상을 계산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원자력 발 소의 동기 발 기 계자상실 계 기의 동작을 

확인하기 해서 처음에는 Mathcad 수식편집기를 활용하

으나 결국은 C 언어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고 해

당 보호계 기의 동작선도를 확인하 다. 그림 9는 원자력 

발 기의 모 계 기 동작선도를 나타낸다.

그림 9 원자력 발 기의 모 계 기 동작선도

Fig. 9 Operation trajectory of LOE relay on N/P

상기 그림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Zone2 역에서 

지연되는 시간이 0.51[sec] 이상 지연됨으로서 계자상실 계

기 Zone2 역 보호 계 기가 동작함으로서 신뢰성 있게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GE 모 계자상실 계 기

의  Zone1 역은 0.06[sec]이고 Zone2 역은 0.5[sec]가 되

도록 정정되어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년 동안 발 기 계자상실 보호 계 기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거리계 기 특성  용 사례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발 기 계자상실시 원리와 특성

곡선상의 특성을 확인하 다. 특히 동기발 기 계자상실 모

델링과 시뮬 이션의 어려움으로 인해 A 화력발 소와 B  

원자력발 소 계통의 발 기 계자상실 계 기의 동작사례를 

수집하여 Mathcad 수식편집기와 C 언어로 오 셋 모 임피

던스 계  알고리즘을 구 하 다. 이에 따라 GE사 오 셋 

모 계 기의 용사례를 재 , 검토함으로서 발 기 계자상

실 특성  동작 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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