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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선 송전선로 단락사고의 개선된 고장점 표정기법

Enhanced Fault Location Algorithm for Short Faults of Transmission Line

이 경 민*
․박 철 원†

(Kyung-Min Lee․Chul-Won Park)

Abstract – Fault location estim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for rapid recovery of power system when fault occur in 

transmission line. In order to calculate line impedance, most of fault location algorithm uses by measuring relaying waveform 

using DFT. So if there is a calculation error due to the influence of phasor by DC offset component, due to large vibration by 

line impedance computation, abnormal and non-operation of fault locator can be issue. It is very important to implement the 

robust fault location algorithm that is not affected by DC offset component.

This paper describes an enhanced fault location algorithm based on the DC offset elimination filter to minimize the effects of DC

offset on a long transmission line. The proposed DC offset elimination filter has not need any erstwhile information. The phase 

angle delay of the proposed DC offset filter did not occurred and the gain error was not found. The enhanced fault location 

algorithm uses DFT filter as well as the proposed DC offset filter. The behavior of the proposed fault location algorithm using 

off-line simulation has been verified by data about several fault conditions generated by the ATP sim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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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송전선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장발생지점을 정확히 찾아

내어 정전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은 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고 신뢰도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1]. 만약 디지털 

고장점표정장치(fault locator)가 없다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

는 송전선로 구간에서 고장점을 찾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

될 것이다. 한편,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압 및 전

류 등의 계전신호는 고조파성분과 직류옵셋성분(DC offset 

component)으로 심하게 찌그러진다. 특히 직류옵셋성분은 전압

사고각이 0°, 180° 부근에서 현저하게 포함되며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한다[2]. 

그동안 발표된 고장점표정알고리즘은 진행파(traveling wave)

를 이용하는 기법과 전압과 전류의 기본파성분을 사용하는 임피

던스기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임피던스기법은 자기단 전

압, 전류신호만을 사용한 기법과 양단 전압, 전류 신호 모두 사용

한 기법으로 나뉠 수 있다[3,4].

그런데 대부분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나 디지털 

고장점표정장치는 왜곡된 계전신호로부터 원하는 성분만 추출하

는 기법을 탑재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장치는 설치점에서 바라보

는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사고를 판단하거나 고장점을 추정한다. 

이때 고조파 및 직류옵셋의 영향으로 페이저연산시 오차가 발생

하는 경우, 계산된 임피던스에 과도진동이 발생하여 오버리치

(overreach) 또는 언더리치(underreach)에 따라 IED나 고장점표

정장치가 오동작이나 부동작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DFT를 이용한 페이저추출시 직류옵셋의 영향을 감소하거나 직류

옵셋을 제거하려는 연구와 고장저항과 선로임피던스의 영향 등으

로 인한 시지연과 오동작문제를 개선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국내연구로는 직류옵셋이 없는 반주기 데이터를 사

용한 Haar 변환을 통한 기본파 성분추출에 의한 거리계전기법

[5]이 제시되었고, 전원임피던스가 변하는 조건에서 고정값의 전

원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고장점표정 방법은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

에, 고장이후 추정한 자기단 전원임피던스를 전류분배계수에 사

용하여 자기단 전원임피던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장점표정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6]. 또 적응학습과 패턴분류능력의 장점

이 있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고장유형을 판별하고 고장점을 

추정할 수 있는 고장패턴 추정기를 구현하여 동작속도와 적응성

을 개선하였으며[7], 부하의 변화에 관계없는 영상회로를 자기단

의 정보나 고장저항에 대한 정보 없이 정확하게 고장거리를 추정

할 수 있는 알고리즘[8], 복수의 직류옵셋 영향을 제거할 수 있

는 DFT 기반의 개선된 페이저연산기법을 적용한 거리계전기법

[9], 각 계전기 에이전트가 갖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상대단 계통

상태를 추정하여 고장점을 추정하는 MA(Multi-Agent) 환경에서

의 1선지락 거리계전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10]. 근래에는 연계

선로 사고와 그리드 사고에 대한 명확한 구간 구분을 위하여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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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류옵셋제거필터의 순서도

Fig. 1 Diagram of the DC offset removal filter

력단지의 새로운 연계선로 거리계전 알고리즘[11]과 초전도한류

가 적용시 거리계전기의 영향과 응답분석이 진행되었다[12]. 

해외연구로는 독립형 지능형 디지털거리계전기[13], 다중전원

과 다중루프시스템을 위한 과전류계전기와 거리계전기의 최적보

호협조와 고장저항을 보상하는 적용형 모타입 거리계전기법이 제

시되었다[14,15]. 최근에는 교류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서의 고장

점표정결정을 위한 IEEE 표준이 발표되었다[16].

  본 논문에서는 직류옵셋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차 구성의 

개선된 직류옵셋제거필터에 기초하여 1회선 송전선로 단락사고를 

위한 개선된 고장점표정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7,18]. 개선된 직

류옵셋제거필터는 시정수를 사전에 설정해 줄 필요가 없고 1주기 

데이터만으로도 직류옵셋성분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직류옵셋성분

을 제거할 수 있다. 또 개선된 고장점표정알고리즘은 직류옵셋성

분이 제거된 고장전류와 전압으로부터 DFT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를 계산한다. 제안된 고장점표정알고리즘은 C 언어로 구현되었다. 

제시한 개선된 고장점표정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TP(Alternative Transient Program) 프로그램으로 154kV 송전

계통을 모델링한 후, 선간단락사고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고장조

건에 의해 생성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개선된 고장점 표정 기법

거리계전기나 고장점표정장치는 대상을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사고를 판단하며 고장이 발생한 거리를 표정한다. 개선

된 고장점표정기법은 직류옵셋제거필터를 통과 시킨 후, DFT필

터로 계전신호에서 기본파 페이저를 추출한다. 추출된 기본파 페

이저를 이용하여 선로고장이 발생한 선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고장점을 추정한다. 

2.1 직류옵셋제거필터 

직류옵셋제거필터는 고조파성분을 점차적으로 소거하여 직류

옵셋성분만 남게 하여 고장신호에 포함된 직류옵셋성분을 결정하

게 된다. 이후 고장신호에서 직류옵셋성분을 제거하여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 직류옵셋제거필터 이론을 공식화하면 식 (1)과 같

다. 그림 1은 직류옵셋제거필터의 연산 순서도이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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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직류옵셋의 초기치, 는 직류옵셋의 감쇠율, 는 

샘플번호, r은 필터 차수, 는 주기당 샘플수이다. 

 

2.2 DFT에 의한 기본파 추출 

과도상태 전류신호를 주기당 N 샘플링하여 얻은 이산신호를 

라고 할 때, DFT에 의한 기본파 추출 은 식 (2)와 같

다[2,6,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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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상인자는 식 (3)과 같이 표현되고, 식 (2)에서 는 

고조파의 차수이며, 가 1인 경우, 기본주파수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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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락사고의 거리계전기법 

그림 2의 송전선로에서 A-B상 단락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점표정장치가 설치점에서 측정하는 선로임피던스  는 식 

(4)와 같다. 단락고장시 측정되는 임피던스는 대지와 연결된 영상

회로가 없으므로 영상임피던스가 없다.

 

그림 2 송전선로의 A-B 단락고장 

Fig. 2 A-B short fault in transmission line

 

     

    
      (4)  

여기서,  은 선로임피던스,  ,  는 A상 전압 기본파 페

이저의 실수부와 허수부,  ,  는 A상 전류 기본파 페이저의 

실수부와 허수부이다. 

식 (4)를 정리하면, 선로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식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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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은 선로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허수부이다. 

3. 사례 연구

3.1 시뮬레이션 모델

제시한 개선된 고장점표정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을 입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1회선 송전선로 계통을 ATP를 이용하여 모

델링하였고, 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델계통의 전원전압은 154kV이고, 송전선로는 160km 길이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선로정수와 전원데이터는 표 1과 같고 시

뮬레이션 조건은 표 2와 같다. 고장종류는 1회선 단락사고를 대

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은 A-B상이다. 직류옵셋의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해 전압사고각을 0°, 45°, 90°로 가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부하용량은 80 MVA로 하였고 주기당 샘플링수는 

16S/C로 선정하였다. 

그림 3 모델 계통

Fig. 3 Model of power system

선로 

정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R[Ω/km] 0.3434 0.1342 0.1342

L[Ω/km] 1.3158 0.4765 0.4758

C[μF/km] 0.0052 0.0090 0.0090

전원 

데이터

전원용량 100 MVA

역률 0.85

차과도 리액턴스 7.71 %

표 1 선로 정수와 전원 데이터 

Table 1 Line constant and source data 

고장

종류

A-B

상 

단락

사고

고장 

발생 

거리

10%(16km)

전압

사고각

(고장발

생시각

[ms])

0°

(62.51)
20%(32km)

30%(48km)

40%(64km)
45°

(64.59)
50%(80km)

60%(96km)

70%(112km)
90°

(66.67)
80%(128km)

90%(144km)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본 연구에서의 오차율은 계산된 고장거리와 실제 고장거리의 

차를 전체 선로길이인 160km를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식 (6)과 

같다.

전체선로길이
실제고장거리계산된고장거리 ×      (6)

지면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고장거리가 20%인 32km 지점에

서 전압사고각이 0°와 90°인 62.51[ms], 66.67[ms]에서 A-B상 

단락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만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

술하였다. 

그림 4는 계전기로부터 32km 떨어진 지점에서 A-B상 단락고

장이 전압사고각이 0°에서 발생했을 때 전압 및 전류 신호이다. 

그림 4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직후 A상과 B상의 전압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류신호는 직류옵셋의 영향으로 고장상인 A

상과 B상의 전류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3상 전압

(b) 3상 전류

그림 4 3상 고장신호(전압사고각:0°, 고장거리:32km) 

Fig. 4 Three phase fault waveforms(fault inception angle:0°, 

fault distance:32km)

그림 5는 계전기로부터 32km 떨어진 지점에서 A-B상 단락고

장이 전압사고각이 90°에서 발생했을 때 전압 및 전류 신호이다. 

그림 5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직후 A상과 B상의 전압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류신호는 직류옵셋이 적게 함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로부터 직류옵셋성분이 90°일수록 직류

옵셋성분이 적게 함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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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상 전압

(b) 3상 전류

그림 5 3상 고장신호(전압사고각:90°, 고장거리:32km) 

Fig. 5 Three phase fault waveforms(fault inception angle: 

90°, fault distance:32km)

(a) 전압사고각 0° 

(b) 전압사고각 90° 

그림 6 직류옵셋제거필터 성능 

- A상전류파형(고장거리:32km)

Fig. 6 Performance of the DC offset filter-A phase current 

component(fault distance:32km)

(a) 전압사고각 0° 

(b) 전압사고각 90° 

그림 7 직류옵셋제거필터 성능 

- B상전류파형(고장거리:32km)

Fig. 7 Performance of the DC offset filter - B phase current 

component(fault distance:32km)

(a) 전압사고각 0°

(c) 전압사고각 90° 

그림 8 DFT필터의 성능(고장거리:32km)

Fig. 8 Performance of DFT filter(fault distance: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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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압사고각 0° 

(c) 전압사고각 90° 

그림 9 임피던스궤적(고장거리:32km)  

Fig. 9 Impedance loci(fault distance:32km)

3.2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3.2.1 직류옵셋제거필터의 성능 

그림 6과 그림 7은 전압사고각 가변에 따른 직류옵셋제거필터 

통과 전후의 A상, B상 고장전류 신호이다. 그림 6과 7로부터 제

시한 직류옵셋거필터는 위상보정과 크기보정의 후처리 없이 직류

옵셋성분의 제거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압사고각이 90°

인 경우보다 직류옵셋이 포함된 전압사고각이 0°인 경우, 고장발

생후 2주기인 33[ms]이내에 직류옵셋성분이 더욱 잘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DFT에 의한 기본파 페이저 추출 성능 

그림 8은 전압사고각 가변에 따른 DFT 필터의 A상 기본파 

페이저의 실수부, 허수부와 크기이다. 그림 8로부터 기본파의 코

사인 필터와 사인필터에 의하여 60Hz 기본파의 페이저가 잘 추

출되는 알 수 있다. 전압사고각이 0°인 경우, 고장발생직후 최대

로 약 2,646[A]인 기본파 페이저의 크기는 33[ms]이후인 95.84 

[ms]에서는 약 2,346[A]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압사고

각이 90°인 경우, 고장발생직후 최대로 약 2,539[A]인 기본파 페

이저의 크기는 33[ms] 이후인 100.00[ms]에서는 약 2,362[A]정

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개선된 고장점 표정 알고리즘의 성능 

그림 9는 A-B상 단락고장이 32km에서 발생했을 경우, 전압

사고각 가변에 따른 종래의 거리계전기법에 의한 임피던스궤적과 

제시한 직류옵셋제거필터를 거친 개선된 고장점 표정기법에 의한 

임피던스궤적의 비교를 나타낸다. 그림 9로부터 제시한 고장점표

정기법에 의한 임피던스 궤적의 수렴특성이 종래의 거리계전기법

보다 더 신속하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전압사고각 0°

(b) 전압사고각 90°

그림 10 연산된 고장점 표정 거리의 비교(고장거리:32km)

Fig. 10 Comparison of computing fault location distance 

(fault distance:32km)

그림 10은 고장발생거리가 32km인 경우, 전압사고각에 따른 

연산된 고장점표정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10으로부터, 제시한 개

선된 고장정표정기법에 의한 고장점표정거리는 고장사고각이 0°

일 경우 2주기 뒤 최대 33.14km로 종래의 거리계전기법에 의한 

고장점표정거리 33.79km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된 고장점표정기법과 종래의 거리계전기법에 의한 임피던

스 오차율을 표 3에 나타내었다. 계산된 오차율은 식 (6)을 이용

하여 2주기가 지난 뒤에 값들의 평균치를 각 거리별로 나타내었

다. 표 3으로부터, 제시한 개선된 거리계전기법은 고장발생거리가 

10%(16km)일 때에는 0.44∼0.03%정도 오차율이 감소하였고, 

20%(32km)일 때에는 0.48∼0.01% 오차율이 감소하였고, 

30%(48km)일 때에는 0.22∼-0.14% 오차율이 감소하였고, 

40%(64km)일 때에는 0.45%∼-0.11% 오차율이 감소하였고, 

50%(80km)일 때에는 0.61%∼-0.24% 오차율이 감소하였고, 

60%(96km)일 때에는 0.17%∼-0.34% 오차율이 감소하였고, 

70%(112km)일 때에는 0.86%∼-0.20% 오차율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고장발생거리가 짧을 때에는 오차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고장발생거리가 설치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오차율 

감소폭이 작아지거나 오차율이 조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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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conventional proposed conventional proposed conventional proposed

고방발생거리 10% (16km) 20% (32km) 30% (48km)

구분 R L R L R L R L R L R L

오차율

0° 0.86 0.25 0.42 0.13 2.08 0.63 1.60 0.38 1.73 0.45 1.51 0.59

45° 0.24 0.07 0.13 0.04 3.70 0.85 3.53 0.83 2.78 0.74 2.74 0.8

90° 0.57 0.15 0.28 0.08 3.05 0.94 3.62 0.95 3.07 0.76 2.86 0.75

표    3 고장발생거리 및 전압사고각에 따른 임피던스(2주기뒤 평균 오차율) 

Table 3 Impedance of fault distance change and fault inception angle change

conventional proposed conventional proposed conventional proposed conventional proposed

40% (64km) 50% (80km) 60% (96km) 70% (112km)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1.87 0.54 1.98 0.65 2.33 0.59 2.32 0.87 2.42 0.71 2.90 1.03 5.16 2.03 4.63 1.40

1.15 0.33 1.15 0.42 1.94 0.64 1.71 0.83 2.88 0.81 3.22 0.99 17.15 4.11 16.47 3.25

1.92 0.41 1.47 0.49 2.78 0.67 2.17 0.91 3.70 0.84 3.53 1.02 24.24 3.01 23.99 3.21

4. 결  론 

종래의 거리계전기법은 직류옵셋의 영향으로 페이저연산시 오

차가 발생하여 오동작 또는 부동작이 발생하거나 고장점 표정거

리의 정확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류옵셋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조

파성분을 점차적으로 소거하여 직류옵셋성분만 남게하여 고장신

호에 포함된 직류옵셋성분을 결정하는 개선된 직류옵셋제거필터

에 기초한 고장점표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시한 개선된 고장점

표정기법의 고장거리 표정성능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TP를 

이용하여 154kV 송전계통을 모델링한 후 2선단락사고를 대상으

로 다양한 고장조건에 의해 생성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제시한 개선된 고장점표정기법

의 고장점표정 오차율은 최소 0.04%에서 최대 4.626%를 나타냄

으로서 종래의 거리계전기법보다 표정거리의 오차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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