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6, No. 10, pp. 1466~1473, 2017

http://doi.org/10.5370/KIEE.2017.66.10.1466

1466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1.

국내 전력계통이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른 계통의 복잡성 증

가와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한 발전단지의 집중화 등은 전력계통

에 외란이 발생할 경우 설비보호 및 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국가 산업 및 국.

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생산의 근

간이 되는 발전기를 외란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고장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발전기 보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일례로 발전단지 인근 고장.

제거가 지연될 경우 계통의 안정도가 크게 동요하게 되고 발전기

의 출력 또한 크게 요동치게 된다 심각한 경우 일부 발전기의. ,

회전속도가 계통의 나머지 발전기들의 회전속도와 불일치하게 되

는 동기 탈조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직관적이고.

간단히 검출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면상에서 임피던R-X

스 궤적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리 계전 방식의 동기 탈조 보호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1~4].

주로 동기 탈조 계전기의 검출 기법에 관한 연구 는 활발[5~7]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발전단지 인근에서 발생한 고장의,

제거가 지연될 경우 현재 운용중인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의 적

정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발전기 보호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보호시스템 특히 발전기 동기,

탈조 계전기를 대상으로 대단위 발전소 인근 송전선로의 고장제

거가 지연되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동작 특성을 검토 및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발전소의 호기를 선정하였으며 실제. A 3

정정값을 적용하였다 고장제거 지연 시 발전기 출력 스윙에 따.

른 임피던스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Power System Simulator

국내 계통에 동기 탈조 계전기를 모델링for Engineering(PSS/E)

하였으며, 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Restructured

를 이용한 모델링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Version(EMTP-RV) .

문에서 발전기 인출 송전선로 고장제거 지연에 따른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특성 검토는 의 모의 결과를 우선으로 하PSS/E

며 결과는 의 수행 결과와의 유사성을 검증 하, EMTP-RV PSS/E

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정정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서술하였다.

발전기 동기 탈조2.

발전기 동기 탈조의 원인 및 영향2.1

정상상태에서 동기 발전기의 전기적 토크 출력은 회전자 축에

가해지는 기계적 토크 입력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터빈 발전기.

의 전기적 기계적 입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기 발전기의 회,

전자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하지만 계통에 고장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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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되면 발전기의 전력 전달량이 감소하게 되고 기계적 토크

에 대응되는 전기적 토크 역시 순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

기계적 토크가 감소되지 않으면 동기 발전기 회전자는 기계적 토

크 입력의 총량에 비례하여 회전 속도가 점차 가속화 된다 이와.

같이 전력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는 외란에 의하여 특정 발전기가

계통의 다른 발전기들과 다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 현상을 동기

탈조 혹은 동기 상실(Loss-of-Synchronism, Out-of-Step, OOS)

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동기 탈조를 야기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이 즉각 제거되지 않고 임계 고장

제거 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부하 조건에서 발. ,

전기의 부족여자 상태 운전 계통의 저전압 발전기와 계통 사이, ,

의 과도한 임피던스 선로 스위칭 동작 등에 의해서도 동기 탈조,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동기 탈조가 발생하면 발전기뿐만 아니.

라 계통 전반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기 발전기가 탈조.

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8~10].

고정자 권선에 대전류 및 비정상적인 기계적 힘 유발

회전자 축에 큰 과도 축 토크 야기

슬립 주파수가 축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에 근접 시 축 시- ,

스템의 소손을 야기할 정도의 큰 토크 야기

슬립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 토크 크기가 누적됨-

슬립 현상 발생Pole

고정자 철심 단부에 비정상적으로 큰 자속 야기-

고정자 철심 단부의 과열 및 단락고장 야기-

승압 변압기 권선의 기계적 스트레스 야기

변압기 권선에 매우 큰 과도 전류가 흐르게 됨-

계통 불안정 야기

발전기 동기 탈조 보호2.2

발전기 동기 탈조 계전기는 임피던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계전

기로서 동기 탈조 현상 계통 동요 및 발전기 감지 을( pole slip )

검출하고 그 현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분 피상 임피던스.

를 측정하고 그 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동기 탈조 계전기.

의 중요한 정정요소는 보호 반경과 시간 지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 반경은 동기 탈조 현상을 검출하는 알고리즘과 같.

으며 측정되는 피상 임피던스가 동기 탈조 감시 범위 이내에 위,

치해야만 한다 만일 임피던스가 블라인더 내부에만 머무를 경우.

에는 동작하지 않는 점이 일반적인 거리 계전기와의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시간 지연은 타이머에 해당되며 임피던스 궤적이. ,

특정 블라인더 내부에 정정된 시간 지연 조건을 충족시켜야 계전

기 동작 조건이 성립된다.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델링3.

3.1 계통 모델링

송전선로 고장제거 지연에 따른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검

토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를 연구 대상 계통으로 선, A

정하였다 국내 전체 계통의 데이터가 포함된 조류 계산. PSS/E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인접 송전계통을 그림 과 같은 형A 1

태의 단선도를 가지도록 등가화 모델링하였다 발전소의. A 1~8

호기에 포함된 여자기 조속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델링 하였,

으며 대표적으로 발전기 호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표 과 같이3 1

정리하였다.

그림 1 시뮬레이션 계통 발전소 송전 계통(A )

Fig. 1 Simulation system (A power plant)

표 1 발전소 호기 발전기 여자기 조속기 데이터A 3 , ,

Table 1 Parameters of A power plant unit #3 generator,

excitation system and governor

Generator
Excitation System

(EXST3)
Governor
(TGOV1)

612MVA
22kV

Xd : 1.7241
Xq : 1.6587
X'd : 0.2586
X'q : 0.4524
X''d : 0.2029
X''q : 0.2029
T'do : 3.826
T'qo : 0.5084
T''do : 0.0316
T''qo : 0.0592

TR : 0.00
VIMAX : 0.2
VIMIN : -0.2

KJ : 200
TC : 1.0
TB : 10.0
KA : 8.26
TA : 0.4

VRMAX : 1.0

VRMIN : 0.0
KG : 1.0
KP : 4.8
KI : 0.0

EFDMAX : 5.8
KC : 0.1
XL : 0.0

VGMAX : 5.6
Theta P : 0.0

R : 0.05
T1 : 0.49

VMAX : 0.858
VMIN : 0.40
T2 : 2.1
T3 : 7.0
Dt : 0

3.2 사변형 특성 동기 탈조 계전기Two-Step

국내에 적용된 타입의 동기 탈조 계전기의 경우 정Two-Step ,

정된 블라인더 순으로 임피던스 궤적이Outer Inner Outer

이동해야만 트립 조건이 성립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는 사. 2

변형 특성을 가지는 타입의 동기 탈조 계전기의 보호Two-Step

반경 및 특성을 보여준다 계통의 동기 탈조 조건이 만들어지[11].

면 발전기 단자 측 임피던스 궤적은 축을 기준으로 양의 영역에, R

서 음의 영역으로 스윙하게 되며 상기의 타입의 트립Two-Step

조건을 충족된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사변형을 블라인더. Outer ,

안쪽에 위치하는 사변형을 블라인더라고 명명하며 이러한Inner

사변형이 원점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형태로도 정정될 수 있다 그.

리고 동기 탈조 계전기의 임피던스 감시 범위에 따라 영+, - X

역으로 가 결정되며 영역의 는 동기 탈조 검Reach +, - R Reach

출을 판단하는 위상각의 민감도와 연관되어 있다 즉 계전기의. ,

좌 우 블라인더의 가 클수록 민감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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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변형 특성 동기 탈조 계전기 특성Two-Step

Fig. 2 Characteristics of Two-step quadrilateral OOS relay

3.3 발전기 동기 탈조 계전기 모델링

를 이용한 모델링3.3.1 PSS/E

에서 동기 탈조 계전기를 적용하기 위하여 프로PSS/E , PSS/E

그램에서 제공하는 직선형 블라인더 타입의 동기 탈조 계전기인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델링하고자 하는‘SLNOS1’ .

사변형 특성의 동기 탈조 계전기와 에서 제공하Two-Step PSS/E

는 모델의 동작 방식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SLNOS1’ ,

복수의 모델을 조합하여 동기 탈조 계전 알고리즘을‘SLNOS1’

구현하였다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 다이나믹 파. PSS/E

일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에 표시. 3

된 바와 같이 매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델, PSS/E 'SLNOS1'

의 정정 순서에 맞추어 동기 탈조 계전기를 정정하고 다이나믹

파일에 적용한다 상세 내용은 매뉴얼 에서 확. PSS/E ‘MODELS’

인할 수 있다[12].

3.3.2 를 이용한 모델링EMTP-RV

본 논문에서 모델링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원리는 임피던

스 위상각을 정정된 블라인더의 위상각과 비교하여 해당 블라인

더의 위상각보다 클 경우 영역 내부로 들어 온 것으로Pick-up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위상각 크기의 비교 방식은 정정되.

는 사변형의 위치에 따라 다르도록 모델링 하였다. Two- Step

타입의 사변형 특성을 가지는 동기 탈조 계전기를 의EMTP-RV

소자를 이용하여 그림 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전체적으Control 4 .

로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부분 동기, , ,

탈조 검출 판단 부분 그리고 시간 지연 판단 및 트립 지령 부분

으로 나누어 모델링 하였다.

그림 3 계전기 정정PSS/E ‘SLNOS1’

Fig. 3 PSS/E ‘SLNOS1’ relay setting

그림 4 를 이용한 동기 탈조 계전기 모델링EMTP-RV

Fig. 4 OOS relay modeling using EMTP-RV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분석4.

4.1 시뮬레이션 조건

송전선로 고장제거 지연에 따른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을 상

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표 와 같이 시뮬레이션 조건을 가정하였, 2

다 발전소 호기를 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상 단락. A 3 , 3

고장 위치는 호기 인출선로 지점에서 모의하였3 10%, 50%, 90%

다 그림 와 같은 시뮬레이션 순서를 바탕으로 총 가지 고장제. 5 4

거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고장제거가 지연됨에 따라 호기의 임피3

던스 궤적과 그에 따른 동기 탈조 계전기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때 적용한 발전소 호기의 동기 탈조 계전기의 실제 정정값A 3

은 표 과 같다3 .

동기 탈조 계전기의 응답 특성 분석은 를 모의 결과를PSS/E

우선으로 하고 결과는 의 수행 결과와의 유사, EMTP-RV PSS/E

성 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발전소 호기 인출선로. A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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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결과는 고장 지점이 멀어짐에 따라 임피던스 궤적이90%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차이가 만들어질 뿐 고장 제y , CCT-10ms

거 시 불필요한 트립이 발생하는 지점의 결과 경향과 유사, 10%

하여 지점의 결과를 대표적으로 서술하였다10% .

그림 5 를 이용한 동기 탈조 계전기 모델링EMTP-RV

Fig. 5 OOS relay modeling using EMTP-RV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Target Power Plant A Unit #3

Fault Condition Transmission Line 10, 50, 90%, 3-phase fault

Considerations
Generator impedance locus
Generator active/reactive power output
OOS relay (78Ry) operation

Simulation
Cases

Case 1 : Fault duration 100ms
Case 2 : Fault clearing at CCT-30ms
Case 3 : Fault clearing at CCT-10ms
Case 4 : Fault clearing at CCT

Critical Clearing
Time (fault
duration)

10%, 3-phase fault : 200ms
50%, 3-phase fault : 210ms
90%, 3-phase fault : 200ms

표 3 발전소 호기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값A 3

Table 3 A power plant unit #3 OOS relay setting

Element Setting Value Element Setting Value

SHAPE Quad OUTER LFT BLD 0.4236 p.u.

MODE Two Step INNER RGT BLD 0.2971 p.u.

FWD REACH 0.5229 p.u. INNER LFT BLD 0.2971 p.u.

QUAD FWD OUT 0.6493 p.u. DELAY 1 Pick-up 0.070 s

FWD RCA 89° DELAY 1 RESET 0.070 s

REV REACH 0.0695 p.u. DELAY 3 Pick-up 0.008 s

QUAD REV OUT 0.1960 p.u. DELAY 4 Pick-up 0.005 s

OUTER RGT BLD 0.4236 p.u. SEAL IN DELAY 0.070 s

지점 상 단락 고장제거 지연4.2 10% 3

를 이용한 결과4.2.1 PSS/E

그림 는 를 이용하여 분석한 발전소 호기 인출6(a) PSS/E A 3

선로 지점 상 단락 고장제거 지연 시의 동기 탈조 계전기10% 3

의 정정 곡선과 발전기의 피상 임피던스 궤적을 나타낸다 이를.

확대한 것이 그림 이며 그림 는 발전기 유효전력6(b) , 6(c), (d) ,

무효전력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임피던스 궤적을 살펴보면. , Case

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장제거가 부근에서 정상1(100ms) 100ms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임피던스 궤적은 사분면 동기 탈조 계1

전기 동작 영역 밖에서 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Stable Swing

있다 오위 는 고장제거 직후의 임피던스가. Case 2(CCT-30ms )

블라인더 내부인 트립 영역까지 진입하지 않고 우측Inner

블라인더로 빠져나간다 이 경우는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Outer .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트립 없이 을 하면서Stable Swing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가게 된다.

고장제거가 점점 지연될 경우 고장제거 직후의 임피던스가 동,

기 탈조 계전기의 부근에서 스윙하게 된다Trip Zone . Case

에서 고장이 제거된 직후의 임피던스 궤적은3(CCT-10ms) Stable

을 하게 되면서 블라인더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우측Swing Inner

블라인더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 경우 이전에 고장에Outer . , CCT

제거되어 을 하면서 안정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Stable Swing

고 임피던스 궤적이 순간적으로 트립 영역을 지나 Stable Swing

을 하게 되므로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조건에 부합하여 불필요한

트립이 발생하게 된다.

와 같이 에서 고장이 제거되는 경우는 동기Case 4(CCT) CCT

탈조 현상이 발생하여 고장제거 후 임피던스 궤적이 방향으R

로 하게 되면서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조건을Untable Swing

충족하여 계전기 자체 시간 지연 후 발전기가 트립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의 경우 발전기 유효전력은 진동하면. Stable Swing

서 출력하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의 경우 발전기, Unstable Swing

유효전력이 출력되다가 흡수되는 형태로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전기 단자 측 임피던스 궤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

를 이용한 결과4.2.2 EMTP-RV

실계통을 등가화하여 모델링한 발전소PSS/E EMTP-RV A 3

호기 계통에 동기 탈조 계전기를 적용하고 발전단 인근 선로 10%

지점에 상 단락 고장을 모의하였다 임계 고장제거 시간을 바탕3 .

으로 고장제거 시간을 지연 시키면서 그림 과 같이 발전기 단자7

측 임피던스 궤적과 발전기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확인해

보았다.

고장제거가 지연되어 임계 고장제거 시간에 가까울수록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범위에 접근하게 된다 와 같은. Case 1, 2 Stable

에 대해서는 동기 탈조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음을 알 수 있Swing

었으며 은 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가 트립되, Case 3 Stable Swing

는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 동기 탈조. Case 4

조건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전기가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서술한 바와 같이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유무의 결과는

와 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상세한 임피던스 궤적PSS/E EMTP-RV

모양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두 계통의 모델링 차이에서 기인.

한 다이나믹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 계통은 실제 전력 관련 기관. PSS/E

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적용하였으므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

난 동적 특성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의. PSS/E

결과를 우선으로 하고 의 결과는 동기 탈조 계전기의EMTP-RV

임피던스 변화 경향을 참고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또한 의. PSS/E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계전기 정정과 다이어그램 도시화를,

위해 차측 임피던스 기반으로 입력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1 p.u. .

반면에 의 경우 차 측 단위의 정정값과 임피, EMTP-RV CT 2 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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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스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발전소 호기 인출선로의 고장 위치 고장제거 시A 3 ,

간을 가변하면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을 검토해 보았으며 대

표적으로 지점의 결과를 서술하였다 고장 위치에 따라10% . CCT

직전에 고장이 제거 되는 의 궤적이(Case 3) Stable Swing Two-

사변형 특성의 동기탈조 계전기 영역을 지나게Step Trip Zone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 및 발전기 피상 임피던스 궤적(a) 확대된 궤적(b)

유효전력 출력 파형(c) 무효전력 출력 파형(d)

그림 6 를 이용한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검토 지점 상 단락 고장제거 지연PSS/E (10% 3 )

Fig. 6 Analysis of OOS relay using PSS/E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 및 발전기 피상 임피던스 궤적(a) 유효 무효전력 출력 파형(b) ,

그림 7 EMTP-RV를 이용한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검토

Fig. 7 Analysis of OOS relay using EMTP-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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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오동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변형 동기 탈조 계전기가 가지는 동작 특성에 기인Two-Step

한 영향과 호기 동기 탈조 계전기의 좌 우 블라인더의3 , Reach

정정값이 크게 설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추후 동기 탈

조 계전기 좌 우 블라인더 크기 정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 Reach

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계전기 제작사에 의하여 구현된 동작 알.

고리즘을 수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의 재검

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 분석 및 대책5.

5.1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 재검토

상기 시뮬레이션으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을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발전소 호기 동기 탈조 계전기의 정정이 민감하게, A 3

되어있으므로 과 같이 에 대해서도 계전기가Case 3 Stable Swing

오동작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전.

기의 정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블라인더 간격을 정정하는 방법은 식 에 따라 정의된(1)

다[8].

표 4 발전소 호기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값A 3

Table 4 A power plant unit #3 OOS relay setting

Element
OOS relay setting value

Before After
OUTER RGT BLD 0.4236 p.u. 0.2107
OUTER LFT BLD 0.4236 p.u. 0.2107
INNER RGT BLD 0.2971 p.u. 0.0842
INNER LFT BLD 0.2971 p.u. 0.0842


′  ,    , max   ,  

 


′  max

×tan 

 (1)

여기서,  리액턴스 축으로 부터의 블라인더 간격:


′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

 승압 변압기 리액턴스:

max 최대 부하 조건에서의 계통 임피던스:

 계통 각: Swing

상기 식 을 바탕으로 호기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값을 표(1) 3

와 같이 수정하였다 블라인더의 좌 우 크기를 수4 . Inner , Reach

동기 탈조 계전기 정정 및 발전기 피상 임피던스 궤적(a) 확대된 궤적(b)

유효전력 출력 파형(c) 무효전력 출력 파형(d)

그림 8 를 이용한 동기 탈조 계전기 동작 검토 지점 상 단락 고장제거 지연PSS/E (10% 3 )

Fig. 8 Analysis of OOS relay using P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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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블라인더의 간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Inner, Outer

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5.2

상기의 재검토된 동기 탈조 계전기를 바탕으로 호기 인출선3

로 지점 상 단락 고장제거 지연에 대한 계전기 동작을 시10% 3

뮬레이션 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과 같다 그림 와8 . 8(a), (b)

같이 사변형 동기 탈조 계전기의 좌 우Two-Step Trip Zone ,

블라인더의 간격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서 나타나는 오동작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Case 3

다 를 이용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의 좌 우. EMTP-RV Trip Zone ,

블라인더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임피던스 궤적이 트립 영역으로

의 침투하지 않아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의 민감하게 정정된 동기 탈조 계전기의 좌 우 블라, ,

인더의 크기가 발전기 및 계통 임피던스를 바탕으로 올바Reach

르게 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발전소 호기뿐만 아니. A 3

라 다른 발전소 발전기에 적용된 동기 탈조 계전기에서도 상기,

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동기 탈조 계전기의 불필요한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6.

본 논문에서는 와 를 이용하여 동기 탈조 계PSS/E EMTP-RV

전기를 모델링하고 발전소 호기의 정정값을 바탕으로 인출, A 3

송전선로의 지점 상 단락 고장제거 지연에 따10%, 50%, 90% 3

른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발전기 측.

과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한 송전선로 고장에 대하여 고장제거 시

간이 부근까지 지연될 경우 해당 경우가 이CCT , Stable Swing

라 할지라도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조건이 충족되어 발전기가

트립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변형 특성을 가진 동기.

탈조 계전기의 트립 조건이 불필요하게 성립이 됨으로써 야기된

결과였으며 또한 정정된 좌 우 블라인더의 값이 크게 정, , Reach

정되어 야기된 점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좌. ,

우 블라인더의 크기로 수정하여 재검토한 결과 불필요한Reach ,

트립이 발생하지 않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통 보호 엔지니어는 각 발전소의 호기별로 적용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발전기에 적용된,

동기 탈조 계전기의 동작을 다양한 외란 조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 운용중인 동기 탈조 계.

전기의 정정값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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