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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distribution utility to generation of analysis 
fault several cases on the ground of substation in a energy meter 
three phase current, voltage data measurement to fault type and 
characteristics. Mother wavelet transformation of suitable to method
algorism from the distribution utility to generation of fault in image 
impedance etc several parameter for utility characteristics effective to 
probatory. 

1. 서    론

  력 계통에서 배  선로는 변 소와 수용가를 연결하여 력을 공
하는 역할을 하며 기 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 뇌우, 동물의 
, 보호기기의 오동작  그 외 다양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고장이 빈
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배 계통의 고장 분석  악은 사고 발생지
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신속하게 고장을 복구하는 것이 고장 

시스템에 의하여 유발되는 정  비용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력 공
  서비스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배 계통의 고장  분석  고장  

표정이 매우 요한 요소로 두 되고 있다. 배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
할 경우,  배 계통의 고장  검출장치가 없다면 계통 리자는 고장 
을 찾아내기 하여 범 한 송배  선로 구간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비용과 인력, 정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 하기 하여, 송배  선로 상에서 발생되어지는 고장에 하
여 변 소로 부터 고장 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고장  검출 알고리
즘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배 계통에서 발생된 
고장의 여러가지 경우에 하여 배 선로와 연계된 변 소내의 력량
계 3상 류, 3상 압 데이터를 계측하여 고장 유형  특징을 분석한다.
고장이 발생된 배 계통의 상 임피던스 등 여러 라미터에 한 계
통의 특징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장 표정 알고리즘에 합한 
원형 웨이 릿 변환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배전선로의 선로고장 표정기법 
  배  시스템에 한 다양한 고장 특성  고장 표정의 분석을 하여 
지 까지 다양한 고장 표정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선로 고장 표정 기법
들은 크게 단일단 (Single Ended Method)와 양단 표정기법(Double 
Ended Method)로 나뉜다. 
단일단 임피던스 측정 고장표정 기법: 고장 배  선로의 한 쪽 측
(변 소)에서 고장 발생 배  계통 라인 측을 바라본 피상임피던스
(apparent impedance)를 계산 한다. 양단 계측이 필요치 않으며, 따라
서, 역(Wideband Communication)  양단의 계측 데이터를 동시
에 취합 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치 않고, 운   설치에 있어 다
른 기법보다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장에서 매우 실질 인 
고장 표정 기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용방식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
지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고장 표정 거리 계산 시 
수반되는 오차 때문에 디지털 방식에 비하여 인기가 없는 편이다. 
반면에, 다양한 디지털 고장 표정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방
식은 아날로그 방식에 비하여 성능측면에서 우수한 을 가지고 있
다. 고장 표정 알고리즘을 용하기 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비교  
렴하며 한 새로운 하드웨어의 추가 없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
으로 용이 용이한 장 을 가진다. 

양단 임피던스 고장 추정 알고리즘(Two ended impedance based 
fault locator) : 고장 배  선로의 양쪽 측 즉 변 소 측과 부하 종
단에 한 류  압 계측치가 주어지면 이 계측 값을 기반으로 
고장거리를 표정 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단종 임피던스 기법을 
사용하면 배 선로 상 임피던스에 한 정보 없이 지락사고에 
한 고장을 표정하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송 를(Travelling 

Wave)를 이용한 양단(Double Ended) 표정기법과 같이 고장 배  
선로의 양쪽, 즉 변 소 측과 부하 종단에 한 류  압 계측치
를 송할 수 있는 역(Wideband Communication)이 필요하며 한 
양단의 계측 데이터를 동시에 취합 할 수 있는 통신망이 요구 된다. 
따라서, 역(Wideband Communication)  양단의 계측 데이터를 
동시에 취합 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로 인하여 운   설치에 있
어 단일단 기법에 하여 단 을 가지고 있다.

 배 계통에 있어서, 기본 인 고장 표정을 하여 상 계통( 는 지
역)에 한 계통 모델링이 필요하다. 한 고장 발생 시 수반되는 과도
상태 고장 조건과 정상 상태 고장 상태에 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배
계통에 한 표 인 고장 상태에 한 고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
반으로 변 소 인출단에서 계측이 가능한 고장 계통 류, 압에 하
여 원형 웨이 릿 변환을 취한 후 이들 값으로부터 계통의 고장 임피던
스를 추출 하는 기법에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2 배전계통 고장 모델
2.2.1 고장사고 과도현상
  배 계통 지락 사고시 고장 거리 표정을 하여 배  계통 사고시 발
생하는 과도 상태 상황에서의 류, 압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과도
상태에서 고장  류와 고장 후 류는 다른 여러 라미터에 비하여 
상 으로 큰 변화량의 변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격한 류량의 변
동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라미터와 연 된다. 고장발생시 수반되는 충
 변동이 가지는 주 수 성분은 공 원의 주 수에 비하여 상 으

로 주  성분을 가지며 동시에 계통의 과도 상태 상 압의 진폭 변동
에 큰 향을 끼친다. 변 소 계통에 고장 발생시 발생 되는 충  변동

(Charge Deviation)의 주 수는 다음식과 같이 결정된다. ∼ 

      





                   (1)

여기서,     ,    ,   는 변 소 변압기 상 인

덕턴스, C는 상간 캐퍼시턴스,   는 상- 지 캐퍼시턴스 이다.

그림 1. 충전 변동(Charge Deviation)발생 과도상태

과도상태 발생시 고장 류의 크기는

      

                                        (2)

여기서   는 기본 주 수 ,   는 과도상태 주 수 , 는 고장 발생

시 정상상태의 고장 류. 이식으로부터 고장 과도 상태시 나타나는 류 
 임피던스에 한 분석을 통하여 고장 정상상태에 나타나는 고장 

류  임피던스 특성을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원형 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한 임피던스계산 알고리즘
  웨이 릿 변환은 시간  주 수에 하여 국부성을 가지며, 비정상상
태의 신호를 해석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과도상태의 형을 가지는 고
장 계통 류, 압 을 분석하는데 있어 웨이 릿 변환은 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 임피던스계산을 하여 고장 계통 
류, 압에 한  웨이 릿 변환을 취한 후 이들 값으로부터 계통의 고
장 임피던스를 추출 하는 기법을 용하 다. 웨이 릿 변환은 주어진 
시간함수를 실수의 2 차원 평면 L2(R)에서 직교기 함수(ortho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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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unction)들의 집합을 형성하고 있는 웨이 릿 평면으로 투사하여 
서로 다른 분해능을 갖는 신호들을 변환시킴으로서 주어진 력량계 
류  압 신호를 각각 다른 분해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변환이다. 웨
이 릿 변환에서의 기 함수들은 원형(mother) 웨이 릿을 천이
(translation)  확장/수축(dilation)을 시킴으로서 만들어진다. 이에 한 
웨이 릿 기 함수들의 선형결합은

  ｜｜





 ∈ ≠         (3)

이다. 여기서 a는 원형 웨이 릿을 확장/수축시키는 스 일 변수이고, b
는 천이를 나타내는 천이변수이다. 어떤 신호  f(t)에( 류  압) 
한 연속웨이 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은 

 

 
∞

∞




                       (4)

로 정의된다. 여기서 매개변수 a, b가 정수일 때 이산 웨이 릿 변환

(Discrete Wavelet Transform)이라고 한다. 특히       일 
때 정규직교기 를 구성할 수 있고, 기 함수는 

    
                               (5) 

가 된다. 웨이 릿 해석을 하여 본 노문에서는 고장 표정 알고리즘에 
합한 원형(mother) 웨이 릿을 선택하기 하여 Daubechies (db5), 
Biorthogonal (bior5.5)  Coiflets (coif5)를 용하 다. 웨이 릿 변환
을 이용하여 고장  임피던스를 설정하기 하여 먼  배 선로에 고장 
모델링을 통하여 고장 유형별 측정된 류 형, 압 형과 고장 임피던
스 사이의 계식을 설정 하여야 한다. 그림 2은     는 변 소에서 

측정되는 압과 류를 나타내며,   는 선로의 임피던스, m은 고장거

리, 그리고   는 지락 고장시 고장에 포함되는 고장 항을 나타낸다. 

그림 2. 배전계통 고장 선도

그림2 에서, 변 소 인출 단에서 측정되는 압방정식은 구하고자하는 
변 소 인출 단으로부터 고장 까지의 거리와 미지수인 고장 항에 
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                                          (6)

식에서 미지수는 고장거리 m와 고장 항   두개인데 방정식은 하나

이므로, 미지수인 고장 항을 소거하기 해  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하여 허수부를 정리하면 다음식과 같다.




  ⋅  ⋅                           (7)

   는 선로 고장 인덕턴스,   는 원 각주 수 이다.   식의 고장

시 변 소 인출단 압  , 류 에 고장 압의 'db5’' 과 고장 류

의 'db5’' 웨이 릿을 용하면 다음과 같이 고장 인덕턴스를 계산 할 
수 있다.

  




                                               (8)

는 고장 등가 임피던스,   는 고장 류의 'db5’' 웨이 릿계수, 

는 고장 압의 'db5’' 웨이 릿계수 이고    이다. 고장 유

형별 웨이 릿변환과 고장임피던스사이의 계는 표 1과 같이 구해진다.

<표 1> 고장 유형별 웨이브릿 변환과 고장임피던스사이의 관계

고장 유형 

A상 지락     

B상 지락     

C상 지락     

A-B상 단락   

B-C상 단락   

C-A상 단락   

3상단락    ,  

3.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형 웨이 릿변환을 이용한 고장 표정 알고리즘
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배  계통 22.9KV 방사상 배 계통을 가
지는 경기 이천 지역 변 소의 배 계통을 그림3에 나타내었으며 계통 
구성데이터는 표 2와 같다. 

그림 3.  22.9kV 방사상 모델 배전계통

<표 2> 구간별 선종 및 긍장 구성 데이터

구간 부하
특성

 장
(m)

선종 임피던스(%/Km)

시작구간 종료구간 압선 성선 Z0 Z1

CB 2 - 176 CF-325 CF-325 4.47+j1.56 1.43+j2.37

2 3 상업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3 25 군지역 1060 EC-160 AL-95 9.16+j22.84 3.56+j7.75

25 26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26 31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31 53 공장지역 1135 EC-160 AL-95 9.16+j22.84 3.56+j7.75

53 54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54 60 공장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60 63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63 66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66 67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67 68 주거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68 86 공장지역 2274 EC-58 AL-58 17.25+j25.05 9.77+j8.37

86 96 공장지역 1242 EW-58 AL-58 16.71+j25.05 9.23+j8.37

96 97 공장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97 112 공장지역 857 EC-160 AL-95 9.16+j22.84 3.56+j7.75

112 126 공장지역 2191 EC-58 AL-58 17.25+j25.05 9.77+j8.37

126 130 공장지역 500 EW-58 AL-58 16.71+j25.05 9.23+j8.37

그림4는 배 계통 노드31과 노드52 사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하
여 력량계 측정 형을(CT 비는 600:5, PT비는 13200:110) 보이고 있
다. 이원변 소로부터 2192(m)에 치한 지 에 단락  지락 사고 고
장 형을 나타낸다. 고장 류 (a)제1고장발생(구간: 700-865(msec))(b)
제 2고장 발생(구간: 1540-1640(msec))을 나타낸다. 
 

              (a)                         (b) 
그림 4. 고장 발생시 변전소 전력량계에서 계측되어진(a)고장 전류 및 
(b)고장 전압 파형

 원형 웨이 릿변환 임피던스 고장거리 추정 결과에 한 추정오차는 
  고장추정거리실제고장거리계통전체선로길이×에 
의해 구해지며, 고장 임피던스계산을 하여 원형 웨이 릿 변환을 취한 
후 이들 값으로부터 계통의 고장 임피던스를 추출 하는 기법을 용하
여 실제 고장거리와 고장거리 추정오차가 3% 범 를 갖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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