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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discrete wavelet analysis 
based algorithm to address the fault impedance calculation 
under transient state in radial power distribution networks. 
The fault impedances  have been derived under different fault 
conditions. Furthermore, a recursive fault distance estimation 
method is proposed utilizing the measured fault impedance and  
power line parameters. The proposed scheme can resolve the 
errors caused by the non-homogeneous power lines, the 
presence of lateral loads since, the fault impedance will 
always be updated with the recursive form.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scheme, a filed test has been 
peformed with varying fault resistances in the 22.9(kV) radial 
system. Power meters and fault locators were installed at the 
substation. It was figured out that the performance of the 
discrete wavelet and the recursive scheme are very good even 
for high  fault resistance condition.

1. 서    론

  배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지 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신속하게 고장을 복구하는 것이 고장 시스템

에 의하여 유발되는 정  비용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력 공

 서비스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배 계통의 고장  분석  고

장  표정이 매우 요한 요소로 두 되고 있다. 배 계통의 고

장  검출장치가 없다면 계통 리자는 고장 을 찾아내기 

하여 범 한 배  선로 구간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러한 작업은 많은 비용과 인력, 정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 하기 하여, 배  선로 상에서 발생되어지는 고장에 

하여 변 소로부터 고장 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고장  검

출 알고리즘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1,2,3]

  력계통의 고장  검출 방법은 크게 진행 를 이용하는 방법

과 고장 임피던스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

며, 이 두가지 기법은 3상 류 압을 측정하는 력량계의 배

치 방법에 따라 크게 단종  방식(Single Ended Method)과 이

종  방식(Double Ended Method)으로 구분된다. 단종  방식은 

한 개의 력량계를 변 소 인출단에 설치하여 고장 발생 배

선 한단 정보를 계측하여 고장 을 표정하는 방식이며, 이 종  

방식은 두 개의 력량계를 이용하여 고장 발생 배 선 양단 정

보를 계측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양단 정보를 사용하

는 이 종  방식의 경우 단종  방식에 비하여 고장  검출시 

수반되는 오차가 지만 부가 으로 GPS  통신장비 등 다양

한 부가 장비들이 필요하게 됨으로 가격 상승과 장치 운  보수 

유지의 어려움이 따른 문제 이 있다.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

어 차후에는 단종  방식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

되나, 재 산업 장에서는 용성  실용성에서 장 을 가지는 

단종  방식(Single Ended Method)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으

며[4,5,6]. 단종  방식의 고장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신경회로망 기법, 평형회로의 칭좌표법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의 기법을 용하여 보다 정확한 고장 을 검출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배 계통에서는 배  선로의 비 동질성, 부

하 류의 변동성, 부하 탭의 존재 등의 이유로 제안된 기법의 

용이 어려움이 있다. 한, 배 계통은 많은 분기선을 포함하

는 방사상계통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기법들의 

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배 계통은 부하에 한 정보의 부

족으로 부하단 임피던스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시시각각으로 

부하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고장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부

하단 임피던스로부터 얻은 해석결과가 정한 오차범 에 있는

지 여부를 실증 시험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 소 인출단에서 계측이 가능한 고장 계통 

류, 압에 하여 다비치 웨이 릿 변환을 취한 후 이들 값으

로부터 계통의 고장 임피던스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시하 다. 

한, 이 게 계산되어진 고장 임피던스로부터 배 선로 고장  추

정을 하여 불평형 배 계통의 지락 고장시 역상분 등가 단선

도의 해석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단선도 해석 기법을 통하여 

얻어진 고장  추정 임피던스와 고장거리사이에 한 리커시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실제로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 하여 수

용가에 연계된 변 소에 설치된 력량계의 실측 3상 류, 3상

압 데이터를 계측하고 고장이 발생된 배 계통의 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등 여러 라미터에 하여 다비치 웨이 릿 기

법을 이용한 리커시  실시간 고장  표정 시스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2. 본    론

  2.1 배전계통의 고장표정시스템  

  배 계통에 있어서, 기본 인 고장 표정을 하여 먼  상 

계통( 는 지역)에 한 계통 모델링이 필요하다. 한 고장 발

생 시 수반되는 과도상태 고장 조건과 정상상태 고장 상태에 

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 계통에 한 표 인 고장 

상태에 한 고장 모델을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 소 인출

단에서 계측이 가능한 고장 계통 류, 압에 하여 다비치 웨

이 릿 변환을 취한 후 이들 값으로부터 계통의 고장 임피던스

를 추출 하는 기법에 하여 기술 하 다. 

  2.1.1 고장사고 과도현상

  배 계통 지락 사고시 고장 거리 표정을 하여 배  계통 사
고시 발생하는 과도상태 상황에서의 류, 압 특성을 분석하여
야 한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라미터에 비하여 상 으로 변
화량이 상 으로 하게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격한 류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라미터와 연
된다. 첫째, 고장 사고 발생 시 고장 난 상(phase)의 압이 다
른 상(phase)의 압에 비하여 격히 감쇄된다. 이와 같은 압
이 감소되는 상을 압의 방 (Discharge)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두 개의 정상 상(Phase)의 압의 크기는 고장 발생 상
(Phase)에 하여 상 으로 증가 한다. 이로 인하여 두 개의 
정상 상(Phase)에 충  변동(Charge Deviation)이 발생하며 계통
내의 삼상시스템은 이들 압의 균형을 이루기 하여 내부 보
상(Compensation)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충  변동의 과도 상
태를 고장 표정을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먼  고장발생시 수
반되는 충  변동이 가지는 주 수 성분은 공 원의 주 수에 
비하여 상 으로 주  성분을 가지며 동시에 계통의 과도 
상태 상 압의 진폭 변동에 큰 향을 끼친다. 변 소 계통에 고
장 발생시 발생 되는 충  변동(Charge Deviation)의 주 수는 
다음식과 같이 결정된다.

W c=
1
L eqC eq

=
1

3L T(C+C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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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eq=1.5LT ,  C eq=2(C+C E), LT 는 변 소 

변압기 상 인덕턴스, C는 상간 캐퍼시턴스, CE 는 상- 지 캐

퍼시턴스 이다.
     

그림 1. 충전 변동(Charge Deviation) 발생 과도상태에

있어서 (a) 계통 모델 (b)대응되는 등가회로

   

  그림 1은 배 계통 고장 발생 시 과도상태에 있어서 충  변
동(Charge Deviation) 계통 모델(a)과 이에 응되는 등가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 회로에서 계통고장이 순시 압이 최 인 순간
에 발생되어지고 과도상태 발생시 고장 류의 크기는

i ĉ=
Ceqwc
3CEwf

J ĉ          (2)

  여기서 wf 는 기본 주 수 , wc 는 과도상태 주 수 , Jĉ는 
고장 발생시 정상상태의 고장 류. 이식으로부터 고장과도 상태
시 나타나는 류  임피던스에 한 분석을 통하여 고장 정상
상태에 나타나는 고장 류  임피던스 특성을 측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음 에는 웨이 릿 변
환을 이용하여 고장시 과도 상태에서 나타나는 류  압을 
통하여 고장 임피던스를 추정하는 고장  추정 기법을 설정 하
다.

2.1.2 고장 거리 추정
  배 선로 고장  추정을 하여 변 소 인출단에서 삼상 압
과 류를 취득할 수 있으며 배  계통의 구성 정보와 부하 데
이터를 사용 할 수 있다. 여기서 부하 임피던스는 계통운 에 따
라 바뀔 수 있으므로, 웨이 릿 기법을 이용한 고장임피던스 추
출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되어진 결과를 활용한다. 고장  추정 
알고리즘은 변 소 인출단에서 취득한 압, 류와 계통의 구성 
정보를 사용한 그림 2와 같은 불평형 배 계통의 지락 고장 시 
역상분 등가 단선도의 해석에서 나온다. 그림에서 병렬 임피던스 

성분은 (  - ) 배 계통의 부하와 배 선로의 선종에 의해 

계산 되어진다.
              

그림 2 불평형 배전계통의 지락 고장 시 역상분 등가 단선도 

   k 번째 노드의 배 선로 임피던스는   이고 배 계통의 선

종과 노드의 길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k 번째 노드의 부하임

피던스는    이고 이 값은 주어진 식 (3)에 따라 배 선로 고

장이 발생  정상상태로부터 다음 식 으로부터 계산 된다.

Z pk=[G pk|Vpk|
p
-2

+jB pk|Vpk|
q
-2

]
-1
      (3)

여기서, Vpk : k  번째 노드 부하단 압

        Gpk  , Bpk: 고장  k 번째 노드에 컨덕턴스와 서셉   

                     턴스 비례하는 상수 

Inr, I ni  : 고장  부하단 유효, 무효 류

 p, q :  부하 상수(부하의 무효 력  유호 력 성분  
                  을 나타내는 상수)

 한 i 번째 노드에서 고장 을 바라본 고장 등가 임피던스 

  는 i-1번째의   와  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리커시  형태(recursive form)로 구할 수 있다. 

Z fi=
Z pi(Z fi-1-Z si-1)

Z pi-Z f-1+Z si-1
=R fi+X fi

     (4)

  여기서, 의 리커시 식(4)을 이용하여 다음 I 번째 임피던스
와 I-1 번째 임피던스 값의 차가 (zero)에 근 하면(식에서 설
정값을 에 가깝게 설정하여야 한다) I번째 노드에서 고장이 발
생 한 것으로 단하고 리커시  계산을 종결한다. 종결을 단
하는 조건은 아래식과 같은 부등식으로 결정하고 설정값은
(Threshold) (zero)에 가까울수록 좋으나 수렴시간을 고려하여 
한 값으로 선정한다. 

 |Z fi-1|-|Z fi|≤Threshold           (5)

이때 고장이 발생 한 I번째 노드는 k번째 노드가 되고 이때 고장 
임피던스는 다음식과 같이 정리된다. 

 Z fk=R f+m fk-1Z sk-1              (6)

  여기서 mfk는 k번째 노드에서 고장 까지 거리를 pu(per 

unit)로 표 한 변수이고 Z sk-1는 k번째 노드와 k-1번째 노드

사이의 배  선로 임피던스 이고 Rf는 고장 임피던스가 된다.
  
  2.2 실증시험 결과 및 분석 
 2.2.1 실증 시험 배전 계통 및 고장 표정 데이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고장 표정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배  계통에 하여 고장 표정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① 배  계통은 22.9KV 방사상 배 계통을 가지는 경기 이천 
지역 변 소의 배 계통을 채택하 으며, 계통 구성데이터는 표 
1과 같다.
 ② 고장 표정 산정을 한 입력데이터는 표 2와 같이 실계통의 
라미터를 사용하 다. 이것은 고장 지역의 배 계통 임피던스 
 변 소 력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구간별 선종 및 긍장 구성 데이터

구간
부하

특성

 

장

(m)

선종 임피던스(%/Km)

시작

구간

종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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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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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이천 변전소 모선 등가 임피던스

Bank

 번호

등가임피던스

R1 X1 R1 X1

1 0.119 37.227 0.041 42.911

2 0.119 37.160 0.041 42.958

3 0.119 32.627 0.059 44.170

4 0.119 32.649 0 51.657

5 0.119 33.072 0 51.657

  배 계통의 류, 압 데이터 취득을 한 샘 링 주 수로는 
1920Hz, aliasing 에러를 방지하기 해 960Hz 차단 주 수 특성
을 갖는 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 다. 그리고 압, 류 순시 
데이터로부터 상각을 추출하기 하여 한 주기 데이터 도우
를 사용하는 FFT(fast fourier transformation)를 사용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해 3상고장 사고  1
상고장 사고가난 실례에 하여 본 알고리즘을 용하여  고장 
거리를 추정 하 다. 그림 3은 배 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하여 력량계 측정 형을(CT 비는 600:5, PT비는 
13200:110) 보이고 있다. 고장 유형은  3상 단락사고 이었으며 
력량계가 설치된 이원변 소로부터 2192(m)에 치한 지 이
다.  다른 한상 지락 사고 고장 형(B상 고장)을 그림6,7에 
보이고 있다. 

그림 3. 고장 발생시 변전소 전력량계에서 계측되어진 
고장 전류 및 고장 전압 파형(3상단락 사고) 

 그림 4. 제 1고장 발생시 고장전류(구간: 700-865(msec))  

그림 5. 제 2고장 발생시 고장전류(구간: 1540-1640(msec))

    

 

그림 6. 1상 지락 사고 발생시 고장전류

 

그림 7. 1상 지락 사고 발생시 구간 확대된 전류 파형
                               
  상기 계통에 하여 다비치 웨이 릿 과 리커시  임피던스 
고장거리 추정 결과를 그림 8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은 
고장 항이 증가할 경우에 하여 고장 거리 추정 에러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고장 항이 클수록 고
장거리 계산 오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장 거리 추정 오차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산정 하 다.

 %Error=
고장추정거리-실제고장거리계통전체선로길이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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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장 저항별 고장 거리 추정 오차

   표 3.  고장 저항별 추정고장거리 및 실제고장거리

고장 항(Ω)
실제고장 

거리(m)

고장추정거리(

m)

고장거리

추정오차(%)

0 - 150 2192 2222 - 2253 1.4 - 2.8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 소 계통에 고장 발생시, 변 소 인출단 
력량계에서 계측이 가능한 고장 계통 류, 압에 하여 다비
치 웨이 릿 변환을 취한 후 고장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고장 항에 따라  
고장 추정 오차의 차이를 보 다. 이 게 계산되어진 고장 임피
던스로부터 배 선로 고장  추정을 하여 불평형 배 계통의 
단선도 해석 기법을 통하여 얻어진 고장  추정 임피던스와 고
장거리사이에 한 리커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제로 고장
이 발생된 배 계통에 한 고장 추정을 한 결과  고장 거리 추
정 에러의 변화 추이가 매우 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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