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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Synchrophasor에서 취득한 순시치 데이터
에 이산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정확한 실효치 전압과 전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π-등가회로로 모의한 선로의 선로정수를 추정한다. 모의
계통을 통해 검증하였다.

1. 서    론

최근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로정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표되고 있다[1]. 이와 같은 방법은 Syncrophasor에서 출력되는 실효치
전압과 전류를 이용하여 선로정수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로정수는
선로 양단의 모선 전압과 전류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실효치 전압과
전류가 정확한 값이 아니면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synchrophasor는 계통에 설치된 다른 측정 장비보다 높은

샘플링과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 모선전압과 전류를
계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Syncrophasor는 실효치 전압과 전류를 출
력하고, 순시치 데이터는 데이터양의 제약으로 상시 출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벤트 발생 전후나 설정한 특정 시간구간에서는 순시치 데이터
를 취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시간구간에서 취득한 순시치 데이터

로부터 선로 정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취득한 순시치 데
이터에 이산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정확한 실효치 전압과 전류를 계산
하고, 이를 이용하여 π-등가회로로 모의한 선로의 선로정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단순한 산술식만 포함하고 있어 계산이 간
단한 장점이 있다.

2. 본    론

  2.1.1 파라미터 추정
계통에 설치된 Syncrophasor에서 취득한 순시치 데이터에서 실효치
전압과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에서 코사인 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즉 코사인 함수의 크기와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정해야 한다. 이 장
에서는 이산데이터에서 이산푸리에변환을 이용하여 코사인 함수를 추정
하는 단순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크기와 주파수를 각각  , 라 하고, 위상을 라 하면, 코사인 함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 (1)

이 함수의 푸리에 변환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에서

  
  

  

  (3)

이산푸리에변환에서 첨두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주파수는 이산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주파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주어진 신호를 이산푸
리에변환을 하면, 중요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4)

그리고 주파수가   일 때,  ≈이다. 그러므로 주파수 에

서 푸리에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나타낼 수 있다.

   



 
  ∠ (5)

이 식에서 주파수  일 때,   이므로 푸리에 스펙트럼

크기 와 신호의 크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6)

주파수 에 대응하는 위상 을 가진 코사인함수에서 푸리에스펙

트럼의 위상을 이라 할 때, 식 (1)에서 위상 는 푸리에 스펙트럼

의 위상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지금까지 푸리에 스펙트럼에서 신호에 포함된 코사인 함수의 파라미
터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2.1.2 정확한 파라미터 추정
이산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정확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첨

두스펙트럼의 좌우스펙트럼이 대칭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첨두스펙트
럼을 라하고 좌측과 우측 스펙트럼을 각각 

 이라 하면 푸리에

스펙트럼에서   





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값이 1

에 근접하면, 스펙트럼이 대칭이므로 추정한 주파수는 정확한 주파수가
된다. 이산푸리에변환 후 계산한 이 1에 근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데

이터부터 데이터를 감소하면서 이 1에 근접할 때까지 이산푸리에변

환을 반복하여 정확한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2.2.1 등가모델
송전선로는 그림 1과 같이 π-등가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고, 중거리

선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모델이다. 송전
단 전압과 전류를 각각   라 하고, 수전단 전압과 전류를 각각

  이라 하자.

 

<그림 1> π-등가회로

어드미턴스(Y)에 흐르는 전류는

    



 


 (8)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송전단, 수전단 전압과 전류를 벡터-행렬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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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기에서    는 다음과 같다.

  


 ,  ,   

  (11)

만일 Syncrophasor에서 계측한 송전단, 수전단 전압과 전류가 정확
한 값이라면, 식 (9)로부터 선로정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측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로정수를 추정할 때, 시각동기 된 정확한 전압과
전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3.1 시험 계통
본 논문은 선로 양단에 있는 모선에서 계측한 시각동기화된 정상상

태 데이터에서 선로정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안한 선로
정수 추정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에 있는 시험계통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시험계통은 3상, 735kV 계통으로 발전기 G1 정격은 350MVA이고,

발전기 G2는 무한모선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송전선로 총길이는 600
km로 모의하였는데, 모선 2와 모선 3사이에 선로는 300km이다. 변압기
B1의 용량은 300MVA, 13.8/735kV이고, 변압기 B2의 정격은 300MVA,
735/230kV이다. 그리고 부하 L1, L2는 각각 100MW와 250MW로 모의
하고, 그림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모선 2와 모선 3에서 순시치 전압과
전류를 계측하였다.

<그림 2> 시험계통 계통도 

  2.3.2 선로정수 추정
본 논문은 정상상태에서 선로정수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계통이 운전을 시작한 후, 정상상태라고 판단된 5초 이후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모선 2와 모선 3 사이의 선로의 선로정수를 추정하였다.
그림에서 측정한 모선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크기와 위상이 차이

가 있다. 이와 같은 편차는 선로정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크기나
위상차에 따라서 선로정수는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No. magnitude freq(Hz) angle(deg)

1 1.05057 60.00000 289.46528

2 1.05055 60.00000 264.26052

3 1.05061 60.00000 239.05666

<표 1> 모선 1의 실효치 전압 (A상)

No. magnitude freq(Hz) angle(deg)

1 1.07120 60.00000 277.12328

2 1.07122 60.00000 251.91851

3 1.07130 60.00000 226.71625

<표 2> 모선 2의 실효치 전압 (A상)

No. magnitude freq(Hz) angle(deg)

1 12.77315 60.00000 309.36948

2 12.77229 60.00000 284.16651

3 12.77225 60.00000 258.96163

<표 3> 모선 1의 실효치 전류 (A상)

No. magnitude freq(Hz) angle(deg)

1 11.77147 60.00000 270.02072

2 11.77191 60.00000 244.81634

3 11.77289 60.00000 219.61522

<표 4> 모선 2의 실효치 전류 (A상)

No. R X G B

1 3.6256 102.9598 0.0000 0.00146

2 3.6099 102.9640 0.0000 0.00146

3 3.5967 102.9546 0.0000 0.00146

<표 5> 각 실효치에서 추정한 선로정수 (A상)

phase R X G B

exact 3.8190 105.5990 0.0000 0.00141

average 3.6107 102.9594 0.0000 0.00146

error(%) 5.4543 2.4996 - 3.5460

<표 6> 실제 선로정수 비교 (A상)

표 5에는 표 1∼표 4에 나타난 모선 1과 모선 2의 A상 실효치 전압
과 전류로부터 각각 추정한 선로정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표 6에는
임의로 선택한 3개의 시간에서 추정한 선로정수를 평균한 선로정수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300km 송전선로에서 직렬임피던스는
3.61+j102.95를 추정하였고 어드미턴스(Y)는 j0.00146을 추정하였다. 결과
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한 값과 평균 선로정수를 이용하여
오차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저항(R)과 리액턴스(X)의 오차율은 각각
5.45%와 2.49%이고, 서셉턴스(B)는 3.54% 오차가 발생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yncrophasor에서 계측한 모선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
서 선로정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순시치 전압과 전류로부
터 정확한 선로 양단의 모선전압과 전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
로정수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유사하게 선로정수를 추정하여 제안
한 방법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매우 단순
하고 적은 데이터만 필요하므로 향후 한전계통에 다수의 Syncrophasor
가 설치되었을 때, 기존 사용하는 선로정수보다 정밀한 정수를 사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계통해석 뿐 아니라 탄력적인 계통 운영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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