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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uggests a detection scheme of a secondary 
arc extinction using the peak value of a fault voltage estimated by 
correlation algorithms. The system implemented in this paper is based 
on a Korean 765 kV system and the suggested proposed scheme is 
tested on the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is analyzed by 
using 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 (EMTP)/ATPDraw.

1. 서    론

  송 선로에 발생하는 부분의 고장은 일시 고장이다. 따라서 부분
의 송 선로에서는 빠르게 처하고 안정 으로 력을 공 하기 하
여 자동 재폐로 기법을 용하고 있다. 재 고정된 무 압 시간을 기반
으로 한 자동 재폐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고장이 제거
되는 경우 계통의 아크 에 지 소호를 검출하여 재폐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면 계통의 신뢰도 향상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2차 아
크 소호를 단하기 한 기법으로 가변 무 압 시간을 이용한 재폐로 
기법이 고장 압의 RMS를 사용한 방법, 2차 아크 동안의 고조 를 이
용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이런 기법은 2차 아크가 소호되는 
시 을 단하여 구 고장 시 재폐로 하지 않는 장 을 가질 뿐만 아
니라 일시 고장 시 최 한 빠르게 재폐로를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
다[1]. 
  본 논문에서는 고장 압의 최 값을 사용하여 2차 아크의 소호를 
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본 를 추출하지 않고 고장 압의 실효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고조 의 향으로 2차 아크 소호 시  단이 정확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하여 
correl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모의 계통은 신태백에서 신가평에 
이르는 765 kV 송 선로를 바탕으로 하 고 EMTP의 MODELS를 사용
하여 알고리즘을 구 하 고 모의 후 고장 압에 한 correlation 알고
리즘 용결과를 분석하 다.

2. Correlation Algorithm

  2.1 Correlation 알고리즘
  Correlation 알고리즘은 주어진 신호에서 원하는 주 수 성분을 효과
으로 뽑아낼 수 있는 두 개의 직교 함수를 사용한다. 기  형으로 

사용되는 이 직교 함수는 일반 으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
하고 correlation을 사용하여 주어진 신호에서 필요한 성분의 실수 부분
과 허수 부분을 뽑아내어 원하는 주 수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Correlation 알고리즘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ation (DFT) 알고리
즘, even and odd function, Walsh function, cosine filter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2].
  2차 아크는 1차 아크와는 다르게 비선형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아크 발생 시의 압은 고조  성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correlation 알고리즘 에 고조  성분을 제거하면서 최 값을 
추정할 수 있는 discrete Fourier algorithm을 사용하 다.  한 주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반 주기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 하여 2차 아
크 소호 별을 비교하 다.  

  2.2 구현 방법
  Correlation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진다. 
① 데이터 도우의 첫 번째 샘  값 × 기  형(사인  코사인)의 
첫 번째 가 치
② 결과를 두 개의 다른 테이블에 장
③ 데이터 도우의 두 번째 샘 부터 마지막 샘 까지 앞의 항 반복 
④ 각 테이블에 장된 가 치와 샘  값의 곱을 모두 합산
⑤ 합산된 각 테이블의 값 ÷ 도우 샘  수의 반
⑥ 각 테이블 결과 값이 추정된 페이 의 실수와 허수 부분

추정된 페이 의 진폭과 각은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Re는 실수 부분, Im은 허수 부분을 나타낸다.
  Full cycle DFT 알고리즘은 모든 차수의 고조 와 고주  성분을 감
쇠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한 주기를 모두 사용하므로 상 으로 
응답속도가 느리다. 반면에 Half cycle DFT 알고리즘은 반 주기만을 사
용하므로 응답속도가 보다 빠르지만 2차, 4차, 6차 등 몇몇 고조 를 제
거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진다.
  그림 1과 2는 60 Hz 신호에 한 full cycle DFT와 half cycle DFT
를 비교한다. 여기서 sampling rate는 720 Hz, 즉 1주기에 12개의 샘
을 가진다.  

3. 모의 계통 및 아크 모델링

  3.1 모의 계통
  다음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 된 모의 계통을 나타낸다. 모의 계통
은 신태백에서 신가평에 이르는 765 kV 송 선로를 이용하 고 선로의 
길이는 160 km 이다[1].

<그림 1> 765 kV 송전선로 모의 계통 
  
  3.2 아크 모델링
  아크를 발생시키기 하여 765 kV 송 선로의 가운데 지 인 80 km
에 1선 아크 지락 고장을 모의 하 다. 아크 고장 모의를 한 block 
diagram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Johns와 Aggarwal의 1차 아크 모델을 
이용하여 1차 아크의 특성을 구 하 다. 각 timestep마다 아크 방정식
을 통하여 아크 컨덕턴스가 계산되고 그의 역수가 TACS 소자 
Type-91의 시변 아크 항으로 구 되었다. 2차 아크는 추가 인 요소에 
의하여 향을 받음에 따라 1차 아크보다 훨씬 복잡한 상이다.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크 도와 아크 내 압의 특성이다. 아크 
도 특성은 아크 경로를 따라 류가 흐를 때 용된다. 도는 아크에 
한 압의 크기가 아크 내 압을 과할 때 발생한다. 아크 내 압 특

성은 아크 경로를 통하여 류가 흐를지 않을 때 용된다. 2차 아크는 
재 호 압이 고장경로를 따라 흐르는 압보다 작을 때 소호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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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크고장 모의를 위한 block diagram

  다음 그림 2는 이러한 아크고장 block diagram을 이용하여 모의한 단
상 지락 사고 시 고장 압의 형을 나타낸다. 

<그림 3> 단상 지락 사고 시 전압 파형

  고장이 A 에서 발생하고 1차 아크가 B 까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고장의 경우 B 에서 차단기가 트립을 한 후 2차 아크의 
압 형이 나타나고 2차 아크의 비선형 인 특성에 의하여 압의 

형이 왜곡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2차 아크가 C 에서 소호
된 후 건 상과 고장상과의 용량성 결합성분에 의하여 고장상에 계통 
주 수 압 (혹은 회복 압)이 존재하게 된다. 2차 아크 소호 후 선로
에 존재하는 회복 압의 peak 값이 2차 아크의 압의 peak값 보다 커
서 2차 아크의 소호시 을 별하는 표시가 된다.

4. 모의 방법 및 결과 분석

  4.1 모의 방법
  765 kV 송 선로의 80 km 지 에서 0.0833 에 단상 지락 고장 사고
를 내고 고장 에서 나타나는 압 형을 full cycle DFT는 데이터 
도우로 1 cycle 당 12개의 샘  값을 받고 half cycle DFT는 1/2 사

이클만을 사용하고 6개의 샘  값을 받아 correlation을 시행하 다. 12
개  6개의 샘 에 하여 DFT를 사용하여 correlation을 시행한 뒤 
페이 의 진폭  각에 한 결과를 계산하고 다음 샘 이 입력되면 마
지막 샘 은 버려지는 데이터 도우를 사용한다. 

  4.2 결과 분석
  그림 4는 full cycle DFT를 사용하여 단상 지락 사고 압을 찰한 
형을 보여 다.  

<그림 4> Full cycle DFT를 사용한 2차 아크 소호 
판단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차 아크가 소호되기 에는 약 20 kV 
정도의 진폭이 correlation으로 인해 추정이 되지만 2차 아크가 소호되고 
난 후에는 136 kV로 상승한다. 따라서 2차 아크 소호 단의 임계치를 
120 kV로 설정하면 2차 아크는 0.839 에 소호된다고 단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확인된 2차 아크 소호시간인 0.836 와 0.003  차이가 

발생하 다. 고장 압의 rms값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고조 를 이용하
는 방법과 비교하 을 때 2차 아크 소호 단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ull cycle DFT 사용 시 2차 아크 소호 후의 
압 진폭 추정 시 그림 3에서 나타난 압의 진폭 값인 265 kV보다 작
은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ull cycle DFT의 특성 
 하나로 correlation 시 DC 압 성분이 미친 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7은 half cycle DFT를 사용하여 2차 아크 압의 진폭을 
추정하는 그래 를 나타낸다. 

<그림 5> Half cycle DFT를 사용한 2차 아크 소호 
판단

  Half cycle DFT는 full cycle DFT를 사용하 을 때와는 다른 압 
형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Half cycle DFT 사용 시 2차 아크 
소호  압의 크기는 full cycle DFT를 사용하 을 때와 비슷한 값을 
보이지만 2차 아크가 소호된 후 압 형은 half cycle DFT가 압의 
진폭을 추정하는데 실패하 음을 나타낸다. 이는 2차 아크 소호 후 선로
에 존재하는 압에 고조  성분이 존재하지만 full cycle DFT와는 다
르게 half cycle DFT는 몇몇 고조  성분을 완 히 감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 아크의 소호를 단하는 임계
치를 120 kV로 설정하면 2차 아크 소호 시 은 0.837로 단이 된다. 
이는 그림 5에서 확인된 2차 아크 소호시간인 0.836 와 0.001  차이로 
2차 아크 소호 단이 full cycle DFT를 사용하 을 때보다 더 정확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half cycle DFT가 몇몇 고조 를 제거하지 
못하여 2차 아크 소호 후의 압 진폭을 추정하는 것은 실패하 지만 
반주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full cycle DFT보다 빠른 과도 응답 특성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통의 환경에 따라 2차 아크의 소호를 
단하는 임계치를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 아크의 소호를 단하기 해서 correlation 알고리
즘을 사용하 다. 많은 correlation 알고리즘 에 과도 응답은 상 으
로 빠르지만 모든 고조 와 고주 를 감쇠시키는 full cycle DFT와 몇
몇 고조 를 통과시키지만 빠른 과도 응답을 가지는 half cycle DFT를 
사용하여 고장 압의 진폭을 추정하 다. 계통의 특성에 맞게 임계치를 
설정하여 2차 아크의 소호를 단하 고 full cycle DFT를 사용한 경우
와 half cycle DFT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 그래 를 비교하 다. 각각 
장단 을 가지고 있는 correlation 알고리즘을 분석하 고 두 가지 방법 
은 0.005  이내 2차 아크 소호를 단하여 알고리즘이 상당히 효과 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과제(결과물)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에 지자원인력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참 고 문 헌]

[1] Sang-Pil Ahn, Chul-Hwan Kim, Raj K. Aggarwal, Allan T.       
    Johns, “An Alternative Approach to Adaptive Single Pole         
    Auto-Reclosing in High Voltage Transmission Systems Based on  
    Variable Dead Time Control,”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16, No. 4, pp. 676-686, Oct. 2001.
[2] Orfanidis, Sophocles J., "introduction to signal processing,"         
    Prentice Hall, 1996.
[3] Saul Goldberg, William F. Horton, Demetrios Tziouvaras, “A      
    Computer Model of the Secondary Arc in Single Phase operation  
    of Transmission Lines,”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4, No. 1, 586-595, Jan.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