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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력 송전선(14) 근방에서 사용된 유도 커플러(12)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자기장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은 능동 용량이나 선행 특성이 거의없거나 없이 축적된 기간보다 오히

려 전기 시스템과 시스템적으로 평행하게 일어나는 거의 실시간적인 시간 간격 및 주기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기술

과는 상이하고 특별하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유도 커플러(12)는 전자기 변화를 수집하고, 측정하고 그리고/또는 추출

하는데 사용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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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유도 커플러, 전력 관리 시스템, 능동 용량, 선행 특성, 전자기 변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력의 관리와 배전에 연관되고, 특히 전력 송전선과 배전 그리드의 상태를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국의 전기요금회사, 전력 배전 회사 및 이와 유사한 회사들은 현재 전력선과 배전 그리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

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비효율은 종종 발견되지 않고, 결국 필요없는 소

모와 낭비를 초래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을 문제삼고 수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미국의 전력은 대체로 대부분 60Hz의 소정 주파수의 교류형태로 송전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류가 송전선을 통과

할때, 송전선을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와 강도에 따라 변하는 전자장이 발생한다. 시간에 따라 도시되는 이러한 변화는

사인파의 형태이다. 또한 알려진 바와 같이, 전류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사파는 송전선의 상태를 반영하는

고조파, 과도파 및 변동파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간의 함수로서의 전류와 전압의 고조파, 과도파 및 변동파는 알려진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관찰되고, 특징지워지고 분석될 수 있다. Arrillaga, Power System Harmonic Analysis(John 

Wiley amp; Sons, 1996), chapter 4, 6, 7, 9를 참조하라. 단락, 낙뢰, 부하의 변화 및 이와 유사한 상황과 같은 송전

선에 일어나는 사건 또 한 송전선주위의 전자장에 반영되는 과도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고조파, 과도파 및 변동

파의 크기와 주파수가 측정될 수 있고, 본 발명에 따라, 송전 그리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 수집되고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송전선주위의 전자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것은, 송

전선의 상태를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송전선의 상태는 고저 전압에 의해, 또는 전류나 

전하없이 충전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실시간' 및 '준 실시간'이란 말은 컴퓨터가 하나 이상의 입력 데이터열

을 수신하여 처리하고 입력 데이터에 기초한 신호나 값을 출력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실시간'은 몇초 또는 몇분의 1초로 산정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 참조로 첨부된, 스튜어트(출원인)의 미국 특허 제 5,982,276호는, 이러한 다양한 전기 사이트에 배치된 

전기 디바이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기를 필요로하는 다양한 장소에 정상적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전

력 송전선을 통해 가입자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시스템을 기술한다. 이 통신 시스템은 전력 송전선주위의 자장으로

부터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유도 커플링을 이용한다. 유도 커플러는 바람직하게는 10 -23 볼트와 같은 민감

도를 갖는 페로세라믹 타입의 유도 커플러이다. 본 발명은 송전선 주위의 전자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유도 커

플러를 사용하고, 변화를 측정하고 송전선에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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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력 송전선 부근에 사용되는 유도 커플러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자기장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은 능동 용량이나 선행 특성이 없거나 거의 없이 축적된 기간보다는 오히려 전

기 시스템과 시스템적으로 평행하게 일어나는 거의 실시간적인 시간 간격 및 주기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기술과는 

상이하고 특별하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유도 커플러는 전자기 변화를 수집하고, 측정하고 그리고/또는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유도 커플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

터는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전력 서지, 수요 변화, 및 시스템 장애를 반영한다. 데이터 수집은 한번에 복수의 위치

로부터 정확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자 시계 신호를 참조하여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주의가 필요

한 전력 송전 문제와 상황을 확인하고, 특징짓고 발견하기 위하여 내역 데이터, 지역 및 국가 전력 그리드 레이아웃 데

이터, 지형학적 정보 및 날씨 데이터와 같은 동적 정보와 같은 저장된 정보와 함께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력 관리 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행에 사용되는 단계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3은 도 1의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사건의 그래픽 표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유도 커플러의 개략도, 및

도 5는 그리드의 상황을 반영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수의 자기 커플러를 채용하는 전력 송전 그리드

의 개략도.

실시예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전력 관리 시스템(10)은 하나 이상의 전

력 송전선(14) 부근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센서(유도 커플러)를 포함한다. 실제에서는, 커플러(12)는 송전선(14)을 통

해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변동을 감지하기 위하여 전력선상의 편리한 위치에 클램핑되어 있다. 이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도 커플러(12)는 안테나와 그 각각이, 신호를 필터링하는, HP 모델 8902B 애널라이저와 같은 마이크로웨이

브 컨버터(16)에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11)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코일을 포함한다.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11)은, 

그 마이크로케이블(11)의 실드가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동축케이블에 사용된 메시와 달리 도전성 물질층이나 포일이

라는 점을 제외하면, 중심 도전체 및 원형 도전 실드를 갖는 표준 동축케이블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도 1과 도 

2에서 도시된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의 중심 도전체는 제 1 채널 도전체로 사용되고 실드는 제 2 채널 

도전체로 사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의 2 채널 클록 신호 발진기(18)와 제 2의 4 채널 클록 신호 발진기(20)는 4 채널에 클록 신호

를 제공하는데, 그 중 두개는 주파수 샘플링 전용으로, 나머지 두개는 시스템 교정용으로 사용된다. 현재 이용할 수 있

는 기술은 대략 300Ghz의 클록 주파수로 제한되지만, 보다 빠른 클록이 이용될 수 있을때, 이러한 보다 빠른 신호 발

진기가 본 발명의 실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예상된 다. 클록 신호는 ESC 신호 발진기 모델 E4422B와 같은 디지털 발

진기나 오실레이터(24)에 입력되고, 다시 컨버터(16)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26)에 기준 파형 신호를 발생시킨다. 일

변형예에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26)는 마이크로웨이브 컨버터(16)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

기 위하여 클록 신호를 사용한다. 전력선(14) 주위의 전자장 변화를 나타내는, 애널라이저(26)으로부터의 디지털 신

호나 비트열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32)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시스템(30)과 통신 인터페이스(도 2; 36a, 36b, 36c)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시스템(30)에 입력된다. 컴퓨터(32)는 다른 구성요소와 연관하여 근거리나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

다. 컴퓨터(32)가 원거리에 위치하면, 애널라이저(26)의 출력을 컴퓨터(32)에 전송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같은 적당

한 수단이 제공된다.

전력공급장치의 신호로부터 스퓨리어스 인터페이스가 시스템 구성요소의 동작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

의의 연관 보조 구성요소와 함께, 컨버터(16), 클록 신호 발진기(18, 20), 오실로스코프(24), 애널라이저(26) 및 컴퓨

터(32)가 페러데이 케이지(22)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구성요소를 위한 전력원은 송전선(14)을 공급하는 스

텝 다운 변압기의 1차측과 같은 소스로부터 공급되고, 그 소스는 송전선(14)으로부터 구성요소를 더 절연시키기 위하

여 필터링된다.



공개특허 10-2004-0032981

- 4 -

도 2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30)은, 낙뢰, 선로 장애나 단락 및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과 같은 이전 사

건에 연관된 데이터를, 이러한 사건들의 분류와 함께, '정상 상태'를 포함하는 송전선(14)의 이전 상태를 반영하는 내

역 데이터베이스(40)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40)는 유도 커플러(12)로부터의 주파수 및 전력 측정치를 사용하고 

사건시에 측정된 과도파에 의해, 낙뢰, 그라운드, 장치 장애 및 이와 유사한 상황과 같은 알려진 사건의 발생을 연관지

움으로써 구성된다. 예컨대, 변압기가 단락되면, 유도 커플러(12)는 단락으로부터 발생되는 과도파를 감지할 것이고 

그 과도파와 연관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40)에 기록될 것이다. 과도파의 원인이 확인되면, 오퍼레이터에 의해 데

이터베이스에 로깅된다. 이어서, 컴퓨터(32)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갖는 과도파를 관찰할때, 내역 데이터베이

스(40)에 기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변압기 장애와 같은 과도파 원인을 확인할 것이다.

도 3에 사건의 가상적인 예가 도시되어 있고, 여기서 실선은, 예컨대 주기p에 대하여 주어진 주파수에서 반영된 전압

과 같이, 선택된 파라메터의 크기에 따른 내역 데이터를 나타낸다. 주기동안 일 지점에서의 파라메터의 진폭의 변화는

A에서 점선으로 표시되고, 전력선(14)에서 전력의 송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을 나타낸다. 컴퓨터(

32)가 변화를 등록할때, 컴퓨터는 알려진 사건이나 상황과 연관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40)를 검색하

고 오퍼레이터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알람을 기동시킬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가상의 예는 설명을 위한 것이고 송전선

의 상태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된 실제적인 파라메터는 특정 시스템에 따라 경우별로 변경될 수 있고 임피던스나 어드

미턴스(위상)와 같은 복소수, 또는 복수의 차원의 각각을 위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양(텐서)에 의해 표현

되는 값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Arrillaga, Power System Harmonic Analysis (John Wiley amp; S

ons, 1996)(chapter 10, describing iterative harmonic analysis)를 참조하라. 그 위상이 120° 떨어진, 3상 송전선

주위의 전자장의 분석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된다.

시스템(30)은 또한, 데이터베이스(44)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 송전 및 배전 시스템에 관한 국가 수단 데이터(National 

Means Data)와 함께,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42)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 그리드 맵과 함께 지역 배전 시스템의 그

리드 맵을 포함한다. 지역 배전 영역의 지형과 같은 지리공간적(geo-spacial) 데이터는, 이미지, 맵, 지형, 모델 및 날

씨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툴을 포함하는 Boeing Autometric사의 EDGE�와 같은 동적 데이터 수집, 검색 및 디스

플레이 플랫폼(47)에 그래픽을 통해 링크되는 또다른 데이터베이스(46)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는, 데이터베이스(40-46)는 컴퓨터(32)의 내부 하드 디스크와 같은 로컬 저장 매체에 저장되지만, 데이터

베이스가 전화 모뎀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유무선 연결을 통해 컴퓨터(32)에 접속된, 원격 디바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몇몇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이 양, 데이터베이스(40-46)의 크기 및 원하는 출력에 따라, 컴퓨팅 기능을 배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컴퓨터(32)에 더하여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가적인 컴퓨터가 채용될 수 

있다.

동작시에, 컴퓨터(32)는 애널라이저(26)로부터 수집되어 처리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기초 주파수 사이클(60Hz)의 일

부에 따른 주기동안 그 데이터를 내역 데이터와 한단위씩 비교한다. 예컨대, (0 내지 360도사이의) 사이클에서 선택

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백만분의 1초의 주기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단계(50)에서 내역 데이 터베이스로부터의 대응 단

위에 비교될 수 있다. 송전선(14)의 '정상적인' 상황으로에서 전형적으로 과도파 또는 변동파의 형태의, 비정상적 상

황이 감지되면, 컴퓨터(32)는 데이터베이스(40)에 저장된 사건 내역과 연관된 비정상적인 파형 변동을 비교함으로써 

그 비정상적 파형 변동의 원인의 확인을 시도한다.

예컨대, 낙뢰는 전류의 증가와함께 매우 크고, 빠른 전압의 증가를 발생시킨다. 한편, 대형 회로의 차단기를 갑작스럽

게 열면 또한, 전압 서지를 야기할 수 있지만, 서지의 지속 시간은 상이할 것이고 전류는 강하할 것이다. 컴퓨터(32)는

과거에 발생한 유사한 선건과 연관된 내역 데이터에 기초하여 두개의 상이한 사건을 구별하고 확인할 것이다.

사건의 분류와 크기에 따라, 컴퓨터(32)는 또한 알람에 의해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경고할 수 있다. 컴퓨터(32)가 감지

된 비정상적 상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32)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위하여 새로운 사건 분류를 생성

할 것이다. 특정 비정상적 상황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사건이 확인될때, 데이터베이스는 업데이트된다.

컴퓨터(32)가 비정상적인 상황과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알려진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유도 커

플러로부터 사건의 거리를 계산한다. Chowdhure, Electromagnetic Transients in Power System, (1996, Researc

h Studies Press LTD and John Wiley amp; Sons, Inc., Chapter 2, 8, 10)을 참조하라. 예컨대, 몇몇 스텝다운 변압

기에 연결된 급전선의 경우, 스텝다운된 라인중 하나에 낙뢰가 발생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급전선에 과도 전압 및 과

도 전류를 일으킬 것 이다. 데이터베이스(40)로부터 하나 이상의 내역 데이터, 유도 커플러로부터의 거리 및 데이터베

이스(42)로부터의 로컬 그리드 맵을 사용하여, 컴퓨터(32)는 어느 세그먼트에서 낙뢰가 발생하였는지를 계산할 수 있

다. 데이터베이스(42)로부터 로컬 그리드 맵을 사용하여, 컴퓨터(32)는, 낙뢰 위치를 보여주는 그리드맵을 포함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발생시키고 인터페이스(36b)를 거쳐 CRT모니터(54)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맵을 출력할 수 있

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컴퓨터(32)는, 접속 부하와 이와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낙뢰

가 일어난 지역의 지형을 포함하도록 지형공간적 데이터베이스(46)에 접속한다. 원한다면, 컴퓨터(32)는 또한 다른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함께 비정상적 상황의 원인일 수 있는 날씨 상황과 같은 부가적인 실시간 정보를 부가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47)을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접속할 수 있다. 상기 모든 기능은 실시간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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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과 도 4로 돌아가서, 선로주위의 전자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13KVA의 송전선(14)에 클램핑된 유도 커플

러(12)는, 제 1 단부(63)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11)의 중심 도전체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은 제 2 단부에

서 종단하는, 연속된 조각의 넘버 2 구리/알루미늄 합금선으로 형성된 제 1 및 제 2 권선이나 코일(62, 64)을 포함한

다. 권선(62, 64)은 약 10cm가량 떨어져 있고 각각은 커플러(12)의 길이방향축라 수직선으로부터 각(α)만큼 오프세

트되어 있고 직경 약 3cm가량의 5 권수의 권선(61)을 포함한다. 커플러(12)는 실질적으로 송전선(14)에 평행인 길이

방향축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권선(62, 64)은 또한 송 전선(14)에 수직선으로부터 오프세트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권선(62, 64)은 송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송전선(14) 주위의 자장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위치된다. 서로간 적당한 코일 간격은 송전선(14)을 따라 전파된 파형에 두 지점에 대응하는 동시 측정을 할

수 있다.

권선(62, 64)은 송전선(14)의 수직선에 상대적으로 각져 있으므로, 권선(62, 64)에 유도된 전류는 송전선(14)을 통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여 위상 변화될 것이다. 커플러(12)의 다른 구성요소의 지형에 의한 제한에 따라 0이상의 범위

내로 각(α)이 변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α)은 10 내지 14도의 범위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12도 정

도(11 내지 13도 사이)이다.

제 1 단부(67)가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11)의 실드에 연결되어 있고 제 2 연결되지 않은 단부에서 종단하는 연속 길

이의 넘버 2 구리/알루미늄 합금으로 형성된 일단의 평행 그레이딩 권선(65)을 포함하는 밀리미터 대역 라디오파 안

테나(66)가 권선(62, 64)내에 배치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안테나(66)의 그레이딩 권선(65)은 송전선(14)에 평

행하게 위치된다. 안테나(66)는, 가장 긴 그레이딩 권선(65)은 그 길이가 약 7.5인치이고 가장 짧은 권선의 각각의 길

이는 고조파들의 파장간 거리의 파라메트릭적 측정에 의해 결정되는, 60Hz 송전 주파수의 고조파의 부분 파장에 의

하여 구성된다. 안테나(66)는 약 300Ghz에 달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이해되는 바와 같이, 안테

나(66)는 송전선(14)의 전압 변화의 크기와 주파수를 감지하도록 고안되어 장착되어 있다. 더욱이, 권선(62, 64)은 안

테나(66)에 비례하여 각져 있으므로, 권선(62, 64)으로부터의 신 호는 또한 안테나(66)로부터의 신호에 비례하여 위

상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상 변화된 신호를 발생하면 권선과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수학 공식을 채용할때 계산을 편리하게한다.

안테나(66)와 함께 권선(62, 64)은 일정 길이의 PVC 파이프와 같은 비도전성 보디나 하우징(70)내에 포함된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70)의 내부 표면은 낙뢰로부터 커플러(12)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전성 페인트(72)로 코팅된

다. 커플러(12)를 조립하는 동안, 하우징(70)은 하우징내의 위치에 권선(62, 64, 66)을 저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폴리

카보네이트 충전 물질(74)로 채워지고 권선과 안테나를 서로 그리고 도전성 코팅(72)으로부터 절연시킨다. 하우징(7

0)에는 또한 하우징(70)에 아교로접착되거나 고정되는 (하나가 도시된) 단부 캡(76)이 제공된다. 권선(62, 64)을 형

성하는 와이어의 제 1 단부(63)와 안테나(66)를 형성하는 와이어의 제 1 단부(67)는 캡(76)의 단부중 하나에 (도시 

않된) 홀을 통해 뻗어있고 상기한 방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11)에 연결되어 있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송전선(14)의 전류와 전압의 변동은 코일(62, 64)과 안테나(66)에 대응하는 전류와 전압을 유도

할 것이다. 전력 관리 시스템(10)은 송전선(14)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류와 전압의 크

기, 주파수 및 지속시간을 측정한다. 더욱이, 전력 관리 시스템(10)은, 적당한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임피던스와 리액

턴스와 같은 시간 및 주파수 종속 파라메터 값을 계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압과 전류의 위상 변화나 변경을 분

석함으로써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텐서로 표현된, 훨씬 복잡 한 파라메터가 자기 커

플러(12)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메터의 각각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파라메

터와 결합될때,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송전선(14)의 사건과 상황을 확인하고 특징짓는 수단을 제공하는 실시간 기

반하에 송전선(14)의 상황을 특징짓고 모델링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전력 그리드간에 전력을 '공급'할때 일어나는 문제는 배전 시스템에 대해 이용가능한 전력을 효율적

으로 배전하고 할당할 필요가 있는 충분한 실시간 정보의 부족이다. 이하 기술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실시간으로 전력 그리드사이의 전력 배전과 재배전을 가능하게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한다. 도 5는, 발명에 따라 전력 배전 시스템의 일부나 전부를 형성하는 몇몇 전력 송전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

템을 도시하고 또는 그리드(80)는 전력 송전선내의 전압과 전류 변동을 감지하기 위해 내부의 상이한 위치에 전력 송

전선(84) 부근에 위치한 복수의 유도 커플러(82)를 포함한다. 커플러(82)의 각각은 커플러에 의해 감지된 전류와 전

압 변동에 대응하는 신호를 수신 스테이션(90) 및 프로세싱 스테이션(90)에 전송하는 송신기(86)에 연결되어 있다. 

송신기(86)는 라디오 주파수 송신기와 같은 무선 장치이거나 전화 모뎀과 같은 유선 장치일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가능한 신호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클록, 필터, 컨버터 및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임의의 필요한 신호 처리 장치

에 제공될 수 있다. 각각의 송신기(86)로부터의 신호는 배전 시스템(80)의 상황을 반영하는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데

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심 프로세싱 스테이션(90)에 수신되어, 디코딩되고, 프로세싱되고 다른 송신기(86)로부터

의 신 호와 통합된다.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배전 시스템(80)에 대하여 전력의 효율적인 배전과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는 개시목적으로 도시되었지만, 본 명세서에 표현된 발명의 방법 및 장치의 많은 변화가 당업

자에 의해 가능하고, 이러한 변화는 첨부 청구항에 정의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내에서 구체화 된다.



공개특허 10-2004-0032981

- 6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류를 송전하는 송전선 부근에 위치되어, 송전선주위의 전자장의 변화의 크기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구

성된 적어도 두개의 측정 엘리먼트를 포함한 센서; 및

상기 엘리먼트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프로세싱하고, 상기 신호를 프로세싱하고 송전선의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나

타내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신호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상기 시스템은 컴퓨터와 송전선의 내역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그리드 맵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그리드맵을 

사용하여 상기 송전선의 상황 변화의 원인의 위치를 포함하는 상기 송전선에 연결된 전력 배전 시스템의 그래픽 표현

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지리 영역을 위한 지형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지형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전력 관리 시스템에 의해 커버된 지리 영역의 토폴러지를 

포함하 는 전력 배전 시스템의 그래픽 표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송전선의 과도 전압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

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송전선의 고조파 전압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측정 엘리먼트는 제 2 측정 엘리먼트의 출력에 상대적으로 위상 변화되는 출력을 발생시키도

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내역 데이터베이스는 송전선의 이전에 측정된 과도파를 표현하는 데이터와 상기 과도파의 원

인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교류를 송전하는 송전선의 부근에서 평행하게 위치되도록 구성된 센서로서,

캐스팅;

각각이 상기 센서의 길이방향으로 뻗어있는 비동일 길이의 한쌍의 평행 선 세그먼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1권

수를 갖는 상기 캐스팅내에 배치된 제 1 도전체;

상기 제 1 도전체주위에 배치된 코일 형태의 제 2 도전체;

상기 캐스팅을 통해 상기 제 1 도전체로부터 외부 신호 애널라이저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상기 제 1 도전체에 연결

된 제 1 리드; 및

상기 캐스팅을 통해 상기 제 2 도전체로부터 외부 신호 애널라이저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상기 제 2 도전체에 연결

된 제 2 리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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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전체는 상기 센서의 길이방향으로 간격져 떨어져있는 한쌍의 평행 코일 및 상기 코일

을 연결하는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한쌍의 평행 코일의 축은 상기 센서의 길이방향에 비례하여 10 내지 14도 범위의 각으로 설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전체는 상기 송전선으로부터 방출범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효한 상이한 길이의 

적어도 7개의 평행 세그먼트를 제공하는 일 단부에 적어도 6권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는 상기 제 1 및 제 2 도전체가 내장되어 있는 전기적 절연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고체

실린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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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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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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