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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요약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에 대해 개시한다. 본 발명의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은, 1차측 순시치 전압 및 전
류와, 2차측 순시치 전압 및 전류를 검출하여 크기변환에 따라 전압신호 및 전류신호를 기준화시키는 검출 및 기준화 단
계; 퍼지시스템의 입력변수를 생성하는 입력변수 생성단계; 상기 생성된 입력변수 각각을 정의된 소속함수에 의해 퍼지화
시켜 하나 또는 다수의 소속함수값으로 변환시키는 퍼지화단계; 다수의 입력변수들로부터 취득된 정보들과 정량화된 불확
실성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퍼지추론단계; 입력 퍼지집합과 출력 퍼지집합에 각각 대응하는 조건부와 결론부로 이루어
진 퍼지추론규칙에 의해 최종 출력되는 출력 퍼지집합을 비퍼지화시키는 비퍼지화단계; 및 비퍼지화단계에서 추출된 비퍼
지화값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여자돌입 상태, 과여자 상태 및 고장상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상태를 최종 판정하여 트립 여
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변압기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고장은 물론 차전류에 제2 고
조파 성분이 다량 함유된 변압기의 고장, 차전류에 제2 고조파 성분이 소량 함유된 여자돌입 상태 등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전력용 변압기의 디지털 보호,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퍼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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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아날로그 비율차동계전방식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제2 고조파 억제특성을 갖는 변압기보호용 디지털보호방식의 블록도,

  도 3 내지 도 5는 정상상태시, 여자돌입시, 내부고장시 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각각 나타낸 그래프,

  도 6 내지 도 8은 정의된 입력 의 소속함수, 의 소속함수, 의 소속함수를 각각 나타낸 그래프,

  도 9는 정의된 출력소속함수를 나타낸 그래프,

  도 10은 본 발명의 변압기용 보호계전방법의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1은 외부 권선단락 고장시 변압기의 1차측 3상전류를 나타낸 그래프,

  도 12는 외부 권선단락 고장시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를 나타낸 그래프,

  도 13은 외부 권선단락 고장시 비퍼지화값을 나타낸 그래프,

  도 14 내지 도 16은 권선지락 고장시 변압기의 1차측 전류,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 비퍼지화값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

  도 17 내지 도 19는 변압기의 붓싱 등에서 발생하는 지락 고장시 변압기의 1차측 전류,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 비퍼지화
값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

  도 20 내지 도 22는 여자돌입시 변압기의 1차측 전류,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 비퍼지화값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

  도 23 내지 도 25는 특수한 여자돌입시 변압기의 1차측 전류,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 비퍼지화값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

  도 26 내지 도 28은 특수한 외부고장시 변압기의 1차측 전류,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 비퍼지화값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
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OC : 동작코일 PC : 억제코일

  PDP : 비율차동계전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퍼지(Fuzzy) 논리를 이용하여 변압기의 고장과 여자돌입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력계통의 다른 요소와는 달리 변압기의 보호알고리즘에서는 여자돌입전류(inrush current)에 의한 보호계전기의 오동
작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근래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디지탈 보호계전방식에 적용이
용이한 제2고조파 억제기능을 갖는 비율차동계전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M.A. Rahman, B. Jeyasurya, "A steady of
art review of transformer protection algorithms", IEEE, paper 87 WM 114-2, New Orleans, Feb. 1987./Murty,
W.J. Smolinski, "Designed implementation of a digital differential relay for 3-phase power transformer based on
Kalman filtering theory", IEEE Trans., PWRD, vol. 3, No. 2, April 1988./Y.V.V.S Murty, M.A. Rahman, "A Stand-
Alone Digital Protective Relay for Power Transformers", IEEE Trans. PWRD, Vol. 6, No. 1, pp. 85-95, Jan.
1991.」. 그러나 최근의 전력계통은 급격하게 팽창됨과 아울러 대용량화, 복잡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계전방식도 전력
계통의 상황변화에 적응성을 갖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론을 중심으
로 한 지능형 디지털 보호계전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Luis, Bastard 등은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을 이용한 변
압기 보호계전 알고리즘을 연구하였고[Luis G. Perez, Alfred ,j. Flechsig, Jack L. Meador, Zoran obradovic,
"Train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Discriminate between Magnetizing Inrush and Internal Faults", IEEE
Trans. PWRD, Vol. 9, No. 1, pp. 434-441, Jan. 1994./P. Bastard, H. Regal, M. Meunier, "Neural Net- work based
Algorithm for Power Transformer Differential Relays", IEE Proc., Gen. Trans., Vol. 142, No. 4, pp. 386-392, July
1995.」, 퍼지이론(fuzzy theory)을 이용한 변압기 보호계전 알고리즘이 비쉬니에프스키(Wiszniewski)등에 의해 제시되
었다「A. Ferrero, S. Sangiovanni, E. Zappitelli, "A Fuzzy Set Approach to Fault-Type Identification in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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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ying", IEEE Trans. PWRD, Vol. 10, No. 1, Jan. 1995, pp. 169-175./A. Wiszniewski, B. Kasztenny, "A Multi-
Criteria Differential Transformer Relay Based on Fuzzy Logic", IEEE Trans. PWRD, Vol. 10, No. 4, Oct. 1995.」.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비율차동계전방식을 인공지능 이론을 이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변압기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전압특성 및 차전류에 포함된 제2고조파의 함유율 등을 이용하여 변압기의 여자돌입상태와 고장상
태를 판별한다. 따라서 초고압 전력계통에 설치되는 변압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차전류에 제2고조파성분이 많
이 포함되거나 여자돌입전류에 제2고조파의 함유율이 적은 경우 등에는 계전기가 오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765(KV) 초고압 보호계전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최종보고서 1994.12.」.

  도 1은 아날로그 비율차동계전방식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CT1(current
transformer)과 CT2 사이에 형성되어 동작코일(OC)과 억제코일(PC)로 이루어진 비율차동계전기(PDP)를 마련하고 있
다. 이를 이용한 비율차동계전방식은 변류기의 특성차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형 전류로 인한 계전기의 오동작을 막기 위하
여 [식 1]과 같이 차전류(differential current)와 억류전류(restraint current)의 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ㆍㆍㆍㆍㆍㆍ [식 1]

  한편, 전력계통의 다른 요소와는 달리 전력용변압기 보호에 있어서는 변압기의 여자돌입(magnetizing inrush)으로 인한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압기에서 여자돌입 상태는 변압기 철심의 비선형(nonlinear)적인 자기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변압
기일지라도 변압기 여자시의 전압 위상 및 잔류 자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변압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하게
전류가 증가하여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을 유발한다. 따라서 변압기용 보호계전 알고리즘은 여자돌입 상태와 고장상태를 구
별할 수 있는 선택성(selectivity)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선택성을 갖추기 위하여 최근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
달과 더불어 디지털 계전방식에 적용하기 쉬운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는 고조파 억제방식(harmonics restraint method)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고조파 억제방식은 도 1과 같은 비율차동계전방식에 여자돌입 상태에서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변압기의 차전류에 포함된 제2 고조파 성분의 함유율을 이용하는 억제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도 2는 제2 고조파 억제특성을 갖는 변압기보호용 디지털보호방식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
는 각각 CT(current transformer)를 통하여 입력되는 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 전류이다. 그리고 2차측 전류는 변압비
및 변류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보정되어 진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A/D 컨버터에 적당하도록 레벨화된다. 이와 같은 레벨화 과정을 거쳐 마이
크로 프로세서에 입력된 신호를 이용하여 차전류(differential current)와 억류전류(restraint current)의 비를 계산하고,
차전류에 포함된 제2 고조파의 함유율을 계산하여 조건에 따라 고장을 판단하게 된다.

  즉, 차전류 는 변압기의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전류차이며, 억제전류 은 [식 2]로 정의된다.

  ㆍㆍㆍㆍㆍㆍ [식 2]

  이 때, 가 정격전류의 30％∼40％ 이상이면 1차 고장조건이 되며, 차전류와 억제전류의 비가 [식 3]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2차 고장조건이 된다.

  ㆍㆍㆍㆍㆍㆍ [식 3]

  일반적으로 비율 K는 CT 오차, ULTC(Under Load Tap Changer) 오차 및 보조 등에 의한 불일치 CT 오차 등을 고려하
여 설정된다.

  그리고, 1차 고장조건과 2차 고장조건이 만족하면 마지막으로 차전류에 포함된 제2 고조파의 함유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최종 고장으로 판정하게 된다.

  아울러 매우 큰 차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비율차동특성과 관계없이 HOC(High Offset Current)로 판단하여 트립신호
를 발생시키게 된다.

  변압기 제작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근래에 제작되는 변압기는 효율이 더욱 개선되어 변압기의 여자돌입시 차전류에는 제
2 고조파 성분의 함유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압화 및 지중화에 따른 정전용량의 증가로 변압기에서 고장이 발
생한 경우 차전류에는 제2 고조파 성분이 증가하고 중저조파인 3 ∼ 8조파 성분도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
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고조파 억제특성을 갖는 비율차동 계전기로는 변압기의 고장상태와 여자돌입 상태를 구별하기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압기의 차전류에 제2 고조파성분이 다량 함유된 경우에도 변압기의 여자돌입 상태와 고장상태를 구별할 수 있
는 새로운 보호계전 방식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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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결정론적 이치 논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퍼지(Fuzzy) 논리를 이용하여 변압기의
고장과 여자돌입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퍼지화
(Fuzzification)를 위한 입력함수로는 변압기의 비율차동 특성, 변압기의 차전류에 포함된 제2 고조파의 함유율 및 변압기

의 히스테리시스 특성( characteristic) 등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변압기의 상태에 대한 퍼지추론(Fuzzy reasoning)은 합성추론법(composite reason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변압
기의 상태 판별을 위한 비퍼지화(defuzzification)는 무게 중심법(center of gravity method)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퍼지시스템에 의한 변압기 보호계전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압기의 이상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퍼지
시스템의 입력변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발명에서는 변압기의 dψ/di - i 특성, 비율차동특성 및 차전류에 포함된
제2고조파의 함유율 등을 이용하여 3개의 입력변수를 설정한다.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현상을 나타내는 ψ-i 곡선은 변압기의 정상상태, 고장상태 및 여자돌입상태를 판별하는데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의 변압기에서 ψ-i 곡선은 잔류자속의 양에 따라 왜곡되어 변압기의 고장판별이 곤란하다. 이와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차전류와 쇄교자속의 도함수를 이용한다.

  = ㆍㆍㆍㆍㆍ「식 4」

  여기서, , , , 는 전압, 전류를 각각 간격으로 표본화했을 때 변압기의 1차측 전압, 전류 및 2차측 전압,

전류의 k번째 표본값이며, 는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이다. 그리고 도 3, 도 4, 도 5는 변압기의 정상상태, 여자돌입상태

및 내부고장이 발생한 경우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한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도 3, 도 4, 도 5와 같이

는 정상상태인 경우에는 대체로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반면, 여자돌입인 경우에는 -15와 0사이의 영역에서 진동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15 정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퍼지시스템의 입력변수 을 설정한다.

  ㆍㆍㆍㆍㆍ「식 5」

  즉 은 임계치 K를 설정하여 가 주기당 몇번 K이상으로 되는가를 합산하여 주기당 표본수로 나눈 비율이 된

다. 그리고 의 값은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 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계치 K 역시

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에서는 K를 로 설정하였는데 모델로 이용한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는 14.55이다.

  본 발명에서는 서로 다른 판별기준들을 융합할 수 있는 퍼지추론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변압기의 dψ/di -i 특성과 더불
어 변압기 차전류에 포함된 제2고조파 함유율 및 비율차동특성을 이용하여 퍼지시스템의 입력변수를 설정한다. 입력변수

는 아래 「식 6」과 같이 설정한다.

  ㆍㆍㆍㆍㆍ「식 6」

  또 「식 7」과 「식 8」의 차전류 와 억제전류 를 이용하여 입력변수 는 「식 9」로 정의한다.

  ㆍㆍㆍㆍㆍ「식 7」

  ㆍㆍㆍㆍㆍ「식 8」

  ㆍㆍㆍㆍㆍ「식 9」

  즉 입력변수 는 제2고조파 함유율을 그대로 이용하고, 는 조건에 부합되는 빈도를 이용한다. 여기서 는 CT
오차, 부정합율(mismatch ratio) 등을 고려하여 4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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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의 설정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퍼지화를 위한 입력 소속함수의 정의가 이루어진
다. 퍼지시스템에 주어지는 단일값(crisp)의 입력변수는 정의된 소속함수에 의해 퍼지화(fuzzification)됨으로써 하나 혹은

다수의 소속함수값(degree of membership)으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제시된 3가지의 입력변수 , , 의 퍼지화
를 위하여 각각 0.01간격으로 0∼1사이의 정의역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소속함수값은 모두 0∼1 사이의 값이 된

다. 도 6은 이와 같이 정의된 입력 의 소속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도 6에서 퍼지 입력변수 의 퍼지화를 위한 소속함수는 3개의 퍼지집합 FI_1_S, FI_1_M, FI_1_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퍼지시스템의 특징인 언어적변수로 표현되는 집합이다. 즉 첨자 S, M, L은 각각 변수 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작
은 것, 중간정도 및 매우 큰 것을 나타내는 한정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속함수는 전문가적 개념에서 결정되는데, 입력

변수 은 변압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정상상태에 대해서는 대채로 0∼0.1사이, 고장상태에 대해서는
0.9∼1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에 대응되는 퍼지집합 FI_1_S, FI_1_M의 정의역은 좁게 설정된다. 그러나 여자돌입상태에

서는 경우에 따라 0.5∼0.9로 매우 변동이 심하여 이에 대응되는 퍼지집합도 넓은 영역에 걸쳐 설정된다. 입력변수 의
소속함수는 도 7과 같이 2개의 퍼지집합 FI_2_S, FI_2_L로 중복되게 구성되는데, 이것은 차전류내의 제2고조파 함유율이

여자돌입시에는 대체적으로 크고 정상상태나 내부고장발생시에는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 소속함수는

의 값이 정상상태에서는 0에 근접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며, 여자돌입시에는 0.4∼0.6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도 8과 같이 설정한다.

  본 발명에서 이용한 퍼지 추론규칙은 모두 20개로 2개의 조건부와 하나의 결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부에는 출력퍼
지집합에 영향을 미치는 헤지(headge)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의된 20개의 퍼지 추론규칙들은 조건부를 구성하는 입
력변수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군으로 구성된다.

  (가) Rule type 12

  R1 : if FI_1 is FI_1_S and FI_2 is FI_2_S,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STEDY

  R2 : if FI_1 is FI_1_M and FI_2 is FI_2_S, then

  OUT_FZ_SET is QUITE OINRUS

  R3 : if FI_1 is FI_1_L and FI_2 is FI_2_S,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FAULT

  R4 : if FI_1 is FI_1_S and FI_2 is FI_2_L, then

  OUT_FZ_SET is QUITE OSTEDY

  R5 : if FI_1 is FI_1_M and FI_2 is FI_2_L,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INRUS

  R6 : if FI_1 is FI_1_L and FI_2 is FI_2_L, then

  OUT_FZ_SET is QUITE OFAULT

  (나) Rule type 13

  R7 : if FI_1 is FI_1_S and FI_3 is FI_3_S,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STEDY

  R8 : if FI_1 is FI_1_M and FI_3 is FI_3_S, then

  OUT_FZ_SET is QUITE OINRUS

  R9 : if FI_1 is FI_1_L and FI_3 is FI_3_S, then

  OUT_FZ_SET is SOMEWHAT OFAULT

등록특허 10-0492526

- 5 -



  R10 : if FI_1 is FI_1_S and FI_3 is FI_3_M, then

  OUT_FZ_SET is QUITE OSTEDY

  R11 : if FI_1 is FI_1_M and FI_3 is FI_3_M,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INRUS

  R12 : if FI_1 is FI_1_L and FI_3 is FI_3_M, then

  OUT_FZ_SET is QUITE OFAULT

  R13 : if FI_1 is FI_1_S and FI_3 is FI_3_L, then

  OUT_FZ_SET is SOMEWHAT OSTESY

  R14 : if FI_1 is FI_1_M and FI_3 is FI_3_L, then

  OUT_FZ_SET is QUITE OINRUS

  R15 : if FI_1 is FI_1_L and FI_3 is FI_3_L,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FAULT

  (다) Rule type 23

  R16 : if FI_2 is FI_1_S and FI_3 is FI_3_S,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STEDY

  R17 : if FI_2 is FI_1_L and FI_3 is FI_3_S, then

  OUT_FZ_SET is QUITE OINRUS

  R18 : if FI_2 is FI_1_L and FI_3 is FI_3_M,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INRUS

  R19 : if FI_2 is FI_1_S and FI_3 is FI_3_L, then

  OUT_FZ_SET is DEFINITELY OFAULT

  R20 : if FI_2 is FI_1_L and FI_3 is FI_3_L, then

  OUT_FZ_SET is QUITE OINRUS

  여기서 Rule type12는 입력 과 에 관련된 규칙이고, Rule type13, type23은 각각 입력 과 , 와 에
관련된다. 그리고 OSTEDY는 정상상태, OINRUS는 여자돌입, OFAULT는 고장을 나타내는 출력퍼지집합이며, QUITE,
DEFINITELY, SOMEWHAT은 출력퍼지집합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언어적 한정사이다. 예를 들어 출력퍼지집합이
QUITE OFAULT인 경우 고장일 확률이 90% 이상이고, DEFINITELY OFAULT는 50% 정도이며, SOMEWHAT은 고장
일 확률이 10% 이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퍼지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언어적 한정사는 일반적인 확률론적 개념과
는 차이가 있다.

  상기한 퍼지추론규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통해 생성된 출력퍼지집합은 도 9와 같이 정의된 출력소속함수에 의해 퍼지연
산된다. 즉 퍼지추론이 실행될 때마다 출력퍼지집합은 퍼지연산을 통해 새로운 최종출력퍼지집합으로 갱신(updata)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출력퍼지집합 OUT_FZ_SET이 결정되고, 이것이 비퍼지화(defuzzification)의 대상이 된다. 퍼지
시스템에서 최종출력퍼지집합을 비퍼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합성모멘트법, 합성최대치법, 최대치의 평균법, 지지집합
의 평균법 등이 있으나 이 중 합성모멘트법이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고 서로 다른 출력퍼지집합간의 융합이 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식 10」으로 표현되는 합성모멘트법을 이용한다.

  ㆍㆍㆍㆍㆍ「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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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출력퍼지집합의 정의역이며, 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최종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degree)이다. 「식
10」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퍼지집합의 정의역은 비퍼지화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되는데 본 발명에서의 비퍼
지화값은 미리 정해진 임계치와 비교하여 고장을 판단하는데만 이용되므로 도 9와 같이 1에서 9까지 0.2 단위로 설정하였
다. 즉, 출력퍼지집합의 정의역은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비퍼지화값이 3정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퍼지화 값이 6이
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본 발명에서는 EMTP를 이용하여 3 45/60(MVA) 154/ 23(KV) △-Y결선 변압기를 대상으로 여자돌입상황 및 고장상
태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도 10은 제시된 변압기 보호
계전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알고리즘의 수행은 먼저 표본화된 변압기의 1차측 전압, 전류인 , 와 2차측 전압, 전류인 , 가 입력되면

(S10), 이를 이용하여 입력변수 , , 를 계산한다(S20). 다음으로 정의된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입력을
언어적변수로 퍼지화한다(S30). 퍼지화한 언어적변수들은 퍼지규칙을 이용한 퍼지추론과정을 거쳐 출력퍼지집합화하고,
이전의 출력퍼지집합과 퍼지연산을 통해 최종출력퍼지집합을 생성한다(S40). 이렇게 출력된 최종출력퍼지집합이 비퍼지
화과정을 통해 단일값으로 출력되고(S50), 그 값을 정해진 임계치(threshold)와 비교하여(S60)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장이 아니고, 큰 경우에는 고장으로 판단하여 트립신호를 발생하게 된다(S70).

  이하, 변압기의 고장 및 여자돌입상황 등에 따른 EMTP 출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도 11은 정상적으로 운전중이던 변압기의 1차측 A상 권선중 10:15:75로 분리되는 부분에서 권선간 단락고장이 발
생한 경우 1차측 3상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EMTP에서 0.06초후에 고장을 발생시킨 것으로 표본으로는 46번째가
된다. 그리고 도 12는 알고리즘의 수행에 따라 출력퍼지집합이 갱신되는 과정을 38번째 표본부터 나타낸 것으로, X축은
출력퍼지집합의 정의역, Y축은 표본번호를 나타내며 Z축은 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degree) 를 나타낸다. 도 1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상태의 출력퍼지집합을 나타내던 출력은 46번째 샘플에서부터 정상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54번째 샘플
부터는 고장에 해당하는 출력퍼지집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도 13과 같이 정상상태에서 3으로 유지되던 비퍼지화값이 고
장이 발생한 46번째샘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4번째 표본에서는 임계치 6에 도달한다. 따라서 계전기는 고장이 발생
한 후 약 2/3주기인 54번째샘플에서 트립신호를 발생한다.

  도 14는 변압기의 1차측 B상 권선의 20:80인 지점에서 0.052초인 39번째 표본에서 권선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1차측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도 15와 같이 정상상태로 나타나던 출력퍼지집합은 39번째 표본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47번째 표본이후에는 고장상태의 출력퍼지집합으로 변한다. 따라서, 도 16과 같이 비퍼지화값이 변하여 고장발생후 약 2/
3주기인 47번째 표본에서 트립신호가 발생된다.

  도 17은 변압기의 2차측 부싱등과 같은 외부단자 C상에서 0.054초후인 41번째샘플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1차
측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도18은 외부단자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출력퍼지집합이 고장상태의 집합으로 갱신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비퍼지화값은 도 19와 같이 41번째 표본부터 변화를 시작하여 50번째 표본에서 임계치를 넘어 계전기
는 트립신호를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트립신호가 고장발생 후 약2/3주기 후에 발생하여 변압기의 권선에서 고장이 발생
한 경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도 20은 변압기가 여자돌입상태인 경우 1차측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즉 0.041초 후에 변압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한 경우
로 표본으로는 30번째에 해당한다. 도 21은 여자돌입시 출력퍼지집합이 갱신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21에서 변압
기가 투입되기 전 출력퍼지집합은 정상상태와 여자돌입상태의 중복된 퍼지집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퍼지화를 위한 입
력 소속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이 0인 경우에도 입력변수의 값이 1또는 0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고장판단에는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변압기가 계통에 투입되는 30번째 표본부터 출력퍼지집합은 변화하여 37번째 표본부터는 완전
한 여자돌입에 해당하는 출력퍼지집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도 22와 같이 비퍼지화값은 5정도로 나타나 트립신호
는 발생되지 않는다. 도 23은 A상 전압의 위상이 90 일 때 변압기에 투입되는 여자돌입상황시의 변압기 1차측 전류를 나
타낸 것이다.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는 투입되는 전압의 위상이 0 일 때 반파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압의 위상이 90 일 때 투
입된 경우에는 도 23의 A상전류와 같이 정현파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압의 위상이 90 부근에서 투입된 경
우에는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에 제2고조파가 약 13%정도로 적게 함유되어 있어 기존의 제2고조파 억제특성을 갖는 비
율차동계전기에서는 고장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도 24와 같은
출력퍼지집합의 결과를 나타내고, 도 25와 같이 비퍼지화값은 4정도로 나타나 트립신호는 발생하지 않는다.

  도 26은 변압기의 외부단자 A상에서 특수한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 변압기 1차측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초고압변
압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가정하여 모델링한 것으로 캐패시터스를 통한 고장을 모의하여 고장전류에 고조파성분이
많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차전류에 제2고조파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기존의 비율차동계전방식으로는 고장검출
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서는 도 27과 같이 출력퍼지집합의 변화를 나타내므로서 고장검출
이 가능하다. 즉 고장이 발생한 26번째 표본부터 출력퍼지집합이 변하고 도 28과 같이 비퍼지화값이 변하여 35번째 표본
에서 비퍼지화값이 임계치 이상으로 되어 트립신호가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 제시한 퍼지시스템을 이용한 변압기 보호계전 알고리즘에서는 변압기의 임의의 상에서 임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발생 후 약2/3주기내에 고장을 판별하여 트립신호를 발생하며, 여자돌입시에는 트립신호를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장전류에 제2고조파의 함유율이 높은 경우와 여자돌입전류에 제2고조파성분이 적게 포함된
경우 등에도 퍼지추론에 의해 고장발생 후 약 2/3주기내에 고장을 판단한다.

  본 발명에서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퍼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다. 이것
은 변압기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전류에 제2고조파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때, 여자돌입시 돌입전류에 제2고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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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을 때 등 기존의 비율차동계전방식으로는 고장과 여자돌입상황의 판별이 모호한 경우 등에도 이
를 정확히 판별한다. 아울러 고장판단시간도 고장발생 후 약 2/3주기내에 가능하여 기존의 보호계전 알고리즘에 전혀 뒤
지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은, 변압기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고장은 물론 차전류에
제2 고조파 성분이 다량 함유된 변압기의 고장, 차전류에 제2 고조파 성분이 소량 함유된 여자돌입 상태 등을 정확히 판별
한다. 따라서 초고압 전력용 변압기의 디지털 보호계전 기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많은 변형이 가능함은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계전신호에 대해 변압기로부터 1차측 순시치 전압( ) 및 전류( )와, 2차측 순시치 전압( ) 및 전류

( )를 검출 및 크기변환하여 전압신호 및 전류신호를 기준화시키는 검출 및 기준화 단계;

  기준화된 전압신호, 전류신호를 이용하여 변압기의 자속-전류의 도함수 특성을 이용하여 여자돌입과 고장 상태를 지지
하도록 설정하는 제1 입력변수, 변압기의 차전류에 포함된 제2 고조파의 함유율로 여자돌입을 지지하도록 정의하는 제2
입력변수, 및 차전류와 억제전류의 비를 이용하여 설정조건에 부합되는 빈도로 정의하는 제3 입력변수를 포함한 퍼지시스
템의 입력변수를 생성하는 입력변수 생성단계;

  상기 생성된 입력변수 각각을 정의된 소속함수에 의해 퍼지화시켜 하나 또는 다수의 소속함수값으로 변환시키는 퍼지화
단계;

  상기 제1 입력변수와 제2 입력변수, 제2 입력변수와 제3 입력변수, 제1 입력변수와 제3 입력변수가 각각 관련되어 다수
의 입력변수들로부터 취득된 정보들과 정량화된 불확실성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퍼지추론단계;

  입력 퍼지집합과 출력 퍼지집합에 각각 대응하는 조건부와 결론부로 이루어진 퍼지추론규칙에 의해 최종 출력되는 출력
퍼지집합을 비퍼지화시키는 비퍼지화단계; 및

  상기 비퍼지화단계에서 추출된 비퍼지화값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여자돌입 상태 및 고장상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상태를
최종판정하여 트립여부를 결정하는 판정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입력변수는, 임계치 K를 설정하여 도함수의 결과값이 주기당 몇번 K이상으로 되는가를 합산
하여 주기당 표본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함수는 하기한 식으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
법.

  =

  (여기서, , , , 는 전압, 전류를 각각 간격으로 표본화했을 때 변압기의 1차측 전압, 전류 및 2차측 전압,

전류의 k번째 표본값이며, 는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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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입력변수는, 주기당 CT오차가 일정값 이상인 표본수를 주기당 표본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여기서, X％는 30％ 내지 50％ 범위내의 값)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퍼지 추론법으로는 합성 추론법을 사용하며, 퍼지 합성 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퍼지 연산법으로는
Min-Max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출력 퍼지집합의 비퍼지화를 위하여 합성모멘트법, 합성최대치법, 최대치의 평균법, 지지집
합의 평균법, 및 무게중심법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
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모멘트법은 하기한 식에 의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용 디지털 보호계전방법.

  

  (여기서, 는 출력퍼지집합의 정의역이며, 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최종출력퍼지집합의 지지도(degree)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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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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