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7 -

ZCT를 이용한 비접지계통에서의 사고유형별 사고구간 검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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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fault section detection algorithm to be 
considered variety measurement devices is proposed in ungrounded 
diatribution network. Ungrounded network is different from grounded 
netork. It's that a fault current doesn't generate when a single 
grounded fault by characteristic of ungrounded network. So, a fault 
section detection is very difficult. Thus, in this paper, a fault section 
detection method is proposed by data from variety measurement 
devices. The method is proved by matlap simulink.
 

1. 서    론

  비 지계통은 세계의 8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배 계통의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계통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 지계통에 한 
기술과 제품은 비교  심이 은 편이었다. 하지만 력IT 산업의 실
용화 산물인 배 자동화 시스템의 동남아  국 등 해외진출에 한 
계획이 확정되면서 비 지계통에 한 연구가 필수 연구가 되었다.
  배 계통 운 은 수용가에 한 력공  신뢰도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  배 계통 운
에 있어서, 사고에 한 신속한 고장구간 검출  불필요 정 구간의 복
구가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 지계통에서의 사고발생 시 상은 지계통과는 약간 다른 양상
을 보인다. 지와의 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1선지락 사고 
시 에는 폐회로 구성이 되지 않아 고장 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 압 상승으로 인한 선로와 설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사고를 감
지하지 못하고 그 로 두면 계통 운  설비들이 동시다발 으로 고장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계통붕괴도 생길 수 있다.
  배 계통에 비 지계통을 사용하는 나라들 에 표 인 일본을 
로 들어보면, 이러한 사고발생에 하여 계통보호를 해 순송식 방식을 
통해 사고를 감지하고 사고구간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수
용가에 최소 2 번의 순간 정 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ZCT를 이용하여 
선간 압과의 상비교를 통해 단말에서 고장을 감지하여 FI정보를 이
용한 고장구간 검출 방법도 있다[1]. 이 방법은 선로에 PT를 설치하여 
선간 압을 측정해야 하는데 PT는 설비의 부피와 비용 때문에 많이 활
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다양한 측정장비들
의 종류에 따라 ZCT를 이용한 고장구간 검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ZCT는 큰 설비이지만, 수출을 하여 소형으로 제작되어 측정장비  
스 치 등에 설치될 정도로 작은 크기의 장비가 개발되었다. 이를 이용
하여 상 류를 측정하고, PT 역할을 신해주는 압 측정장비들의 
측정데이터 종류에 따른 고장구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사례연구는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계통을 모의하고 해석하
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한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2장에서는 ZCT가 포함된 비 지계통에서의 
특징에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과 이를 입증하는 결과를 바로 보여주도록 한다.

2. ZCT가 포함된 비접지 배전계통의 특징

  2.1 비접지계통의 특징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고장 발생 시 고장전류는 대지 정전용량
에 의한 충전전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과 같은 배전계통
에서 No.1선로에 1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지락전류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건전회선의 충전전류는 모선을 통해 고장 점으로 흘러 들어가
고 사고회선 No.1의 모선 측과 부하 측의 충전전류도 고장 점으
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 이 충전전류는 매우 적은 값이기 때문
에 우리나라와 같은 다중접지방식과 같이 Feeder 인출 단의 

OCR 또는 계통 내의 Recloser에 의한 자동재폐로 후 고장회선 
분리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다른 보호계전기의 동작도 확실하다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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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접지 배전 계통

  특히 비접지계통에서 1선지락 고장발생 시 전압의 변화를 살
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중성점이 고장 상으로 옮겨 간다. 따라서 
고장 후 선간전압의 변화는 없고 건전상의 대지전압은 고장 전

에 비해 배 증가하고 고장상의 대지전압은 0이 된다. 하지만 
비 접지 계통에서는 접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선을 제외하고
는 대지전압은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건전상이나 고장상의 대
지전압의 변화는 선로 중간의 측정 장치에 의해서 측정할 수 없
기 때문에 단말에서의 고장 상이나 구간 검출의 관점에서 보았
을 때는 무의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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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접지 계통의 정상 시 전압벡터와 1선 지락 고장 

시 전압벡터
  
  2.2 ZCT를 이용한 영상전류의 측정
  <그림 3>은 비 지계통에서의 사고발생 시 고장 류 분포도 이다. 
No.1 의 선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No. 3과 No. 2으로부터 모두 고장
으로 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1선지락 사
고 시에 고장 류는 선로와 지 사이의 충 류가 모여 고장 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기는 소량의 류이다. 상 류를 측정할 때 설비의 
성능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류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ZCT를 이용한 상 류를 측정하려면 하나의 주변압기가 담
당하는 Feeder들의 총 선로 길이가 얼마 이상이 유지되어야 사고발생 
시 정상 으로 상 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지 않다면 1선지락 
사고가 발생하여도 최악의 경우에는 체 충 류의 크기가 어 Z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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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감지할 수 없다. 이는 비 지계통 기반의 배 자동화 시스템 해
외 수출 시 계통구조에 한 필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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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접지 계통에서 1선지락 고장시의 고장전류분포

  이는 matlab simulk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압 벨 10,900[V]일 때, 
R/L/C는 각각 0.01273, 0.3864 / 0.9337e-3, 4.1264e-3 / 12.743-9.7, 
7.751e-9으로 하여, ZCT의 최소 측정 상 류 크기를 500mA로 
하 을 때, 22km의 고장  상단의 선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ZCT를 이용한 측정장비별 고장구간 검출 방법

  <그림 3>과 같은 계통을 matlab simulink로 비 지 배 계통을 모의
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여기에 사용된 측정장비는 <그림 5>부터 <그
림 7>에 나타낸 3종류이다. <그림 5>는 상 압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그림 6>은 항을 이용한 상 압 측정장비, <그림 7>은 커패시터를 
이용한 상 압 측정장비이다.

<그림 5> 비접지계통의 상전압 측정장치

<그림 6> 저항을 이용한 영상전압 측정장치(GRVD)

<그림 7> 커패시터를 이용한 영상전압 측정장치(CVD)

  <표 2>, <표 3>, <표 3> 에서와 같은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서 각 
장비별 고장구간 검출 방법을 한 데이터 비교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나타낸 표 들을 통해서 1선지락 사고 시 측정장비별 다양한 고장구간 
검출방법을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다.

 <표 2> 상전압 측정장비를 이용한 결과 비교

<표 3> GRVD를 이용한 결과 비교

.

<표 4> CVD를 이용한 결과비교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 지 배 계통에서의 ZCT를 이용한 측정장비별 1선
지락 사고에 한 고장구간 검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결과는 1선지락 사고에 해서 방법을 제안하 으며, 그 외 다른 
종류의 사고들은 지계통과 동일한 환경을 가지게 되므로,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상황에 따른 알고리즘의 용으로 배 자동화 
시스템의 해외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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