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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continues, surge rates
in Korea are also getting increased. Although there are devices to
protect distribution line from the surge like lightning arrester,
insulation of the lightning arrester can be destroyed if frequent surge
occurs in distribution line. This paper assumed that the lightning
surge hits the lightning arrester and make this device's insulation
destroyed. This paper also simulated these processes utilizing
EMTP/ATPDraw and verified voltage behavior when faults such as
line to ground fault due to frequent lightning surge occur in lightning
arrester.

1. 서    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 인근에도 낙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규격을 따른 국내 배전계통에는 뇌서지
보호를 위한 설비로써 가공지선 및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배전선로
로 뇌서지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피뢰기 소자의 저항성 누설전
류가 증가하고 발열랑이 증가되면서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할 수 있다[2-3]. 피뢰기의 절연파괴는 지락 과전류 계전기의
오동작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변압기를 포함한 중요기기
들의 고장을 야기하여 고장복구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변압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4-5]. 이에 본 논문에
서는 EMTP를 이용하여 선로를 모델링 하고 낙뢰를 인가했을 시 피뢰
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지락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의하여 시뮬레이
션하고 최대과전압 및 RMS 전압을 비교 및 분석 한다.

2. 선로 및 뇌서지 모델링

  2.1 뇌서지
본 논문에서는 뇌과전압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할 뇌서지 전류의 파고
치를 20kA로 선정하였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2/70μs의 뇌서지를
Heidler Type으로 모의하였다.

  2.2 선로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154kV/22.9kV 변압기 및 피뢰기를 사용하여
선로를 모델링 하였으며 뇌서지가 변압기 측 가공지선에 인가되어 변압
기 측 피뢰기의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모의하였다.

  2.2.1 발전기 및 변압기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모델링을 위해 154kV, 60Hz의 주파수를 갖는
3상 교류 전원을 사용하였고 Saturable 3 phase 모델을 이용해 <그림 1>
과 같은 파형을 가지는 154kV/22.9kV 변압기를 모의하였다.

<그림 1> 변압기 1, 2차 측 전압 파형

  2.2.2 피뢰기
MOV 모델을 사용하여 피뢰기를 모델링하였으며 접지저항은 25Ω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모델링 된 피뢰기의 V-I 특성곡선은 <그림 2>와 같
으며 피뢰기 설치간격은 500m로 선정하였다.

<그림 2> 피뢰기 V-I 특성곡선

  2.2.3 전선 규격
선로 구성에 사용된 전선의 내경 및 외경, 대지로부터의 높이, 상간
거리 등 전선 규격에 대한 파라미터 값은 <표 1>과 같다. 또한 가공지
선은 매 200m 간격마다 50Ω의 크기를 가지는 저항으로 접지 하였으며
선로의 총 길이는 2km로 모의하였다[4].

 <표 1> 배전선로 파라미터

2. 시뮬레이션 및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는 뇌서지로 인한 피뢰기 지락시의 과도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총 2km의 선로를 변압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500m 간격으로 최
대과전압 및 RMS 전압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뇌서지 인가 시 피뢰기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뇌서지 인가 시 피뢰기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각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하였다.

  2.1 최대과전압

  2.1.1 뇌서지 인가 시 피뢰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림 3> 피뢰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시 상별 최대과전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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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경[cm] 높이

[m]
전기저항
[Ω/km]내반경 외반경

가공지선 0.13 14.8 0.899

상도체 0.39 13.3 0.182

중성선 0.39 1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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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서지 인가 시 정상적인 선로에서의 거리별 최대과전압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상의 최대과전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뇌서지 인가 시 피뢰기 1선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림 4> 피뢰기 1선지락 고장 발생 시 상별 최대과전압 그래프

<그림 4>는 뇌서지로 인한 피뢰기 1선지락 고장 시 각 지점에 대한
최대 과전압을 A, B, C상으로 구분해 그린 그래프이다. 뇌서지로 인한
변압기 단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압기 측 최대과전압이 다른 지점의
최대과전압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피뢰기 1선지락, 2선지락, 3선지락 고
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로 변압기 측 최대과전압이 가장 낮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선지락 고장 시에는 1선지락 고장 시와 비교했
을 때 B, C상의 변압기 측 최대과전압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RMS 전압

  2.2.1 뇌서지 인가 시 피뢰기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림 7> 지락고장 시 A상의 RMS 전압 그래프

<그림 7>은 뇌서지로 인한 피뢰기 지락고장 시 각 지점에 대한 A상
의 RMS 전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락이 발생한 A상의 RMS 전압은
지락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작지만 지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의
RMS 전압은 지락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RMS 전압보다 크다. 2
선지락의 경우에도 1선지락 경우와 비슷하게 지락이 발생한 상의 RMS
전압이 지락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압이 작지만 지락이 발생
하지 않은 상의 RMS 전압은 지락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뇌서지로 인한 지락고장 시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상의
RMS 전압은 1선지락, 2선지락, 3선지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전선로에 뇌서지 침입 시 피뢰기 고장으로 지락사고
가 발생한 경우를 모의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변압기를 기준으로 각
지점의 최대과전압 및 RMS 전압을 측정하여 고장 종류별 최대과전압
과 RMS 전압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뇌서지로 인한 피뢰기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변압기 측에서 최대과전압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락이
일어난 상에서의 RMS 전압은 무고장시 RMS 전압보다 낮았으며 1선지
락 고장, 2선지락 고장, 3선지락 고장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지락
이 일어나지 않은 상에서의 RMS 전압은 무고장시 RMS 전압보다 컸으
며 1선지락, 2선지락, 3선지락 고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압
특성 차이는 사고 종류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
며 향후 연구에서는 결과로부터 확인된 사고별 RMS 전압 및 최대과전
압 특성 차이를 이용해 피뢰기 사고별 감지가 가능한 계전기를 모델링
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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