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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분산전원의 가파른 성장과 장거리 선로의 증가로 인하여 배전선로 전압조

정장치(step voltage reguator, 이하 SVR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구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VR이 설치된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고장전류가 선로 보호협조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배전선로 보호협조와 SVR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대

칭좌표법과 임피던스법을 이용하여 고장전류를 설명하였다. 대칭좌표법과 한

국전력 배전지능화 프로그램인 Off-DAS, 그리고 E-TAP을 이용한 모의선로

의 모델링를 구성하여 고장을 상정하고 배전계통에 대한 고장을 해석하였다.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전원측으로부터 부하측으로

SVR을 통과하는 고장전류가 감소하여 선로의 보호협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VR이 설치

되어있는 배전선로의 보호기기 최소 동작전류값 조정을 통한 배전계통 구성

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선로전압조정장치, 분산전원, 고장전류, 보호협조, 장거리 배전선로

학 번 : 2018-2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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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과 에너지 2030 정책으로 인하

여 중앙 집중형 발전을 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시장에

참여하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형태로 전기사업의 구조

가 변화하고 있다. 1MW 이하 신재생 설비의 무제한 접속 허용과 접속

용량의 증가 그리고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전력거래량 상향 폐지로 인

하여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과 같이 분산전원의 형태

가 광범위해지고 분산전원의 배전선로 연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배전계

통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로의 연계점과 부하를 고려한 발전소의 위치 선정이 아닌 발

전소 위치에 근접한 배전선로에 연계로 인하여 보호기기의 오동작, 부동

작 등 보호협조 구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로말

단 지역과 배전선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분산전원이 설치되

어 연계를 시행하고 있어 배전선로의 연장으로 총긍장은 더욱 증가할 전

망이다. 부하의 증가 및 선로의 연장으로 인해 고장전류의 변동, 임피던

스 증가에 의한 전력손실, 상불평형, 불완전 보호협조 등이 있고 그중 가

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장거리 선로 및 분산전원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변동이다[1, 2]. 과전압 또는 저전압 등 전압변동이 발생하면 전압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배전계통의 전압조정은 주변압기에 설치되어있는 OLTC에

의해 송출전압을 선로 전압 강하 보상기로 조정하여 제어하는 방식과 배

전선로에 설치되는 주상변압기의 3단계의 탭을 수동으로 조정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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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이내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왔다[3]. 최근들어 분산형전원

접속과 장거리 배전선로의 증가로 인하여 선로전압조정장치의 설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압의 조정을 위해 SVR을 설치하게 되고 다

시 규정전압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배전선로의 말단 부근에서 고장 발생

시 SVR에 의한 전압 보상으로 고장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호협조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에 설치되었는 SVR

이 고장전류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협조 검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본 논문의 기본개념을 서술하였다.

  우선 2.1에서는 “배전설계기준”, “배전보호기술서”, “보호협조반” 및

“SVR 운용지침” 등을 통하여 보호협조의 기본적인 개념과 각 기기의 특

성 및 정정지침을 기술하였다. 2.2에서는 선로전압조정장치(SVR)에 대한

개념과 운용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3에서는 고장전류의

발생 원리와 대칭좌표법과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고장전류 해석, 그리

고 고장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SVR이 설치되어있는 배전계통의 고장전류 해석을 위하여

대칭좌표법을 이용한 배전계통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보호협조 프로그램

인 Off-DAS와 고장해석 프로그램인 E-Tap을 이용하여 선로 사고 위치에

따른 고장전류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모의 선로에 대한 고장상정 및 해석을 통하여 배전선로에

대한 SVR의 설치가 고장전류에 미치는 특성에 대해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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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전계통의 운용특성

제 1 절 보호협조

1. 보호협조 정의

  배전선로 보호 구간에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변전소 계전기, R/C, 

퓨즈, 고객 계전기 등 보호기기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 신호를 주거

나 스스로 동작을 수행하여 건전 구간을 고장 구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를 통해 피보호구간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고장 구간을 축소

하는 역할을 한다[4]. 

  즉, 배전선로의 고장점으로부터 전원 측(변전소 CB 측)에 보호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고장점에 가장 근접한 보호기기만 개방을 수행하고 그

외의 보호기기들은 투입/개방 동작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해당 배전선로의 보호협조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협조란 배전선로의 고장 발생 시 보호기기가 최소한의 투입

/개방 동작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선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호기기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4]. 이때, 고장점을 기준으로 R/C-2을 전위(측) 보호

기기라하고전원측에위치한기기(R/C-1)을후비(측) 보호기기라한다.

2. 보호협조 검토시기

  보호협조의 검토는 상시로 수행되어야만 최적화된 선로를 구성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 시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기기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전주 이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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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위치가 바뀌는 경우, 또는 해당 설치점 이후의 선로가 철거되는 경

우에 보호협조를 재검토 해야 한다. 만약 신설 수용가가 해당 선로에 연

계되는 경우 계약전력이 큰 경우에는 선로 부하의 변동이 발생하고 선로

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므로 보호협조의 정정을 통하여 해당 수용가

와 전력회사의 보호기기의 동작이 원활하여지도록 해야 한다. 계통보강

공사나 현장 여건에 따른 계통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종이나 긍장이 바

뀌게 되고 이는 해당 선로의 총 임피던스가 변경되므로 보호협조를 통하

여 새로운 협조값을 산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원 측의 계통이 변경되

는 경우, 타 보호기기의 정정치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보호협조

의 재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협조 검토를 수행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보호기기 설치위치

  보호기기 설치공사는 단상변압기, FRTU, 제어함, 저압선 1경간 설치

등 많은 부대공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타 공사보다 고비용이 지출된다. 

만약, 보호협조 불가로 재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기기설치 위치선정의 어

려움과 재이설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협조를 위한 보호기기의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비보호기기와

협조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선로에 정전이 발생하더라

도 중요 수용가에게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요 수용

가의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장 다발

지역이 존재할 시에는 해당 개소의 전원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선

로의 부하를 등분하는 위치에 설치할 시에는 보호기기가 1대이면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하고 보호기기가 2대 이상이면 부하의 1/3 분할 지점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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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비보호기기 전위 보호기기 협조시간차 [Cycle]

 OCR / OCGR OCR / OCGR 17

 OCR / OCGR R/C 10

 R/C OCR / OCGR 6

 R/C (ESV, KH-ESV) R/C 3.5

 R/C (IJB-VE, VWVE, EVR-2) R/C 2.7

 자동화용R/C R/C 2.7

치한다.

4. 보호협조 방법

  원활한 보호협조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보호기기간의 동작시간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장전류 크기에 의한 방법 그리고 동작횟수를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 

    첫째, 동작시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후비 보호기기의 동작시간에

서 전위 보호기기의 동작시간을 차감한 것을 두 기기간의 “동작시간차”

라고 하는데, 동작 시간차가 보호기기별 정해진 최소 협조시간차보다 크

면 협조가 된다고 판단한다. 즉, 후비 보호기기가 전위 보호기기보다 동

작시간이 길어야 협조가 가능하다. 변전소 계전기와 R/C, ASS, EFI, 선로

용 퓨즈가 동작시간차를 이용한 보호협조를 사용한다. 표 2.1은 각 기기

의 협조시간차이다.

<표 2.1> 보호기기간협조시간차

  하지만 배전선로에 여러 대의 R/C가 직렬로 설치되어 있을 시 전원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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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
시퀀스

R/C 2대 운영 R/C 3대 운영

후비 전위 후비 중간 전위

시퀀스

1F3D 1F2D 1F3D 1F2D 1F1D

1F2D 1F1D 2F2D 2F1D 2F

2F2D 2F1D 4D 3D 2D

4D 3D - - -

3D 2D - - -

후비보호기기쪽으로갈수록보호협조최소필요시간이커기지때문에실

배전선로에적용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4].

  둘째, 고장전류 크기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배전선로의 인출부는

배전설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아 고장전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선로 말단으로 갈수록 선로의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장

전류는 감소한다. 고장전류의 차를 이용한 보호협조의 방법은 이러한 배

전선로의 임피던스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치에서 고장이 발

생하더라도 3상 단락고장이나 2선 단락 또는 지락고장, 1선 지락고장 등

고장의 유형이 다르고 접촉저항 발생 시 접촉물의 저항값에 따라서도 고

장전류 값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동작횟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렬 2대 이상의 R/C를 배

전선로에 부설할 때 부하 측 R/C의 동작 횟수를 전원 측 R/C의 총 동작

횟수보다 1회 또는 그 이하로 정정하는 방법이다. 표 2.2는 후비보호기기

와 전위보호기기의 정정 횟수를 나타낸다. 

<표 2.2> 보호기기의 시퀀스 정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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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C 특성곡선

  그림 2.1은 보호협조의 T-C 특성곡선이다. Y축에서 동작시간(time : T)

과 X축에서 입력전류(current : C)를 나타내며 log scale을 사용한다. Y축

은 cycle 또는 초를 단위로 사용하고 X축은 단위가 없는 P.U.(pick up) 배

수를 사용한다. 이때, P.U. 배수란 고장전류의 값을 최소동작전류 값으로

나눈 것으로써 고장전류가 최소동작전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배수최소동작전류
고장전류

-------------------------------------------------------(식 2.1)

  만약 X축에 P.U. 배수가 아닌 고장전류값으로 사용한다면 불완전한 보

호협조가 생긴다. 예를 들어 후비 보호기기 상 최소동작전류 이상의 고

장전류가 흐르면 전위 및 후비 보호기기가 동시에 고장전류를 인지하고

개방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호협조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배전선로에 동일한 고장전류가 흐르더라도 P.U. 배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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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통해 후비 및 전위 보호기기간에 동작시간차를 발생시킴으로

써 보호협조가 가능하게 된다.  

5. 보호기기 정정

  가. 변전소 계전기

  배전선로의 전선, 기기 등 보호 대상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피해 규모

를 감소시키고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정값에 의해 기

기에 신호를 주어 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보호계전기라 한다. 즉, 배전

계통 고장 발생 시 고장 상태를 감지하고 정정된 조건에 의하여 판단을

수행하고 차단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신규 배전선로의 경우 선종과 긍장을 바탕으로 선로 임피던스를 구하

고 그에 따른 보호협조 정정값을 산출하여 변전소 계전기를 설정한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배전선로의 경우 선로의 변경이나 부하의 증감, 선

종의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변전소 계전기 값의 변경을 통해 보

호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배전선로의 과전류 보호계전기는 설치점

의 강반한시용 보호계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설치점에서의 단락 고장전

류가 부하전류보다 상당히 커서 고장검출이 확실하고, 단락 및 지락고장시

고장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 방향검출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변전소

계전기의정정기본사항은표 2.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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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변전소계전기의정정기본사항

구분 정정지침

순시

Tap

OCR
 전위 R/C(또는OCR) 설치지점의 3상단락전류 × 1.5배

이상

OCGR
 전위 R/C(또는OCGR) 설치지점의최대 1선지락전류 × 

1.4배이상

한시

Tap

OCR
 회선당운전전류 × 1.5배

 * 일반배전선로 : 10MW, 대용량배전선로 : 15MW

OCGR
 1. 회선당운전전류 × 0.3배

 2. 보호구간최소 1선지락전류 ÷ 1.5배이하

한시

Lever

OCR  변전소인출점 3상단락전류에서 0.5초이하동작

OCGR  변전소인출점최대 1선지락고장에서 0.5초이하동작

  나. R/C

  R/C는 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면 설정된 횟수만큼 개방과 투입을

반복한다. 이때, R/C는 상 또는 지락 고장에 대하여 2가지의 T-C 곡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동작 시간이 짧은 순시 동작(F: Fast)과 동작 시

간이 긴 지연 동작(D: Delay)으로 구분된다. 선로에 순간고장 발생 시

R/C가 순시(F) 동작하여 구간을 개방한 후 바로 투입하여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며 순시 동작 후에도 고장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지연(D) 동작

하여 고장 제거에 충분한 시간을 준 뒤 투입된다. 또한, 일시고장 발생

시 기기에 설정된 횟수만큼 재폐로를 시행한 뒤 완전 개방(Lock out)을

통하여 고장구간을 건전구간으로부터 분리한다. 이와 같이 R/C는 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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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그리고 완전개방 동작을 통하여 정전구간 확대의 방지 등 전력공급

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R/C의 정정 기본사항은 표 2.4와 같다.

<표 2.4> R/C의정정기본사항

구분 정정지침

최소

동작

전류

상
1. 최대부하전류의 2.8배이상이고 4.0배이하

2. 후비보호기기의상최소동작전류정정치이하

지

락

1. 최대부하전류 0.3배이상

2. R/C 부하측최대단상분기의최대부하전류이상

3. 보호구간최소 1선지락전류 ÷ 2 이하

4. 후비보호기기지락최소동작전류정정치이하

총동작

회수

후비에 R/C가부설되어있을경우 : 후비 R/C의총동작회수 - 1 

이하

순시동작

회수

1. 총동작회수이하

2. 상과지락의순시동작회수일치

재폐로

시간

1. R/C 몸체가투입준비를할수있는시간이상

2. 상과지락의재폐로시간일시

복귀시간 30s

X

배수

상  (설치점최대부하전류의 10배) / 상최소동작전류이상

지락  (설치점최대부하전류의 10배) / 지락최소동작전류이상

  R/C의 T-C 특성곡선은 제작회사, 기기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

진다. 두 대 이상의 R/C가 직렬로 설치될 때에는 후비 R/C에 전위 R/C

보다 시간을 지연시킨 곡선을 사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로에서는 N 커

브를 적용하는데 다음의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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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직렬

대수

R/C

위치

R/C

종류

T-C 특성곡선

단락 지락

순시 지연 순시 지연

2대
후비 디지털 R/C N2 N4 N2 N4

전위 디지털 R/C N1 N3 N1 N3

<표 2.5> R/C 직렬설치와 T-C특성곡선

  후비 R/C와 전위 R/C의 보호협조를 위하여 세 가지의 경우를 적용하

고 있다. 첫째, 두 개의 R/C 간의 시퀀스를 동일하게 하고 최소 동작 전

류 값을 다르게 정정한다. 둘째, 두 R/C 간 시퀀스를 다르게 하고 최소

동작 전류치를 동일하게 정정한다. 셋째, R/C 간 시퀀스와 최소 동작 전

류치를 모두 다르게 적용한다. 위 세 가지 중 보호협조가 가장 원활한

세 번째를 많이 적용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도 세 번째의 경우로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 13 -

제 2 절 선로전압조정장치

1. 선로전압조정장치의 정의

  배전선로 전압조정장치란 22.9kV-y인 특고압 배전선로의 전압에 변동

이 발생할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각 상의 전압을 조정하여 일정한 전압

이 유지되도록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조정장치(Step Voltage 

Regulator, 이하 SVR이라 한다)이고 SVR 운영의 목적은 효율적인 선로의

운영을 통하여 전압의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수용가에게 전력을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2. 선로전압조정장치의 필요성

  부하 측의 전압변동을 최소화하여야만 고품질의 전력을 수용가에게 공

급할 수 있다. 변전소의 모선, 배전선로의 특고압선, 변압기, 저압선, 인

입선 등 배전선로 및 설비에 임피던스가 존재하므로 전압의 감소가 발생

하게 되고 태양광 전원이 연계된 선로에서는 태양광 전원 출력에 의하여

배전선로 부하전류의 변동이 생겨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한

다. 따라서 주상변압기 탭 조정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전압강하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SVR을 활용하고 있고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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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명 SVR 설치 대수(대)

서울본부 0

남서울본부 0

인천본부 6

경기북부본부 39

경기본부 13

강원본부 175

충북본부 52

대전세종충남본부 21

전북본부 43

공주전남본부 156

대구본부 35

경북본부 76

부산울산본부 3

경남본부 84

제주 21

합 계 724

 <표 2.6> SVR 설치 현황 2019년 5월 기준

  전압조정으로 인하여 전력공급자 측에서는 과전압으로부터 배전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저전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

다. 또한 수용가 측에서는 규정치의 전압을 공급받음으로써 기기의 손상

을 막을 수 있고 정격전압 사용으로 인한 효율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생

산성도 향상할 수 있다[11].  



- 15 -

구 분 전압강하 5% 미만지점 전압강하 5% 초과지점

설치가능범위 0 ～ 654V 615 ～ 1,231V

표준설치지점 615V

3. 선로전압조정장치의 설치 기준

  SVR은 매우 고가의 배전설비이고 부설 시 해당 기기의 이설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최초에 부설할 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세밀히 살펴본 후 설

치할 선로 및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5].

  가. 전압강하 10% 이상인 배전선로

  나. 전압변동이 큰 부하가 간선에 존재하는 배전선로

  다. 전압변동이 큰 부하가 분기선에 존재하는 배전선로

  라. 선로 중간에 분산형 전원이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

  마. 상기 대상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SVR의 표준설치 지점은 전압강하가 615V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배전선로 운전 여건에 따라 전압강하 범위 내에서 설

치할 수 있고 현장의 여건과 예상되는 부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사업소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표 2.7> SVR의 설치가능 영역 및 표준 설치점

  현재까지 SVR의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광범

위한 기준과 절차서가 있을 뿐 상세한 SVR 운영 절차서는 마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서 SVR을 운영하는 방식은 상이한 실정이

다. 기존 배전선로에서 SVR은 주로 긍장이 긴 선로거나 전압강하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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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에 주로 설치되어왔고 선로의 전압을 각각의 상마다 조정하여 전압

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왔다. 또한, SVR을 통과하는

전압과 전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로의 전압은 규정

값을 벗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VR 부하 측의 주상변압기

의 탭 값을 조정해야 하지만 계절과 시간 그리고 부하 여건에 따라 수시

로 바뀌는 전압을 탭 조정으로 규정 범위내에서 운용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6].

 

4. 선로전압조정장치의 전압제어

     

[그림 2.2] SVR 내부결선도

  [그림 2.2]는 SVR의 내부결선도이다. 직렬 권선 탭에 의하여 전압을

조정하는 단권 변압기와 부하시 탭 절환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SVR의

전압은 단권 변압기의 직렬 권선에 의해 제어되고 PT와 CT로 구성된

보상회로에 의하여 탭의 위치가 제어된다. 현재의 SVR은 측정전압이

기준전압으로 설정된 값에 비해 10%의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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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류 전 압 승압/강압비(권선) 승압/강압비(탭)

IL =αR*Is VL= 1/αR *Vs αR=1∓N2/N1 αR=1∓0.625%*T

전압을 규정 범위 이내로 조정한다. 16개의 승압 탭과 16개의 강압

탭으로 설치된 총 32개의 탭이 있으며 탭의 간격은 0.625%(13,200V 기준

82.5V)로 구성되어있다. 이때, 전환 스위치의 위치가 VL에 있으면

강압을, VR에 있으면 승압을 시행한다[7].   

      

[그림 2.3] 타입B SVR

  타입 B SVR에 대한 입력은 직렬 권선과 분로 권선을 통과한다. 그림

2.3에서 탭 변경이 필요한 경우 SVR이 직렬 권선의 권수 (N2)를 변경한

다[8].

  표 2.8은 타입 B SVR에서의 전류, 전압, 승압/강압비를 나타낸다[8].

<표 2.8> SVR의 전류, 전압, 승압/강압비

 

여기서,  IL : 2차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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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 1차 전류

        VL : 2차 전압

        Vs : 1차 전압

        N1 : SVR의 1차측 권선수

        N2 : SVR의 2차측 권선수

        αR : 승압, 강압 비

         T  : 조정탭 수

  SVR의 전압 제어 방법은 송출전압방식, 프로그램조정방식, 선로전압강

하보상(Line Drop Compensation) 전압제어방식 3가지로 구분된다. 배전용

변전소에서 변압기 2차 측 모선에서 인출되는 전압을 송전하는 송출전압

방식은 배전선로의 부하 증감에 관계없이 22.9kV의 일정한 송출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AVR의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동운전 시 자

동운전 시의 시간대별 전압에 준하여 송출전압을 유지해야 한다[12]. 프

로그램조정방식은 타임스위치를 SVR과 연계하여 시간대별로 송출전압을

조정한다. LDC 방식은 부하전류의 변동에 따른 최적의 송출전압에 의하

여 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림 2.4와 같이 SVR을 통하여 흐르는 부하

전류와 선로의 등가 임피던스를 곱한 전압 강하 분을 보상하여 송출 전

압을 제어하기 때문에 규정 전압 이내로 전압을 유지하기에 용이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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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LDC 전압조정방식

  한편, 세 가지 방식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LDC의 운용방

식은 식 2.2과 같이 목표지점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적 송

출단의 전압은 임의 지점의 부하 중심점 전압에 대하여 배전계통의 등가

임피던스와 SVR을 통과하는 부하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6, 10]. 

   -----------------------------------------------------------------(식 2.2)

여기서,  Vsend : 송출전압[V]

         Vce : 임의 지점에서의 전압[V]

         Iㅣ : SVR을 통과하는 부하전류[A]

         Zeq : 등가 임피던스[Ω]



- 20 -

제 3 절 고장전류

1. 고장전류 정의

  

  배전계통은 인출부, 기기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배전선로가 노출되어

있어 외부요인에 의한 고장의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장의 원인으

로는 조류 및 수목의 접촉, 차량 충돌, 자연 열화에 의한 기기의 파손, 

뇌, 풍우, 기자재 불량, 기타 고객 수전설비의 파급 등이 있다. 고장 발생

시, 동일한 고장점이어도 외물의 임피던스와 선로의 조건에 따라 고장전

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시간 배전계통도(DAS)를 통하여 고장전류를 확

인해야 하고 동시에 고장 개소로 신속히 이동하여 고장 구간을 찾아내야

정확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찾고 정전

복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장을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요구된다[4]. 

2. 고장전류 종류

  

  배전선로에서 고장은 고장 지속시간과 고장 형태로 분류한다. 지속시

간에 따라 순간고장과 일시고장으로 분류한다. 순간 고장은 고장이 5분

미만으로 지속되고 5분 이내에 전력이 공급되어 고장 구간이 해소되는

고장을 말한다. 일시 고장은 고장이 해소되지 못하여 변전소 CB나 배전

선로 R/C가 투입되지 않아 5분 이상 지속되는 고장을 말한다. 고장 형태

에 따라서는 전선 간의 접촉에 따른 3상 단락고장, 2상 단락고장이 있고

대지와의 접촉되는 지락고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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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전류 해석

  

  가. 대칭좌표법을 이용한 해석

 

  배전계통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비대칭 전류가

흐르는데 비대칭 전류를 해석하기란 매우 어렵다[13]. 따라서 3상 회로를

단상 회로로 치환하여 계산이나 회로의 이해를 쉽게 하고 3상분 각 상의

양을 이해하기 쉬운 성분으로 치환하여 전력계통의 고장해석을 쉽게 하

기 위하여 만든 좌표변환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불평형인 전류나 전압을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대칭적인 3개의 성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계산을 3번 실시하고 계산 결과를 중

첩시켜 실제의 비대칭 전류값을 구한다[14]. 즉, 배전선로에 고장 발생

시, 각 상의 고장전류 Ia, Ib, Ic 각각에 대하여 대칭 성분인 I0, I1, I2로 분

해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된 대칭 전류를 다시 Ia, Ib, Ic으로 환원하여

실제의 전류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4]. 

    3상 불평형 전류를 각각 Ia, Ib, Ic 이라하고 계산된 대칭 전류를 I0, I1, 

I2라 할 때, 비대칭 전류를 대칭 전류로 변환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식 2.3)

  식 2.3에서 변환된 전류값을 다시 원래의 값으로 환원하려면 다음 식



- 22 -

을 사용한다.

  
  


  



-------------------------------------------------------------------(식 2.4)

  전압 역시 대칭좌표법을 사용할 수 있고 변환과 환원은 각각 식 2.5와

식 2.6을 따른다

  



  





  





---------------------------------------------------------(식 2.5)

 
 


 



--------------------------------------------------------------(식 2.6)

  대칭좌표법을 이용한 고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기 식을 알아야

하는데 식 2.7과 같다.

  
 
  

-----------------------------------------------------------------------(식 2.7)

   만약, A 상에 1선 지락이 발생되었다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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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Rf는 고장지락 저항값이다.

             

[그림 2.5] 1선지락 고장 발생시 회로도

  

  식 2.4에     의 조건을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 2.8)

  식 2.6에   의 조건을 입력하고 식 2.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식 2.9)

   식 2.8에 의하면      이므로 식 2.4        에 의해 식

2.10이 산출된다.

    --------------------------------------------------------------(식 2.10)

 

  식 2.9와 2.9을 조합하면 식 2.11과 같고 식 2.11에 식 2.4를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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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설비 임피던스 크기

발전기(정상) Z1 > Z2 > Z0

발전기(고장발생시) Z1 = Z2 > Z0

전선로 Z1 = Z2 < Z0

변압기 Z1 = Z2 = Z0

식 2.12가 된다.

      

 --------------------------------------------(식 2.11)

      ×

 -----------------------------------(식 2.12)

 <표 2.9> 임피던스간 크기 관계

     선로 고장 발생 시 임피던스간 크기의 관계는 표 2.9과 같으므로

Z1 = Z2과 E1 = Ea를 대입하면 최종 산출되는 1선 지락고장 발생 시 고

장 전류값은 다음과 같다.

 




 -----------------------------------(식 2.13)

    대칭좌표법을 이용한 3상 단락고장의 최종식은 식 2.14고 2상 단락

고장 전류의 최종식은 식 2.15이다.

     




  ---------------------------------------------------------(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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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5)

  나.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해석

    고장전류 계산의 또 다른 방법은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압과 임피던스값을 알고 있으면 V=IZ 식을 이용하여 전류의 값을 산

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배전계통에 다양한 전압값이 존재한다면 해당

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배전계통의 전압을 단일화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임피던스란 회로의 전압강하가 상전압의 몇 %를 차지하는가를 나타

낸다. 3상 회로에 평형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임피던스를 Z,  (선간전

압을 V, 용량을 P라 한다면, 전압강하 식은 식 2.16이고 상전압은 식

2.17이며 %임피던스는 식 2.18로 표현할 수 있다. 

  ----------------------------------------------------------------------(식 2.16)

 





×-------------------------------------------(식 2.17)




×


×




×


×----------(식 2.18)

  %임피던스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준전력(PB), 기준전압(VB), 기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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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력 기준전압 기준전류 기준%임피던스

100 MVA 22.9 kV 2,521 A 19.1 %/Ω

(IB), 기준임피던스(ZB)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 4가지 요소 중 2가지가 결

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전력회사의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하여 전력과 전압을 각각 100MVA와

22.9kV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0> 기준전류 및 기준%임피던스 값

 

  식 2.18로부터 좌변과 우변에 기준값을 이항하게 되면 식 2.19와 같다.






×------------------------------------------------------------------------(식 2.19)

  위 식을 통한 1선 지락전류를 구하기 위하여 식 2.13에 식 2.19를 대입

하면 다음의 %임피던스법을 사용한 1선 지락전류 계산식이 도출된다. 

 




×
×  

×
×

 -(식 2.20)

  여기서, %Z1 = 정상 %임피던스(100MVA 기준) 

%Z0 = 영상 %임피던스(100MVA 기준) 

%Rf = 고장지락 저항값 %임피던스(100MVA 기준) 

  

    %임피던스법을 이용한 3상 단락고장의 최종식은 식 2.21이고 2상

단락고장 전류의 최종식은 식 2.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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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2.21)  

 


×





×


×  


×


× 





(식 2.22)

4. 고장전류 특징

  

  가. 3상 단락 : 대칭 성분 중 정상분만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때 각상

이 평형 고장이기 때문이다. 3상 단락전류의 크기는 각 상의 고장 전 전

압을 정상분 임피던스로 나눈 것과 같고 영상과 역상의 전압 및 전류는

0이다. 

  나. 2상 단락 : 2상 단락(선간단락) 고장 발생 시 전류값은 Zf=0 이고

Z1=Z2이라 가정하면 2상 단락전류의 값은 3상 단락전류의 
  배가 된

다. 건전 상의 전압은 고장 전의 a상 전압과 크기가 거의 동일하며 b, c 

상의 전압은 고장 전 a상 전압의 1/2 크기이다. 이때, b상과 c상 전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이다.  

  다. 2선 지락: 직접 접지방식의 경우, 건전 상의 전압은 고장 전과 거

의 동일하다. 영상전압과 영상전류의 크기는 1선 지락 고장 시와 거의

같고 위상은 반대이다. b상과 c상의 전류는 3상 단락전류와 거의 같다. 

고저항 접지방식의 경우, a상 전압은 고장 전 전압의 1.5배 정도 상승한

다. 영상전압과 영상전류의 크기는 1선 지락 고장에 비해 1/2배이다. 이



- 28 -

때, b상과 c상의 전류는 2상 단락(선간 단락) 전류와 거의 동일하다.

  라. 1선 지락: 직접접지 방식의 경우, a상 지락전류는 3상 단락전류와

거의 동일하고 b, c상 대지전압은 고장 전 전압과 거의 동일하다. 영상전

압은 고장 전 a상 전압의 1/3 크기이며 선간전압(Vba, Vca) 은 고장 전 전

압의 


으로 감소한다. 고저항 접지방식의 경우. a상의 지락전류는 고

장 전 a상 전압을 영상성분 임피던스로 나눈것의 3배정도이다. b, c상의

대지전압은 고장 전에 비해 배까지 증가한다. 영상전압은 고장 전 a

상 전압 크기와 같으나 방향은 반대이며 선간전압(Vba, Vca)은 고장전의

값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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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장해석 모델링

  배전선로에서 외물 접촉이나 수용가에 의한 파급 정전 등 사고가 발생

하면 고장전류가 파급되어 배전계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배전선

로 자동전압조정기가 부설된 배전선로는 고장전류가 SVR을 통과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상 또는 지락 최소동작전류를 설정해야 고장의 파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SVR이 연계된 배전선로의 고장

해석을 위하여 대칭좌표법, 한전 보호협조 프로그램인 Off-DAS, 그리고

E-Tap에 의한 각각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제 1 절 고장해석 모델링 조건

1.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는 154kV의 전압을 수전 받아 22.9kV로 변환하고 이를

주 변압기 단위로 공급한다. 공급받은 22.9kV 전력은 한 개의 주 변압기

에서 다수의 회선으로 분배하여 수용가에 공급한다. 따라서 변전소의 모

델링은 154kV/22.9kV의 전원 측 임피던스와 22.9kV 주변압기(m.Tr), 그리

고 m.Tr 2차 측 모선 임피던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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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관계
%임피던스

표기

기준용량
100MVA환산

MTR NGR

MVA %ZTR %ZTR %ZNGR

1차-2차 %ZHM 45 14.97 33.26
34.322

2차-3차 %ZML 15 1.99 13.26

전원측 임피던스
주변압기

임피던스
모선임피던스

%R %X %ZS1 MVA %ZHM %R %X %ZB1 %ZB0

0.115 1.314 1.32 45 33.26 0.115 34.58 34.58 47.59

OCR 한시탭 OCR 순시탭:(R/C) OCR 한시 레버

기

준

회선당 운전전류의

150%

설치점의 3상

단락전류의 1.5배

이상

인출점 3상

단락전류에서 0.5초

이하 동작

계

산

식

252A × 

1.5배÷120배(CT비) 

= 3.15

1,558A × 

1.5배÷120배(CT비) 

= 19.47

TC 커브 확인

값 4 TAP 20 TAP 0.8

OCGR 한시탭 OCGR 순시탭:(R/C) OCGR 한시 레버

<표 3.1> 주변압기 %임피던스 환산 값

<표 3.2> 정상분 22.9kV 모선 임피던스 (100MVA 기준)

<표 3.3> 변전소 OCR 및 OCGR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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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회선당 운전전류의

0.3배

설치점의 1선

지락전류의 1.4배

이상

인출점 1선

지락전류에서 0.5초

이하 동작

계

산

식

252A × 

0.3배÷120배(CT비) 

= 0.63

876A × 

1.4배÷120배(CT비) 

= 10.22

TC 커브 확인

값 0.7 TAP 11 TAP 0.9

  

  변전소의 고장용량은 %임피던스법 의하여 모선 근단에서 3상 단락고

장은 289.18MVA으로 산출되었고 1선 지락고장은 246.25MVA로 계산되

었다. 따라서 해당 값을 대칭좌표법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E-Tap을 이용

하여 모델링을 할 때는 Power Grid에 고장용량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SC Rating 입력란에 3상과 1선에 각각 산출된 값인 289.18MVAsc

와 246.25MVAsc를 적용하였다.

   

2. 선로 보호기기 설치 지점 및 배전선로 길이

  배전선로를 고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로용 보호기기(R/C)를 설

치한다. 보호기기 1대를 설치할 때에는 총 부하의 1/2지점에 설치하고 2

대를 설치할 때는 총 부하의 1/3지점과 2/3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따라서

총 부하 9,000kW (252A)인 선로에서 6,000kW (168A) 구간과 3,000kW 

(84A)인 구간에 RA를 설치하였다. 보호기기의 최소동작전류는 정정지침

에 따라 최대부하전류의 2.8배 이상, 4배 이하를 만족해야 하므로 식 3.1

에 따라 각 지점의 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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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기 부하전류(A) 전류설정범위(A) 설정값(A)

RA-1 168 470≤최소동작전류≤672 480

RA-2 84 235≤최소동작전류≤336 320

보호기기 부하전류(A) 전류설정범위(A) 설정값(A)

RA-1 168 50≤최소동작전류≤84 80

RA-2 84 25≤최소동작전류≤84 60

×최대부하전류≤최소동작전류≤×최대부하전류----------(식 3.1)

<표 3.4> 보호기기의 상 최소동작전류 설정값

  또한 보호기기의 지락 최소동작전류는 최대부하전류의 0.3배 이상 또

는 변전소 OCGR 최소동작전류 이하이므로 식 3.2에 따라 각 지점의 값

을 산출하였다.

의최소동작전류≤최대부하전류× -----------------------------------(식 3.2)

<표 3.5> 보호기기의 지락 최소동작전류 설정값

  

   보호기기의 상과 지락의 순시 및 지연 곡선은 RA-1에는 순시 지연

각각 N2, N4를 적용하였고 RA-2에는 순시 지연 각각 N1, N3를 적용하

여 보호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간 부하는 6,000kW와 3,000kW이므

로 상, 지락의 최소 동작 전류 값은 각각 480/80과 320/60을 입력하였다. 

  모델링한 배전선로에서 3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여 4,800A의 고장전류

가 흐른다면 P.U. 배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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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최소동작전류
고장전류




  ------------------(식 3.3)

배수 최소동작전류
고장전류




 -------------------(식 3.4)

  위 식을 T-C 커브에 적용시킨 결과는 그림 3.1 및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RA-1 보호기기의 T-C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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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RA-2 보호기기의 T-C 특성곡선

  RA-1과 RA-2의 동작 시간은 각각 14.6 cycle 7.1 cycle에 동작하기 때

문에 두 기기 간의 동작시간차는 7.5 cycle로 나타났다. 표 2.1에 의하여

고장전류가 흐를 때 두 기기 간의 보호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기기의 상과 지락 최소동작전류 설정값은 보호협조를 만족

하기 때문에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다.

3. 선로 임피던스

  SVR이 설치된 선로에서 보호협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중케이블과 가

공전선을 사용하여 4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였다. 첫 번째 구간은 변전소

인출점으로부터 1번 보호기기(RA-1)까지이다. 두 번째 구간은 RA-1으로

부터 SVR 설치지점까지이다. 세 번째 구간은 SVR 설치점으로부터 2번

보호기기(RA-2)까지이다. 네 번째 구간은 RA-2으로부터 선로 말단까지이

다. 그림 3.3, 그림 3.4, 그리고 그림 3.5는 선로의 모델링은 각각 대칭좌

표법과 Off-DAS와 E-Tap을 이용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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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대칭좌표법 선로 모델링 결과

[그림 3.4] Off-DAS 선로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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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Tap 선로 모델링 결과

  모델링에 사용된 전선의 임피던스 산출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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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R+(%/km) X+(%/km) R0(%/km) X0(%/km)

 FR CNCO-W 325 1.4325 2.3741 4.4678 1.5617

 FR CNCO-W 400 1.4301 2.3410 5.3222 1.7353

ACSR/AW-OC 160(95) 3.4700 7.4600 11.9900 29.2600

ACSR/AW-OC 95(58) 5.8000 8.4100 14.0200 32.3600

ACSR/AW-OC 58(32) 9.4800 8.7700 17.0200 34.7400

구간 선종 긍장(km)
R+(%/km) X+(%/km)

R0(%/km) X0(%/km)

1-1 FR CNCO-W 325 0.112
0.160 0.266

0.500 0.175

1-2 FR CNCO-W 400 2.245
3.211 5.256

11.948 3.896

1-3 ACSR/AW-OC 160 15
52.050 111.900

179.850 438.900

2 ACSR/AW-OC 160 15
52.050 111.900

179.850 438.900

<표 3.6> 22.9kV -y 전선의 %임피던스

  일반적으로 변전소로부터 인출되는 선로는 전력구를 거쳐 나오기 때문

에 입상점까지는 지중 전선으로 되어있다. RA-1 설치점까지는 지중 전선

과 가공전선이 혼재되어있고 그 이후는 가공전선으로 모델링하였다. 각

구간과 종합구간에 대한 선종과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다.

<표 3.7> 구간별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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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SR/AW-OC 160 10
34.700 74.600

119.900 292.600

4-1 ACSR/AW-OC 95 5
29.000 42.050

70.100 161.800

4-2 ACSR/AW-OC 58 1
9.480 8.770

17.020 34.740

총계 48.357
180.726 387.673

579.169 1419.613

지점 R+(%/km) X+(%/km) R0(%/km) X0(%/km)

인출구 0.115 34.581 34.566 47.589

RA-1 55.496 150.353 192.299 491.573

SVR 107.546 262.253 372.149 930.473

RA-2 142.246 336.853 492.049 1223.073

선로말단 180.726 387.673 579.169 1419.613

<표 3.8> 종합구간 %임피던스

4. 선로 보호기기간 보호협조

  그림 3-5는 CB와 보호기기 간의 보호협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고장전

류가 PU 배수 이상 증가하면 CB 계전기가 순시 동작하여 개방 동작을

진행하고 그 이하의 전류가 발생 시 RA-1 또는 RA-2가 동작하여 고장전

류를 차단하고 고장 구간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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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자재불량 198 189 173 136

외물접촉 71 53 51 58

자연현상 63 31 28 59

고객파급 74 54 73 54

시공보수불량 28 28 35 26

일반인과실 158 181 154 166

원인불명 3 3 2 4

기타 11 5 4 6

합계 606 544 520 509

5. 시뮬레이션 조건

  선로에는 차량 충돌, 외물 접촉, 조류, 고객파급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선로 고장이 발생한다. 2014년부터 4년간 발생했던 배전선로 정

전 원인은 다음의 표 3.9와 같다[15].

<표 3.9> 원인별 배전선로 정전현황

  배전선로 정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일반인 과실이었

다. 일반인 과실은 차량 충돌이나 건설 현장 중장비 접촉에 의한 고장도

포함하므로 큰 틀에서 볼 때 외물 접촉에 의한 고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물접촉에 의한 고장전류는 외물이 가지

고 있는 고유저항과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3.10은 1선

지락 실증 시험을 통하여 계산된 고장저항 값이다[16]. 이때 고장저항의

값은 측정된 고장전류를 1선 지락전류 식을 역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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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시험조건 고장저항(Ω) 고장전류(A)

자동차 지면과 1.5cm 313 38

자동차 작크 설치 229 50

보도블럭 재래식 627 20

보도블럭 건조 1622 8

보도블럭 습기 378 32

깬자갈 두께 5cm 265 44

강자갈 두께 3cm 378 32

소나무 높이 2M >10,000 미소전류

모래 반습기 378 32

고장전류의 값은 1선 지락고장시 전류계에서 지시하는 값이다. 

<표 3.10> 1선 지락 실증 시험을 통해 산출된 고장저항 값

  고저항 지락고장은 고저항 물체와 전선과의 근접 또는 접촉으로 인하

여 발생되고 전선과 저항물체의 절연이 파괴되어 고저항 지락고장으로

변한다. 고저항 지락고장은 아크 전류의 주기가 비대칭이며 주기마다 다

른 특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특성을 나타내며 고장 원인 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7].

  [16]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고장저항의 값을 갖는 시료는 작크를 설치한

자동차이다. 고저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0Ω이고 전력회사 보호협조

프로그램인 Off-DAS에서도 30Ω을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장 원인 중 가장 낮은 고저항 값인 작크가 설치된 자동차

를 고장저항보다 작은 200Ω으로 선정하여 고장전류를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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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R의 표준 설치점은 전압강하가 4.66%(615V)인 지점이며 해당 지점

에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5%를 초과하고 10% 미만인 구간(615V∼
1,231V)에 설치한다[5]. 본 논문에서는 배전선로의 악조건을 고려하여

-10%가 되는 지점 근처인 RA-1과 RA-2 구간 중간부에 설치하였고 SVR

의 탭 값은 전압강하를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16 탭으로 선정하여

10%를 보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SVR 용량은 선로의 특성과 부하의 분포도, 장래의 부하와 분산전원의

증가에 따른 여유분을 고려하여 자기용량 350KVA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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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점
3상단락 고장전류(A)

대칭좌표법 Off-DAS E-Tap

인출점 7,293 7,294 7,291

RA-1 1,557 1,558 1,557

SVR 884 885 884

RA-2 686 687 686

선로말단 587 587 587

설치지점
1상지락 고장전류(A)

대칭좌표법 Off-DAS E-Tap

인출점 6,208 6,208 6,208

RA-1 876 876 880

SVR 477 477 479

RA-2 366 366 367

선로말단 314 315 315

제 2 절 고장해석

1. 고장 시뮬레이션 결과

  고장 해석을 위한 대칭좌표법, Off-DAS, E-Tap을 사용하여 배전선로

각 구간의 고장을 상정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3.11과 3.12와 같다.

<표 3.11>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3상단락전류

<표 3.12>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1선지락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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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로부터 3가지 모델링의 시뮬레이션 결과

각 구간에서 고장전류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고장전류 해석에 대한 모델링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대칭좌표법 모델링 고장상정

[그림 3.7] Off-DAS 모델링 고장상정

[그림 3.8] E-Tap 모델링 고장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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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R이 고장전류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일반배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갈수록

종합 임피던스의 증가로 인하여 고장전류는 감소한다. 하지만 SVR을 설

치한 선로에서는 전압강하에 따른 전압을 권선비(또는 탭)만큼 보상하기

때문에 식 3.5에 의하여 전압은 증가하고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SVR의 임피던스를 무시한다면 SVR 설치점에서 전류는 SVR 탭 조정만

큼 감소하게 된다.

  -------------------------------------------------------(식 3.5)

   

  고장전류 해석프로그램인 E-Tap을 사용하여 일반배전선로와 SVR이 설

치되어있는 배전선로의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배전선로에 부

하를 연결하여 전류를 발생시켰다. 그림 3.9과 같이 RA-1과 RA-2번 구간

사이에 전압강하가 약 10% 발생하였고 해당 지점에 SVR을 설치하였다.



- 45 -

SVR 설치유무
SVR 설치점(전단) SVR 설치점(후단)

전압(V) 전류(A) 전압(V) 전류(A)

SVR 설치 전 20,786 81.1 20,786 81.1

 [그림 3.9] E-Tap 모델링 10% 전압강하

다음의 표 3.13은 SVR 설치 전후의 전압과 전류의 변동값이다. 

<표 3.13> SVR 설치 전후 전압 및 전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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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 설치 후 21,033 83.9 23,113 76.3

[그림 3.10] SVR 설치후 전압전류 변화

  임피던스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식 3.5에 의한 SVR이 설치 지점의

전단과 후단의 전력은 각각 1,764kW와 1,763kW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식 3.5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SVR이 설치되어있는 선로에서는 SVR 통과 시 전류

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고장발생 시 고장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선지락고장(0Ω)을 상정하면 RA-2 설치점에서의 고장전류는 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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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 설치전 SVR 설치후
0 TAP 10 TAP

367A 367A 316A

및 그림 3.11과 같다. 

<표 3.14> 1선지락고장 발생시 RA-2 설치점에서의 고장전류

[그림 3.11] SVR 설치후 RA-2지점에서 고장전류

  모의선로의 보호기기 최소동작전류는 상/지락이 RA-1에서 480/80과

RA-2에서 320/60으로 3상 단락고장과 1선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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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고저항지락 고장전류(A)

대칭좌표법 Off-DAS E-Tap

인출구 431 431 421

RA-1 343 343 339

SVR 274 275 272

RA-2 239 239 238

선로말단 217 218 217

전류를 차단하는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배전선로 고장 시 많은 원인 중의 하나는 고저항 지락고장이다. IEEE

에 따르면 고저항 지락고장은 계전기나 퓨즈로 고장을 감지하기에 충분

하지 않은 전류가 발생하므로 그 종류와 해당 사고의 변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18, 19]. 

  R/C가 2대 이상 부설된 선로의 경우 부하 측 보호기기가 지락고장을

차단하지 않을 시, 전원 측으로 갈수록 고장전류가 커진다. 이럴 경우에

후비 보호기기가 동작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CB 계전기가 동작하여 선

로 전체를 개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고장전류라도 사전에 차단하

여 고장 구간을 축소시켜야만 많은 수용가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다.

  전력회사에서 사용하는 보호협조 프로그램인 Off-DAS는 30Ω의 고저항

지락고장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저항 지락고장의 확인을 위하여

30Ω을 상정하였고 각 모델링의 고장상정 결과는 표 3.15와 같다. 

<표 3.15>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고저항지락전류(30Ω)

  본 논문에서는 고장 원인 중 가장 낮은 고저항 값인 작크가 설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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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고저항지락 고장전류(A)

대칭좌표법 Off-DAS E-Tap

인출구 66 66 66

RA-1 64 64 64

SVR 62 62 62

RA-2 61 61 61

선로말단 60 60 60

동차를 고장저항보다 작은 200Ω으로 선정하였고 RA-2의 동작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선로 말단에 고장을 상정하였다. 

            

[그림 3.12] 고저항(200Ω) 상정

<표 3.16>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고저항지락전류(20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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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E-Tap 고저항(200Ω) 사고 상정 결과

[그림 3.14] Off-DAS 고저항(200Ω) 사고 상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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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고저항지락 고장전류(A)

SVR 설치 전 SVR 설치 후

인출구 66 66

RA-1 64 64

SVR 62 62

RA-2 61 59

선로말단 60 58

  고저항 지락고장(200Ω)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대칭좌표법과 Off-DAS, 

그리고 E-Tap의 결과치가 각 구간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E-Tap 모델링을 통하여 SVR이 설치되어있는 선로에서 고저항지락

고장(200Ω) 발생 시 SVR이 고장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의가 가능

하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그림 3.15과 표 3.17과 같다.

[그림 3.15]  SVR 설치선로에서의 고저항(200Ω)지락전류

<표 3.17> SVR 설치배전선로에서의 고저항지락전류(200Ω)

  E-Tap 모델링을 통하여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에서 200Ω의 고저항



- 52 -

개소 3상 단락 1선지락
(0Ω)

고저항지락

(30Ω)
고저항지락

(200Ω)

인출구 7,291 6,208 421 66

RA-1 1,557 880 339 64

SVR 884 479 272 62

RA-2 127 107 97 49

선로말단 123 102 93 48

지락고장이 발생하면 SVR의 전압 보상에 따라 SVR 설치점 이후 전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2의 지락 최소 동작전류는 60A이었으나

SVR에 의한 전류의 감소로 인하여 60A 미만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선

로 말단 부근에서 고저항 지락고장 발생 시 지락 최소 동작전류 미만의

전류가 흐르므로 RA-2가 미동작한다. 다시 말하면, RA-2에서 고장전류를

차단하지 못하고 RA-1까지 고장 구간은 확대되고 RA-1 구간의 지락 최

소동작전류도 80A 이하이므로 배전선로 CB까지 동작하게 되는 보호협

조의 불완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모델링에 대하여 SVR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SVR에 임피던스를 고려한다면 전류값은 더욱 감

소할 것이다. 350kVA SVR의 시험 성적 합격치인 4.5%(Typical Z & X/R)

로 임피던스를 입력하여 3상단락, 1선지락(0Ω), 고저항지락(30Ω), 및 고

저항지락(200Ω)을 모의하였다. 다음의 표 3.18은 임피던스를 고려한 SVR 

선로에 대한 전류값의 결과이다.

 

<표 3.18> SVR %Z를 고려한 SVR 선로의 전류값

  3상 단락고장, 1선지락고장, 그리고 30Ω의 고저항 지락고장에서는

SVR 설치점 이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최소동작전류값 이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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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0Ω의 고저항 지락고장에서는 선로의 모

든 개소에서 사고가 날 시 보호협조가 되지 않아 CB가 동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SVR의 임피던스를 고려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전류는 약

17~77%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림 3.16] RA-2 지점에서 고장전류의 변화

[그림 3.17] 선로 말단 지점에서 고장전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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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점 3상 단락
1선지락

(0Ω)
고저항지락

(30Ω)
고저항지락

(200Ω)

일반
선로

인출구 7,291 6,208 421 66

RA-1 1,557 880 339 64

SVR 884 479 272 62

RA-2 686 367 238 61

선로말단 604 315 217 60

SVR
설치

선로

인출구 7,291 6,208 421 66

RA-1 1,557 880 339 64

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칭좌표법, 전력 해석프로그램인 E-TAP, 그리고 한국

전력 보호협조 프로그램인 OFF-DAS를 이용한 모의선로를 구성하여 배

전선로 전압조정장치(Step Voltage Regulator, 이하 SVR이라 한다)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일반선로와 SVR이 설치된 선로에 고장을 상정하여 보호

기기의 협조 여부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호기기가 순시 동작하여 선로를 차단하고 곧바로 자동 재폐

로 하여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4]. 즉, 배전선로 고장발생지점으로

부터 전원 측으로 2대의 보호기기가 있다면 고장 발생지점으로부터 가장 가

까운 보호기기 (이하 R-2)만 개방되고 전원 측 보호기기 (이하 R-1)는 투입된

상태를유지하여정전구간을최소화하는것이다. 표 4.1은 일반선로와 SVR 

설치선로 및 임피던스가 고려된 SVR 설치선로의 보호협조 여부를 보여

준다. 

<표 4.1>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에서 보호협조

(단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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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

SVR 884 479 272 62

RA-2 567 309 212 59

선로말단 497 272 195 58

SVR
설치
선로

(%Z=4.5)

인출구 7,291 6,208 421 66

RA-1 1,557 880 339 64

SVR 884 479 272 62

RA-2 127 107 97 49

선로말단 123 102 93 48

  일반선로에서 단락 또는 지락고장전류 발생 시 최소 동작 값 이상의

고장전류가 발생하여 R-2가 선행 동작하므로 배전선로의 보호기기는 협

조가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4]. 한편, SVR 설치선로

말단 측에서 200Ω의 고저항 지락고장을 상정하였을 때 지락 최소동작값

이하의 전류가 발생하여 R-2의 기기 동작에는 차이가 있었다. 같은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SVR을 통과하는 고장전류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선로에

서는 RA-2의 동작으로 보호협조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SVR 설치선로

에서는 두 보호기기 모두 미동작하여 CB가 동작하게 되어 정전구간의

확대를 야기하였고 이는 보호협조 체계의 붕괴를 발생시켰다. 일반선로

와 %Z=0인 SVR 설치선로와 비교했을 때 단락고장, 1선 지락, 고저항 지

락(30Ω), 및 고저항 지락(200Ω) 각각 17%, 16%, 11%, 3%의 감소를 보였

으며 SVR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은 배전선로와 임피던스를 고려한

SVR 설치선로에서는 각각 77%, 65%, 54%, 17%의 감소를 보였다.

  SVR이 설치되어있는 배전선로의 보호협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

상의 선로를 구성하였고 일반 배전선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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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장을 모의 상정하였다. 본 연구는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에서 보

호협조 재검토를 통한 전위 보호기기의 최소동작전류를 변경함으로써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의 보호협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부하는 계절별, 시간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선로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협조 정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산전원의 꾸준한 신규 연계와 장거리 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어 전국적으로 설비가 확대되어 있는 SVR을 고려하여 SVR과 보호협

조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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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2대이상의보호기기가있는배전선로의 말단 지점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지점으로부터가장가까운보호기기만개방되고전원측보호기기는투입된상

태를유지하여정전구간을최소화하여안정적으로운영한다[4]. 하지만 선행연

구의 보호협조 분석 대상은 변전소 계전기, R/C, 퓨즈, 고객 계전기 등 고장

전류에 의해 투입 및 개방 또는 신호를 전달하는 기기로 제한되어 있었고

전압 보상에 의해 전류의 증감이 발생하는 배전선로 전압조정장치(Step 

Voltage Regulator, 이하 SVR)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칭좌표법을 이용한 고장전류 해석과 보호협조 프로그램

과 E-Tap을 사용하여 선로 고장 현상을 분석하였고 일반선로와 SVR이 설치

된 선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고장전류가 선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에서 고장전류 발생 시 SVR을 통과한 고장전류가

감소하여 선로의 보호협조에 부적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

락 최소 동작전류 설정값인 60A 이상의 고장전류가 발생하면 부하 측 기기

(RA-2)가 선행 동작하여 배전선로의 보호기기는 협조가 가능하였지만 부하

측에서 최소지락전류 설정값 미만의 고장이 발생할 때 SVR을 통과하는 고

장전류의 변화로 인하여 RA-2가 부동작하였고 전원 측 기기(RA-1) 또한 최

소동작전류(80A) 이하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두 보호기기의 미동작하여

결과적으로 정전구간의 발생 및 확대를 야기하여 보호협조 체계를 붕괴시켰

다. 보호기기의 협조를 위하여 지락최소동작전류를 전류의 변동분(또는 SVR 

탭 조정분)에 비례하여 R/C 파라미터 값을 조정함으로 SVR이 설치된 배전

선로의 보호협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산전원 연

계 선로와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증대되고 있는 장거리 선로에 적용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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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협조 체계의 원활한 운영으로 고장 구간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고 연간

정전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분산전원의 꾸준한 신규 연계와 장거리 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SVR

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SVR과 보호기기 협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SVR과 고장전류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했다는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저항 지락고장은 선로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칭좌표법과 Off-DAS 모델링에 SVR의 실제 임피

던스를 미반영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모든 선로에 적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 보호협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

고 배전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각 모델링

에 대한 SVR의 임피던스가 고려된 실제 선로에 대한 고장전류의 상관관계

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배전선로 자동화 프로그램(DAS)과 보호협조 프로그

램인 Off-DAS에 적용한다면 SVR에 의한 고장전류의 변동 사유와 고장 원인

을 더욱 자세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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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tep Voltage

Regulator on Fault Currents in Distribution

Line

Chang Myung woo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importance of operating a step voltage regulator(SVR) in 

distribution lines has emerged with the rapid growth of distributed generator and 

the long distance distribution lines,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 This paper 

presents the effect of fault currents on the distribution line where SVR is 

installed. The protection cooperation on the distribution line is explained and the 

fault current is analyzed using the impedance method and the coordinate 

symmetry method. The simulation was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tection of the distribution line by using E-Tap and OFF-DAS which is the 

protection cooperation program of KEPCO. The fault current passing through the 

SVR when the fault occurred in the distribution line with SVR was confirmed to 

affect the protection coordination of the line. This paper proposes the adjusting a 

value of SVR connection method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to solve the 

problem of coordination of protection system.

Key Words : step voltage regulator(SVR), distributed generator(DG), faul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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