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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erroresonance is a resonance condition between a 
nonlinear iron core of a potential transformer (PT) and a capacitance. 
It can lead to PT voltages several times the normal equipment 
ratings, and cause the isolation broken and damage to equipments 
near the PT. This paper proposes a analysis method of PT 
ferroresonance in the time domain. Based on the simplified equivalent 
circuit, a differential equation was found and the flux was calculated 
when ferroresonance generates. The forced response and natural 
response were also analyze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analysis 
method was verified with the EMTP-RV generated data. The method 
can help analysis chaotic ferroresonance and periodic ferroresonance.

1. 서    론

  PT철공진은 모선에 연결된 PT 철심코어의 비선형 인덕턴스와 PT철
심코어 주변의 커패시턴스 사이의 공진이다. 커패시턴스로는 송/배 선
과 진간, PT와 지간, 모선과 지간, 모선간, 차단기의 Grading 커
패시턴스가 있다. 철공진의 종류로는 Chaotic 철공진과 Periodic 철공진
이 있다. Chaotic 철공진은 압의 불규칙 인 진동이고, Periodic 철공
진은 기본 , 조 (subharmonic), 고조 (harmonic) 철공진이 있는 
압의 주기 인 진동이다. PT철공진의 향으로 PT에 높은 압을 발생
시켜 과 류가 흐르게 한다. 이로 인해 PT의 연 괴를 발생시켜 PT
와 주변기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국내/외 철공진 발생의 표 인 사례
로는 1998년 12월 22일 한국, 154kV ○○변 소의 154kV 모선PT권선
소손과, 1995년 5월 20일, 캐나다, Dorsey HVdc converter station 
230kV ac bus의 230kV 모선 PT소손  33m 이내의 설비 손상이 있다.
  PT철공진에 한 기존 연구로는 주 수 역에서 해석한 논문이 주
를 이룬다. 기본  철공진 분석으로는 PT코어 주변 회로에서 압과 
류 계식을 세운 회 한 타원 방정식과 PT코어의 자화곡선과의 교
으로 철공진 상을 기술한 방법이 있다[1, 2]. 회 한 타원 방정식이 자
화곡선의 포화부분에서 교 이 있으면 철공진이 발생하고, 교 이 없으
면 철공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간단하여 철공진 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철공진 억제방법도 간단
하다. 하지만 철공진은 기본 이외의 조   고조 를 발생시키므로 
기본 만 고려하는 것은 부 하다. PT철공진 발생 시 쇄교자속  
압의 주 수를 분석한 방법이 있다[3]. 이 방법은 먼  쇄교자속에 한 
미분방정식에 푸리에 수로 나타낸 쇄교자속을 용하 다. 다음으로 
수치해석을 용하여 기본   고조 의 양을 설명하 다. 이러한 방법
은 쇄교자속  압의 기본 와 고조 에 한 주 수 분석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조 가 있는 경우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PT철공진의 원인분석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먼  간단한 PT철공진 등가회로와 자화곡선을 설정하여 시간 역에서 
미분방정식을 세워 해를 구하 다, 다음으로 구한 해를 강제응답과 자연
응답으로 분리하여 해석하 다. EMTP-RV이용하여 PT의 쇄교자속과 
압을 얻어 제안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검증하 다. 

2. 본    론

  2.1 PT철공진 원인분석
  PT철공진 원인분석을 하기 해 간단하게 모델링하면 그림 1과 같다. 
Eth와 Cth는 각각 테 난 등가 압과 커패시턴스를 나타낸다. 철손과 PT
부담을 등가 항 R로 나타냈고, PT 코어에 흐르는 류를 쇄교자속의 
함수(iL = f(λ))로 나타냈다.
  PT철공진 상을 해석하기 해서는 쇄교자속의 변화를 분석해야한
다. 쇄교자속에 한 미분방정식을 세우기 해, 그림 1a의 코어가 연결
된 노드에서 식 (1)과 같이 류식을 세운 후, 각각의 류에 한 소자
의 걸리는 압으로 바꾸면 식 (2)와 같고,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1)

             (a) 등가회로                   (b) 자화곡선
<그림 1> PT철공진 모의를 위한 간단한 등가회로 및 자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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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에서 자화곡선에 따라 미분방정식 형태가 달라진다. 해석의 편
의를 해 그림 1b와 같은 자화곡선으로 가정하고, 식 (4)와 같이 기울
기가 L이고, 포화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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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를 식 (3)에 입하여 쇄교자속에 해 정리하면 식 (5)와 같다. 
식 (5)는 쇄교자속에 한 2계 미분방정식이다. 식(5)의 오른쪽 항이 0
인 제차미분방정식에서 해는 Overdamping, Criticaldamping, 
Underdamping에 따라 각각 다르다. 본 논문에서 모의한 라미터 값들
이 Underdamping에만 속하므로, 식(6)의 조건에서 해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 다. 해를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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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 (7)의 쇄교자속을 미분하면 식 (8)과 같이 PT에 걸리는 압이 구
해진다. 식 (7)에서 Vs는 차단기를 열기  PT에 걸리는 압이다. 주
의할 사항으로 식 (7)과 식 (8)은 자화인덕턴스가 L1이고 차단기가 개방
후 자속이 포화되기 까지 구한 해이다. 자화인덕턴스가 L2로 변하면, 
변하는 순간부터 쇄교자속과 압(vPT)의 기값이 달라지고 자화곡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달라진다. 한, 변하는 순간부터 미분방정식의 시간은 
0부터 시작해야 한다. State 변화에 따른 기값과 직선의 방정식 변화
를 표 1에 정리하 다. tst는 State가 변하는 순간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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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State 변화에 따른 초기값과 직선의 방정식 변화

State변화 조건
재

State
λini vini λs is L θ

λ(tst-Δtst)<λs1 & λ(tst)>λs1 S+ λs1 vPT(tst) λs1 is1 L2 ωtst+θ

λ(tst-Δtst)>λs1 & λ(tst)<λs1 S0 λs1 vPT(tst) 0 0 L1 ωtst+θ

λ(tst-Δtst)>-λs1 & λ(tst)<-λs1 S- -λs1 vPT(tst) -λs1 -is1 L2 ωtst+θ

λ(tst-Δtst)<-λs1 & λ(tst)>-λs1 S0 -λs1 vPT(tst) 0 0 L1 ωtst+θ

(a) 쇄교자속

(b) 쇄교자속의 강제응답

(c) 쇄교자속의 자연응답

(d) PT의 압
<그림 2> 해석한 식의 쇄교자속 및 전압의 변화 모의

<그림 3> 해석한 식의 쇄교자속 및 전압의 변화 모의

(a) 쇄교자속

(b) PT의 압
<그림 4> EMTP-RV를 이용한 쇄교자속 및 전압 변화 모의

 <표 2> 쇄교자속과 전압을 모의하기위한 파라미터값

Vs 125.74 kV Eth 75.52 kV

θ 90˚ Cth (=CB  + CE) 3245 pF (=1296 pF+1949 pF)

λs1 400 Vs is1 0.8 mA

L1 500 kH R 19.39 MΩ

L2 166.67 H

  PT철공진 상은 포화 후 쇄교자속의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식(7)에서 R과 Cth가 일정하고 L값이 매우 작아지면 σ는 L값과는 무
하고 ωh가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ωh값이 매우 커지면 δp3는 
-90°에 근 하고, C3값 한 매우 작아진다. λini - D3값은 0에 근 (isL
매우 작음)하고 C3값은 매우 작아져 δh의 분자항의 ωhC3는 커지고, 분모
항은 vini, C3, θ값에 의존하게 된다. vini은 략 정격 압 이내의 범 이
고, 정  함수의 크기는 최  1이기 때문에 C3값이 매우 작아지면 δh의 
분모항이 매우 작아져 δh는 ±90°에 근 하게 된다. 포화가 되면 A3의 분
모항은 ±1이 되고 분자항은 C3sin(θ-90°)만 남아서 강제응답의 크기가 
θ값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θ값은 포화되는 순간마다 변하기 때
문에 A3의 크기는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고 랜덤하게 변함을 알 수 있
다. 즉, 쇄교자속의 변화는 포화후 크기가 일정한 변화 형태를 갖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2.2 PT철공진 현상모의
  시간 역에서 쇄교자속을 모의하고 분석하기 해, 식(7)의 지수항이 
있는 강제응답 부분과 정 항만 있는 자연응답부분을 분리하여 모의하
다. 표 2는 모의하는데 사용한 라미터 값이다[4]. 그림 2a, 2b, 2c에

서 실선은 각각 쇄교자속, 쇄교자속의 강제응답, 쇄교자속의 자연응답이
고  선은 쇄교자속의 포화 이다. 그림 2d에서 실선은 PT의 압이고 
선은 차단기 개방  PT의 압이다. 그림 2a, 2d에서 쇄교자속과 
압은 포화되기 과 후에 매우 왜곡됨이 보인다. 그림 2b에서 포화 에 
비해 포화후의 강제응답이 작아진다. 이것은 식 (8)에서 L값(L1≫L2, 
략 3000배)이 매우 작아져서 ωh값이 매우 커지고, C3값은 매우 작아져 
A3값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2c에서 포화 에는 상당한 값을 가진 
정  형태지만, 포화후에는 포화  쇄교자속 근처에서 작은 정  형
태를 가진다. 식 (8)에서 자연응답은 포화  D3값이 0이고, 포화후 λs1≫
is1L2이기 때문에 D3값이 략 포화  쇄교자속 값이 되어 이러한 상
이 나타난다.
  앞에서 해석한 PT철공진 상을 검증하기 해, EMTP-RV를 이용하
여 모의하 다. 모의한 모델은 그림 4과 같고, 사용한 라미터 값은 표 
2와 같다. 그림 4은 EMTP-RV를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이다. 그림 4a는
쇄교자속이고, 그림 4b는 PT의 압이다. 그림 2a, 4a의 쇄교자속과, 그
림 2d 4b의 압을 각각 비교해보면 형의 패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T철공진의 원인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먼  간단한 PT철공진 등가회로와 자화곡선을 설정하여 시간 역에서 
미분방정식을 세워 해를 구하 다, 다음으로 구한 해를 강제응답과 자연
응답으로 나 어 해석하 다. EMTP-RV를 이용하여 제안한 미분방정
식의 해를 검증해 본 결과 제안한 방법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 역에서 해석하므로 Chaotic 철공진과 
Periodic 철공진을 모두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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