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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전력계통 보호계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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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통 고장 치 동작계 기

인입선로 차동계 기, 과 류 계 기

모선 차동계 기, 압 계 기

변압기
차동계 기, 과 류 계 기 (1차측/2차측) 
성선 과 류 계 기 (1차측/2차측), 방압계 기

피더 과 류 계 기, 지락 과 류 계 기

Abstract - 력계통 운용시 고장이 발생하면 계통 운 원은 계
기  차단기 련 동작정보  경보로부터 해당 고장내용을 
단하고 계통복구를 한 조작을 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 건설 인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
계통 운용시 발생한 고장에 따른 다 경보신호를 분석하기 하
여 력계통의 고장 역별로 동작하는 보호계 기 신호,  차단기 
신호  경보신호를 분류함으로써 이를 향후 력계통 운용시 
고장진단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서    론

  력계통에서 모선, 변압기, 피더 등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고장 과 연 된 계 기  차단기가 동작함으로써 한 차단
기를 동작시켜 인입선로, 모선, 변압기  피더 등의 력계통 
고장구간을 건 구간과 분리하여 고장 을 감소시킨다. 이 경
우 해당 보호기기인 계 기  차단기 동작 황을 악함으로써 
력계통에서의 고장발생구간을 신속히 단할 수 있게 된다.
  종래의 력계통 고장진단은 주로 숙련된 문가의 경험에 의
존하여 왔지만 이는 운 원의 기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잘못 
단하여 오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한 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에는 다수의 경보신호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고장진단이 어려
운 문제 이 있다.
  력계통 고장진단 문제에 한 연구로서는 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가 시스템(rul based expert system)[1-3]이 제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가 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해당 
력계통에 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며 해당 시스템 내의 문
지식을 벗어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단 을 가지며 보호계  
방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지식기반  규칙 설정이 어렵다는 단
을 가진다. 최근에는 퍼지이론(fuzzy theory)[4], 신경회로망[5] 
등의 지능시스템 기법(Intelligent system)을 력계통 고장진단
에 활용하는 방법이 리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 건설 인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
계통 운용시 발생한 고장에 따른 다 경보신호를 분석하기 하
여 력계통의 고장 역별로 동작하는 보호계 기 신호,  차단기 
신호  경보신호를 분류함으로써 이를 향후 력계통 운용시 
고장진단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보신
호로부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계통 고장발생구간을 쉽
게 단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보신호  오동작 는 부동작한 
신호를 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전력계통 보호계전 방법

  력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고장구간을 신속히 악한 후 이
를 건 구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사고 을 방지하는 것이 요하다. 이
처럼 력계통 고장발생시 고장 치  고장종류를 악하기 해서는 
고장발생시 동작하는 계 기  차단기를 참조하여야 한다. 력계통에
서 각 고장 치별 동작 계 기 정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전력계통 고장위치별 동작계전기 

3.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전력계통 보호계전 방식

  그림 1에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계통을 나타내었다.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력계통은 양성자가속기 
설비운 을 한 RF 시스템 력공 용 3.3kV 모선 (2개)  연구센터 
부 시설 운용에 필요한 력공 용 3.3kV 모선 (2개)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1>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전력계통도

  이러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계통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54kV 수 설비계통, 교류배 계통, 직류  무정  원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154kV 수전설비계통
  154kV 수 설비계통은 한 의 154kV 송 망으로부터 1회선을 수 하
여 양성자가속기 설비에 력을 공 하며, 이는 154kV 인입선로, 154kV 
모선, 154kV/3.3kV 수 용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용변압기로 
3.3kV로 강압하여 양성자가속기 설비에 력을 공 한다. 각 설비별 보
호방식  경보방식을 다음에 기술하 다.

  3.1.1 154kV 인입선로 보호
  154kV 인입선로 보호를 해서는 154kV 선로 차동보호를 한 차동
계 기 (487), 후비보호를 한 거리계 기 (421), 154kV 선로 과부하보
호를 한 과 류계 기 (451), 154kV 선로 압계 기 (427)의 계
기를 도입하 다. 인입선로 보호계 기  어느 하나라도 동작하면 인입
차단기가 개방된다. 한편 경보신호로는 선로보호 계 기반 직류제어 원
상실 신호를 도입하 다. 

  3.1.2 154kV 모선보호
  154kV 모선보호를 해서는 154kV 모선 차동계 기 (487BP), 154kV 
모선 압보호 (427)  차단기 실패 보호 (450BF)의 계 기를 도입
하 다. 이들 계 기가 동시에 트립되는 경우 154kV 인입측 차단기  
부하측 차단기가 모두 개방된다. 한편 경보신호로는 모선보호 계 기반 
직류제어 원상실 신호를 도입하 다.

  3.13 154kV/3.3kV 수전용변압기 보호
  수 용 변압기(154kV/3.3kV)는 고주 수 (RF) 발생장치계통용 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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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보호계 기 력계통 구성설비

87 (Differential Relay)
154kV 인입선로

51 (Overcurent Relay)

87BP (Differential Relay)

154kV 모선27 (Undervoltage Relay)

50BF (Breaker Failure Relay)

87A (Differential Relay)

154kV/3.3kV 변압기

450/451 (Overcurrent Relay)

451N (Neutral Ground overcurrent 
relay on Transformer primary)

151N (Neutral Ground overcurrent 
relay on Transformer secondary)

63X (Pressure Relay)

51 (Overcurrent Relay)
3.3kV 고압 차단기반

51N (Overcurrent Relay)

27 (Undervoltage Relay)
3.3kV 모선

47 (Phase Sequence Voltage)

51 (Phase Overcurrent Relay)

3.3kV 피더51N (Phase Overcurrent Relay)

51G (Ground Fault)

부 설비 (Conventional Facilities) 부하계통용 두 가 설치되며 각 계통 
변압기  1 가 고장이 발생하면 동일 계통의 다른 변압기를 통해 각 
계통에 력을 연속 으로 공 할 수 있도록 하 다.
  154kV/3.3kV 수 용변압기 보호를 해서는 수 용 변압기 차동보호
를 한 차동계 기 (487A), 수 용변압기 154kV 측 과부하보호 
(450/451), 변압기 고압측 성  지락과 류보호 (451N), 변압기 압측 
성  지락과 류보호 (151N)의 계 기를 도입하 다. 이들 계 기  

하나라도 트립되거나, 변압기  충격압력계 기 (63X), 변압기 권선온도
가 설정치 이상이 되면 해당 변압기의 피더 차단기를 개방하며, 해당 변
압기로부터 원을 공 받는 3.3kV 스 치기어의 인입차단기가 트립된
다. 
  한편 경보신호로는 수 용 변압기 보호계 기반 직류 제어 원 상실, 
수 용 변압기 가스축 , 부흐홀쯔 계 기 (1차/2차), 방압 안 장치, 유
면계, 유온도, 수 용 변압기 냉각설비 120V 교류제어 원 상실, 수 용 
변압기 장제어반 125V 직류제어반 상실, 냉각팬용 480V 교류 원 상
실, 냉각팬용 동기 고찰 신호를 도입하 다.

  3.2 교류배전계통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교류배 계통은 3.3kV 고압차단기반, 3.3kV 
피더, 480V  220V 로드센터  480V 동기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3.2.1 3.3kV 고압차단기반 보호
  3.3kV 고압차단기반은 154kV 변 소로부터 수 용 변압기를 통해 
3.3kV의 원을 공 받아 3.3kV 부하, 480V  220V 로드센터에 력
을 공 한다. 
  우선 수 용 변압기로부터 3.3kV 모선에 이르는 인입회로와 3.3kV 고
압차단기반 모선간의 연결회로는 반한시 상과 류보호  잔류 지락 과
류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각 3.3kV 모선에 설치되는 계 기는 

상순 보호기능, 부족 압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로드센터 피더 회로에는 
순시요소를 가진 반한시 과 류보호와 순시요소 지락 보호기능을 수행
한다. 3.3kV 동기회로는 단락보호, 과 류 보호  순시지락 과 류 
보호기능을 구비한다

  3.2.2 480V 및 220V 로드센터 보호   
  480V 로드센터는 3.3kV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로드센터 변압기를 통
해 480V 원을 공 밥ㄷ아 460V 부하  480V 동기 제어반에 력
을 공 한다. 한편 220V 로드센터는 3.3kV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로드
센터 변압기를 통해 220V의 원을 공 밥아 220V 시험설비 부하에 
력을 공 한다.
  3.3kV-480V  3.3kV-220V 로드센터 변압기 성 에는 반한시 지
락과 류 계 기 신호를 도입하 다. 480V  220V 로드센터 모선에는 
경보용 는 부족 압시 동기 회로차단기 트립용으로 부족 압계  
신호를 도입하 다. 480V  220V 로드센터 변압기의 2차측 차단기는 
장한시  단한시 트립요소를 가진 자식 트립장치를 설치하 다. 

  3.2.3 480V 전동기 제어반 보호
  480V 동기제어반의 기능은 480V 로드센터로부터 력을 공 받아 
부하에 력을 공 한다.
  480V 동기 제어반의 동기 부하 보호는 배선용 차단기의 자식 
단락 보호장치  3상 과부하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한편 비 동기 부하 
보호는 배선용 차단기의 자식 단락보호  과부하 보호 장치를 사용
한다.

  3.3 직류 및 무정전 전원계통
  직류 원계통은 교류 원계통으로부터 력을 공 받아 3.3kV 고압차
단기반, 480V 압차단기반, 220V 압차단기반, 154kV 수배 설비 차
단기반, 무정  원장치, 인버터, 디젤발 기 제어, 계 기, 솔 노이드 
벨 와 기타 기기기  구성품에 직류 력을 공 한다.
  한편 무정  원계통은 연속 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단상/3상 
120/220VAC 력을 계측  제어회로에 공 하고, 교류 원의 순간  
는 완 한 상실시 원공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직류 원계통 보호를 해서는 우선 직류 분 반에서 모선 압(
압 계 기), 모선 지락(지락계 기), 축 지 인입 차단기 개방/투입, 충
기 인입차단기 개방/투입, 축 지 시험 넬  차단기 투입 경보를 

이용한다. 한 충 기로부터는 직류 입력 압 상실 (충 기 입력단 
압계 기), 직류 출력 압 (충 기 출력단 압계 기), 기출력 
압 상실, 교류출력 고 압, 충 기 출력 차단기 개방/투입 련 경보
신호를 발생시킨다.
  무정  원계통의 보호를 해서는 인버터 과부하, 인버터 입력 교류 
압, 인버터 출력 압 상실, 인버터 출력 교류 과 압, 인버터 출력 

지, 인버터 고장, 인버터 내부 고온, 냉각 계통 고장, 동기화 상실, 자
동 체 스 치 기 원으로 체, 분 반 압  분 반 지락 경보
를 발생시킨다.

  각 력계통 구성설비에 한 보호계 기  경보신호를 표 2에 나타
내었다.

  <표 2>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전력계통의 각 구성설비별 고장발생
시 계전기 및 경보신호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건설 인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
계통 운용시 발생한 고장에 따른 다 경보신호를 분석하기 하
여 력계통의 고장 역별로 동작하는 보호계 기 신호,  차단기 
신호  경보신호를 분류함으로써 이를 향후 력계통 운용시 
고장진단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보신
호로부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력계통 고장발생구간을 쉽
게 단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보신호  오동작 는 부동작한 
신호를 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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