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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펌프 전동기 기동특성과 전력계통해석 프로그램의 현장 실
무 적용으로 전동기 부하가 다수인 수용가에 있어서의 보호계전기의 최적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전력계통은 수용가의 전력사용 증대와 더불어 대형화, 복합화되
고 있으며, 정전사고는 수용가의 생산차질과 경제적으로 심각한 파급효
과를 초래한다. 사고파급을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
로 대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력설비의 주기적인 보호계전 진단
과 각 전력설비 간의 보호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펌프-전동기 기동특성시험과 전력계통해석 프
로그램 적용 및 분석 등을 통해 보호계전기의 최적설정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본    론

  2.1 펌프-전동기 기동특성 현장시험
  2.1.1 개 요
수도사업장의 취ㆍ송수ㆍ가압펌프 기동반의 펌프-전동기 기동시 이상
전압 발생정도, 기동시간, 기동시 전압/전류 등의 기동특성을 현장 펌프
설비에서 측정, 분석하였다.

  2.1.2 시험 대상설비 및 측정 위치도
시험 대상설비 및 측정 위치도는〈그림1〉과 같다.

 

<그림 1> 현장시험 대상설비 및 측정 위치도

  2.1.3 측정방법 및 현장시험결과
전동기 단자대에 정밀급(0.5급)의 PT(6,6㎸ 또는 3.3㎸ /110V), CT
Clamp(1000A), 비접촉식 RPM Sensor, 1.25Ms/s급의 기동 특성 시험장
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현장시험결과는〈표1〉과 같다.

     

<그림 2> 전압단자 연결        <그림 3> GPT(3.3㎸/100V) 결선

     

<그림 4>  RPM Sensor        <그림 5>  전력품질분석기 연결 

<표 1> 기동특성 시험결과

구 분

전압(kV) 전류(A) 시간(sec) 속도(rpm)

기동 운전 정격 기동 운전 정격 기동
VC
투입

정격속도
도달

리액터
동 작완
료

운전
시

정격

1호기 2.42 3.19 3.3 59 17 17 1.2 10.3 1.8 1192 1769 1754

2호기 2.43 3.13 3.3 60 18 17 1.3 11.3 1.8 1189 1770 1754

3호기 2.44 3.17 3.3 59 17 17 1.3 13.4 1.8 1148 1776 1754

4호기 2.42 3.18 3.3 61 17 17 1.4 8.7 1.8 1152 1785 1754

  2.1.4 측정결과 분석
<그림 1>과 같이 센서를 설치하여 전동기 기동시의 전압, 전류, 회전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 데이터로부터 전동기 기동반과 상위 전
력설비(변압기, 케이블)와의 보호협조 관계를 아래 그림에 표시하였다.

<그림 5> 전력품질분석기(DEWE-3010 그래프)

  2.2 전력계통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2.2.1 개 요
  보호계전기 설정 및 보호협조 관계를 전력계통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전력계통해석 프로그램은 EDSA Technical
2000, EMTP, PSS/E, Matlab Power System Toolbox, CYME, ETAP, SKM,
PSCAD/EMTDC 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개발된
SKM(Power Tools For Windows)를 활용하였으며 구성은〈표2〉과 같다.

 <표 2> SKM(Power Tools For Windows) 구성

프로그램 내 용

DAPPER 고장계산, 전력조류계산 등

CAPTOR 보호협조 곡선 산출 등

HI-WAVE 고조파 해석

I'SIM 과도현상 해석

TMS 과도현상 해석

A_FAULT ANSI 기준에 의한 고장계산

IEC_FAULT IEC 기준에 의한 고장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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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설비현황

전력설비 분석 대상설비 현황은〈표3〉과 같다.

  <표 3> 시험대상 설비현황

구 분 설 비 명 비 고

선로
현황

주전원 분당변전소 정수D/L 　

예비전원 야탑변전소 야광D/L 　

수변전 설비
주변압기:7000/8500kVAx3대
소내TR(3,4단계):750kVAx2대

　

펌프모타

송수펌프 950kWx6대, 850kWx6대,
400kWx2대

표세펌프 237kWx4대, 225kWx4대
집수조펌프 150kWx3대

  

  2.2.3 분석결과

1) 22.9kV 수변전설비 보호협조

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장 수도사업자의 일개소를 대상으로 보호계전기의 설치 상황, 설정치,

전력설비의 보호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

며 이의 개선방안으로서는〈표4〉와 같다.

 <표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파워퓨즈 특성 곡선 하단과 22.9kV
주차단기의 과전류계전기 순시가 겹침

파워퓨즈 특성 곡선 하단과 22.9kV
주차단기의 과전류계전기 순시보호
협조 조정

변압기 1차측과 2차측의 위치바뀜 변압기 1차측 보호계전기의 후비보호
기능을 조정

변압기 1차측 차단기의 후비보호기능
미비

변압기 돌입전류(TX Inrush, 정격전류의
10배)에 동작하지 않도록 22.9kV 주
차단기의 과전류계전기 순시값 조정

22.9kV

주차단기
주변압기 1차측

주변압기 2차측

<그림 6> 22.9kV 수변전설비 설비현황

나. 보호협조 곡선

수변전설비의 보호협조 제시(안)은〈그림7〉과 같다.

22.9kV 수변전설비 보호협조곡선

변 경 전 변 경 후

<그림 7> 22.9kV 수변전설비 보호협조곡선

2) 펌프 기동반 및 콘덴서반 보호협조
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펌프기동반과 콘덴서반의 설비 설치관계는〈그림8〉과 같으며, 현장 분

석결과 보호협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표5〉와 같다.

 <표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콘덴서 보호용 파워퓨즈 특성 곡선
이 콘덴서 damage 곡선 상부에 있
어 단락사고 발생 시 콘덴서 소손
후 파워퓨즈가 용단되므로 설비보
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콘덴서 보호가 되도록 파워퓨즈 용
량을 콘덴서 damage 곡산 하부에
오도록 조정

파워퓨즈

콘덴서

<그림 8>펌프기동반 및 콘덴서반 설비현황

나. 보호협조 곡선

펌프기동반 및 콘덴서반의 보호협조 곡선은 〈그림9〉과 같다.

펌프기동반 및 콘덴서반 보호협조

변 경 전 변 경 후

PF이동

<그림 9> 펌프기동반 및 콘덴서반 보호협조곡선

3. 결    론

고압 자가용 수용가의 전력설비는 다양하며 전력설비는 직렬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불가피하다. 본문에서
전력설비의 보호협조 체계와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고압수용가의
전력설비에 대한 보호계전기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분석으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되는 설비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전기 사고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고파급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본 진단방법과 보호협조 구성예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로인한 대국민 서비스와 신뢰도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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