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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임피던스와 부하상태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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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loop impedance(inner loop impedance & external impedance) measurement method in 

TN system. When the measurement of a loop impedance then the measurement result have a some error by load 

condition.  In this paper suggest the loop impedance measurement on actual loading condition by two experiment. one 

was laboratory condition and the other was the actual measurement on site. Analysis result, measuring error by load 

condition has not effect on measuring loop impedance.

Key Words  : Loop impedance, Reference impedance, Load condition, IEC 60364, TN system

† 교신 자, 정회원 : 기안 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mirmir0822@kesco.or.kr

* 정 회 원 : 기안 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 회 원 : 기안 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 회 원 : 기안 연구원 연구원

   수일자 : 2011년 7월 19일

  최종완료 : 2012년 1월 27일

1. 서  론

루 임피던스(loop impedance)란 변압기를 시작으로 원

선과 보호도체의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즉, 측정지 의 압

배 계통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하나의 루 회로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IEC 60364에 의한 지설비는 TN, TT, IT로 분

류가 된다. 루 임피던스는 IEC 60364로 시공된 기설비의 

설비  인체감 을 보호하기 해 측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  하나이다. 이  TN 지계통은 다시 TN-S, 

TN-C-S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 력사업자의 설비인 배

계통의 임피던스인 기 임피던스와 수용가 내부의 임피던스

인 루 임피던스로 구분을 하게 된다[l]. 재 IEC 60364의 

국내 용을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다[2]. 국내에서 감

사고  설비사고 보호를 한 지설비의 시공  검사방

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 

한, IEC 지계통이 국내 지계통과의 차이 으로 인

해 시공 혹은 안 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에 한연구가 진행되었다[4]. 그러나 루 임피던스 측

정시 부하상태에 따른 루 임피던스의 측정결과에 한 검

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루 임피던스 측정결과에 한 신뢰

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어 이에 한 검증이 필

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실조건과 실제 장에서 부하상태에 따

른 루 임피던스의 측정결과  수용가의 형태를 분류하여 

루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사업자 

계통의 설비인 배 계통 말단부와 수용가 인입부 사이의 루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2010년도 기설비기술기 에 신설

된 TN 지계통이 본격 으로 국내에 시공되기 이  본 연

구결과를 활용하여 련 기 을 정립하고 이와 련되어 발

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루 임피던스와 부하 향 분석

2.1 루 임피던스 측정원리[5]

루 임피던스 측정방식은 공칭 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계(V0), 순수한 항성분만을 가진 항을 R1이라 정의하

고 R1 양단의 차를 측정할 수 있는 압계(V1)를 이용

하여 압을 측정한다. 이때 압은 부하상태에 따라서도 

향을 받게 되므로 수용가의 부하에 따른 루 임피던스 변

환 특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루 임피던스 측정은 무

부하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측정결과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실제 운 되고 있는 건축 기설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는 하

나의 방법이 부하에 따른 루 임피던스 향 분석을 통해 

루 임피던스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부하운  에서도 루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실험을 해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여 선로의 루 임피던스를 측정하 다.

여기서 루 임피던스(ZS)는 원선의 임피던스(ZL)와 보

호도체선의 임피던스(ZPE)를 합한 값이 된다.

ZS = ZL +Z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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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루 임피던스 측정 방법

Fig. 1 Measuring Method of Loop Impedance

이때 원선과 보호도체 사이의 측정 압을 측정하기 

해 스 치(SW1)를 개방한 상태에서 원의 압을 측정한 

결과는 V0가 된다.

한 회로의 흐르는 류를 측정하기 스 치(SW1)를 닫

은 상태에서 압을 측정한 값이 V1이며 이때 흐르는 류

(I1)는 식(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I1 = V1 ÷ R1                (2)

의 식(2)를 이용하여 구해진 류와 실측을 통해 측정

된 V0, V1과 식(2)를 이용하여 에서와 같은 회로의 루 임

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V0 = (ZS + R1) × I1

의 식에 I1 신 식(2)를 입하면 다음과 같다.

V0 = (ZS + R1) × (V1 ÷ R1)         (3)

여기서 루 임피던스를 구하기 해 ZS의 식으로 변환하

면 식(4)와 같이 되며 이를 이용하여 루 임피던스의 측정

이 가능하다.

ZS = (V0 - V1) ÷ V1 × R1          (4)

2.2 루 임피던스 측정 방법

의 루 임피던스 측정방법에서와 같이 변압기 부분의 

압을 측정하여 루 임피던스를 측정하면 가장 정확한 루

임피던스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장의 경우 거리  

공간의 문제로 변압기 부분의 압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측정지 의 압을 측정할 경우 간 부하들로 인해 

압변동이 발생하여 V0의 크기가 변동되며 이로 인해 측정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오차의 측이 불가능

하여 본 실험에서는 선로의 임피던스( 원선, 보호도체선)를 

0.5, 1.0, 5.0 Ω으로 순차 으로 변환을 시켜가며 부하 2개를 

사용하여 부하  선로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루 임피던스 

변화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실험에서 부하 1은 2,450 W 용

량의 열풍기를 사용하 고 부하 2는 10.5 kW 용량의 열풍

기를 사용하여 실재 수용가 계통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험

을 실시하 다. 그림 2는 부하상태에 따른 루 임피던스 

향분석을 한 계통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 부하상태에 따른 루 임피던스 특성분석 회로도

Fig. 2 Diagram for Characteristic Analysis of Loop 

Impedance by Load Condition

2.3 루 임피던스 측정 결과

그림 3은 부하상태에 따른 루 임피던스 측정결과를 그래

를 나타내었으며 표 1은 그림 3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 부하상태에 따른 루 임피던스와 측정 결과

Fig. 3 Measuring Result of Loop Impedance by Load 

Condition

부하와 루 임피던스와의 상 계 분석 결과 기 임피

던스에 비해 부하 한 개를 연결하여 운 을 하면 임피던스

가 약간 증가를 하며 부하의 용량이 클수록 임피던스의 변

화량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2개 이상의 부하를 연

결시켜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 측정된 최  임피던스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결과 으로 부하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루

임피던스와는 감소를 하게 되며 여러 개의 부하가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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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소크기의 용량을 가진 부하에서 최  크기의 루 임

피던스가 측정되고 이후 루 임피던스가 감소된다.

선로 임피던스
무부하 2,450 [W] 10.5 [kW]

(2,450+10.5) 

[kW]원선 보호도체

0.5

0.5 2.32 2.67 2.75 2.60

1.0 2.76 3.14 2.80 3.10

5.0 6.76 7.13 6.87 7.11

5.0

0.5 6.74 7.21 6.88 7.23

1.0 7.16 7.59 7.18 7.62

5.0 11.28 11.81 11.55 11.62

표   1  부하상태에 따른 루 임피던스와 측정 결과

Table 1 Measuring Result of Loop Impedance by Load 

Condition [단  : Ω]

한, 표 1에서 무부하시 루 임피던스와 부하를 연결한 

후의 루 임피던스를 비교한 결과 변압기 임피던스는 약 1 

Ω정도 측정되었으며 이후 선로의 임피던스와 비례 으로 

루 임피던스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는 건축 기설비 시

공시 수용가 내부 혹은 외부의 원공 용 변압기 임피던스

에 따라 수용가 내부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설비 

 인체감 보호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3. 기 임피던스와 부하 향 분석

3.1 측정 방법

기 임피던스 기사업자의 변압기, 원선  성선의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이때 정확한 기 임피던스를 측정하

기 해서는 수용가의 모든 회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임피던

스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장의 경우 PC, 단말기 

등 24시간 동작되는 기설비가 정 으로 인해 동작이 멈출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가의 원을 차단

한 상태에서 기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은 실 으로 어

려움이 크다. 이와 련하여 본 에서는 실제 장의 기

임피던스를 차단기가 on인 상태와 off인 상태에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4는 이때 측정모습을 나

타내었다.

그림 4 외부루 임피던스 측정 방법

Fig. 4 Measuring Method of External Loop Impedance

3.2 측정 결과

기 임피던스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 상은 단독

주택, 아 트, 상가, 공장 등을 상으로 하 다. 측정개소는 

총 30개 개소에 하여 측정을 실시하 다. 측정결과 부

분 수용가의 메인차단기 상태에 따라 2개소를 제외한 나머

지 측정 상에서 측정오차가 부분 0 ∼ 0.1 Ω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으로 기 임피던스를 측정할 경

우 부하상태에 따라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기 임피던스 측정시 부하 향 장실측 결과를 나

타내었다.

분류 차단기 상태 측정결과[Ω] 측정비

상가

on 0.21 
0.000 

off 0.21 

on 0.20 
0.000 

off 0.20 

on 0.28 
(0.003)

off 0.27 

on 0.14 
0.000 

off 0.14 

on 0.25 
0.007 

off 0.26 

on 0.34 
(0.005)

off 0.34 

공장
on 0.28 

0.024 
off 0.30 

아 트

on 0.31 
0.000 

off 0.31 

on 0.31 
0.011 

off 0.32 

on 0.34 
0.007 

off 0.34 

단독주택

on 0.60 
0.065 

off 0.66 

on 0.30 
0.006 

off 0.30 

on 0.31 
0.025 

off 0.34 

on 1.35 
(0.923)

off 0.43 

on 0.42 
(0.040)

off 0.38 

on 0.27 
0.005 

off 0.27 

on 0.33 
0.000 

off 0.33 

on 0.21 
0.021 

off 0.23 

표   2  기 임피던스 측정결과

Table 2 Measuring Result of Reference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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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차단기 상태 측정결과[Ω] 측정비

단독주택

on 0.28 
(0.026)

off 0.25 

on 0.34 
(0.004)

off 0.33 

on 0.17 
0.005 

off 0.17 

on 0.30 
0.010 

off 0.31 

on 0.43 
(0.135)

off 0.30 

on 0.34 
0.027 

off 0.36 

on 0.21 
0.001 

off 0.21 

on 0.27 
(0.046)

off 0.22 

on 0.10
0.001

off 0.10 

on 0.30 
0.009 

off 0.31 

on 0.61 
0.060 

off 0.67 

on 0.36 
0.006 

off 0.36 

표   2  기 임피던스 측정결과

Table 2 Measuring Result of Reference Impedance 

표 3은 기 임피던스의 각 수용가의 분류 형태에 따라 측

정결과를 평균 낸 결과이다.

분류 임피던스 평균값[Ω]

상가 0.24

공장 0.29

아 트 0.32

단독주택 0.33

표   3  기 임피던스 측정결과 평균값

Table 3 Measurement Average Result of Reference Impedance

표 3에 한 분석 결과 수용가 분류에 따라서 임피던스의 

평균값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IEC에 따른 TN 지계통이 국내 보 되는 시 에서 외부

루 임피던스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4. 결  론

실험실 조건  실제 장을 통한 루 임피던스 측정  

분석결과 부하에 따라 기 임피던스  루 임피던스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오차의 범 가 

부분 5 %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차단기의 도체 상태에 따

라서 혹은 측정시 에 의 강도에 따라 발생 할 수 

있을 정도의 오차로서 부하가 동작을 하는 시 (무정 )상

태에서 루 임피던스를 측정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는 향후 

국내 건축 기설비가 TN 지계통으로 시공되는 시 에서 

차단기의 정격차단용량을 선정하고 보호계통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외부루 임피던스 측정결과 수용가의 분류 형태에 

따라 임피던스의 크기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N 지계통에 한 루 임피던스를 측정

할 경우 수용가의 형태에 따라 루 임피던스의 제한값을 따

로 규정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한 기사업자의 외

부루 임피던스를 규정짓는데 매우 요한 요소로서 향후 

외부루 임피던스의 련 규정 신설시 매우 요하게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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