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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e traceability of high current measuring sensors
of high power testing department II(HPTD II) in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KERI), additional comparison
tests with reference test object were performed repeatedly. The first
intercomparison has been carried out between the reference shunt for
Asia and high current shunt of HPTD II in 2013. This paper
compares the test results of the calibration in 2014 with them in
2015. The assigned new scale factor of high current sensors will be
applied to high power tests in HPTD II until the next high current
intercomparison.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진행된 Japan Short-circuit Testing
Committee (JSTC) 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기준 션트
와 한국전기연구원 대전력평가2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전류 측
정 션트와의 비교시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대전류
측정용 센서에 대한 추가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대전류 측정기기에 대한 비교시험을 1∼2년 주기로 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Short-Circuit Testing
Liaison(STL)에서 제시하는 5년 주기의 shunt 비교시험을 실시
하면서 차기 비교시험 시점까지 중간점검을 통해 변동성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력평가2실에서는 2014년 그리고
2015년 각각 교정된 스케일 팩터를 대전력 시험에 적용하고 있
으며, 매년 반복적인 비교시험을 통해 대전류 측정용 센서에 대
한 자체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2. 본    론

  2.1 시험 개요
아시아 기준 션트 비교시험에 대한 시험 방법 및 결과는 [1]에 구체적
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정주파수에 대한 스케일 인자 산정을 위해 추가
로 진행된 비교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대상
2013년 진행된 대전류측정 션트(HV shunt R상)를 기준으로 대전력평
가2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 시험장 션트 2개(HV shunt S & T상)
및 저압 시험장 전류 센서 2종에 대하여 추가 비교시험을 진행하였다.

<표 1> 비교시험 대상

나. 스케일 인자 시험
각 시험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류 측정 센서마다 측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기마다 측정 가능한 최대전류를 기준으로 약 5~20%에
해당하는 3개의 시험전류를 임의로 정하였다. 고압 및 저압 시험장 별로
비교기준 션트(HV shunt R)와 개별 전류센서를 단상 시험회로로 구성
하여 각 교류 전류파형 마다 총 10개의 피크값을 측정하였다.
직류 전류 센서의 경우 앞서 교정된 Rogowski coil로 측정된 3상 교류
전류에 대하여 정류기를 통해 변환된 직류 전류 파형을 상호 비교하였
다. 그림 1을 보면 3상 교류 전류 파형의 R, S, T상 피크값들이 동 시
점에 직류 전류 피크파형과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가정하였다.
정주파수 스케일 인자 산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2]에 소개된 교류전류
측정시스템 스케일 인자 교정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본 논문에 해당하는
시험조건은 표 2,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2> 정주파수 스케일 인자 시험 조건

<표 3> 전류 측정 센서에 대한 시험 전류

<그림 1> 3상 교류 및 직류 전류 파형 비교

  2.2 시험 결과 
가. 직류 전류 센서 스케일 인자 시험
교류 전류 센서에 대한 스케일 인자 시험결과는 [1]에서도 소개되어 있
어, 본 논문에서는 직류 전류 센서(100 kA/ 10 V)에 대한 결과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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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시험장
- HV shunt S상 (2, 4, 8 kA)

- HV shunt T상 (2, 4, 8 kA)

저압 시험장

- Rogowski coil integrator (R, S, T상)

. 1 kA tap (2, 4, 6 kA)

. 5 kA tap (6, 10, 12 kA)

. 10 kA tap (8, 16, 24 kA)

. 30 kA tap (12, 20, 30 kA)

- 직류 전류 센서 (In & Out)

. 10 kA/ 10 V (3, 9, 12 kA)

. 100 kA/ 10 V (12, 24, 36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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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자 한다. 교류 전류 센서인 Rogowski coil로부터 10개의 R, S, T
상 peak 값들을 취득하고, 직류 전류 센서로부터 취득한 동시간대의 10
개의 peak값들을 비교하여 얻은 편차 [%]는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전류 피크값 측정결과 (2014년)

　
Rogowski coils

(A)

DC CT_out

(A)
편차 (%)

P1 12.91 12.91 0.00

P2 13.28 13.37 0.72

P3 13.09 13.18 0.72

P4 13.41 13.41 0.00

P5 13.44 13.53 0.72

P6 12.89 12.98 0.72

P7 13.26 13.26 0.00

P8 13.66 13.75 0.72

P9 13.26 13.35 0.72

P10 13.59 13.59 0.00

<표 5> 전류 피크값 측정결과 (2015년)

　
Rogowski coils

(A)

DC CT_out

(A)
편차 (%)

P1 12.85 13.28 12.78

P2 12.72 14.07 13.54

P3 12.09 13.79 13.27

P4 13.98 13.83 13.31

P5 14.96 13.68 13.17

P6 13.50 13.10 12.61

P7 13.36 13.68 13.17

P8 13.16 14.30 13.76

P9 12.40 13.98 13.45

P10 14.15 14.13 13.60

2014년 비교시험을 실시한 피크값에 대한 표준 편차는 0.373 [%], 표준
불확도는 0.118 [%], 스케일 인자는 99.57 [%]로 산정하였으며, 2015년
비교시험을 실시한 피크값에 대한 표준 편차는 7.4 [%], 표준 불확도는
2.341 [%], 스케일 인자는 96.24 [%]로 산정하였다. 직류 전류 센서의 경
우 2015년 교정된 스케일 인자를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큰 편차를 보
여주고 있다. HPTD II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류 센서들에 대한 2014년
과 2015년 스케일 인자는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HPTD II 전류 센서 스케일 인자 (2014년 & 2015년)

　 종류 탭 구분 상

Scale

factor

(2014)

Scale

factor

(2015)

HV

교류

전류

Shunt X10

R 1.944k 1.944k

S 1.935k 1.940k

T 1.935k 1.939k

LV

교류

전류

Rogow

ski coil

1 kA

R 1.001k 1.010k

S 1.006k 1.000k

T 0.9986k 0.9926k

5 kA

R 4.993k 5.053k

S 5.018k 4.991k

T 4.979k 4.961k

10 kA

R 9.972k 10.130k

S 10.022k 10.000k

T 9.962k 10.014k

30 kA

R 30.024k 30.339k

S 30.024k 29.984k

T 29.904k 30.122k

LV

직류

전류

CT

100 kA
IN 10.107k 9.908k

OUT 9.965k 9.654k

10 kA
IN - 0.986k

OUT - 0.947k

나. 결과 분석
표 6을 보면 교류 전류 센서의 경우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지만, 직류
전류 센서의 경우 비교적 큰 차이가 보여 2015년 직류 전류 센서 스케
일 인자 시험 방법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원인을 살펴보았
다. [2]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정상상태에서의 직류 전류에 대한 리
플과 리플 팩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리플 팩터를 7% 이하로 제한
하고 있다.

- 리플 : 정상상태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의 1/2 크기
- 리플 팩터 : 정상상태 구간에서의 리플 크기와 전류의 산술평균값에
대한 비 (≤7%)

<그림 2> 단시간 직류 전류 파형 예시

그림 1에서 취득한 직류 전류 파형의 리플 팩터를 계산한 결과
약 21%로 [2]에서 제한하는 7%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4년도 직류 전류 파형의 리플 팩터와 표준 편차 계산 결과를
표 7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해 보았다. 리플 팩터는 2014년과 2015
년 비교시험 당시에는 간과했던 부분으로 향후 다양한 시험을 통한 검
증이 필요하겠지만 리플 팩터가 클수록 표준 편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비교 시험에서는 리플팩터를 7% 이내로 고려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표 7> 직류 전류 리플 팩터 비교 (2014년 & 2015년)

Current

(kA)

Ripple factor (%) 표준 편차 (%)

2014 2015 2014 2015

12 8.4 20.6 0.37 7.40

24 8.5 10.7 0.37 7.48

36 8.4 21.0 0.95 5.17

HPTD II에서는 2012∼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류시험설비
를 새로 구축하였으며, 아직까지 시험 노하우를 축적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 리플 팩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3. 결    론

2013년 대전류 측정용 션트에 대해 아시아 지역 기준 션트와 비교시험
을 실시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당시 취득한 스케일 인자를 기준으로 다
른 종류의 전류 측정 센서들에 대해 추가 교정 작업을 2014년과 2015년
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교류 전류 센서와 비교해 볼 때
직류 전류 센서에 대한 비교시험 결과가 2014년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그 원인으로 리플 팩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항
후 다양한 시험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차기 직류 전류 센서
비교시험을 위해 리플 팩터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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