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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는 변압기의 원리

를 이용하여 직  측정할 수 없는 고 압 는 류를 계

측하기 한 기기로 압을 측정하는 압변성기(PT, 

Potential Transformer)와 류를 측정하는 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서 류변성기는 사용 목 에 따라 계기용 류변

성기와 보호용 류변성기로 구분하는데, 계기용 류변성기

는 정상 인 부하 류의 범  내에서 규정된 정확도를 유

지하는 것이 요하지만 보호용 류변성기는 계통의 범

한 고장 류에 하여 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5]. 이와 같은 이유로 계기용 류변성기의 성능 평가

는 정상상태에서 정확도만 검증하면 되나, 보호용 류변성

기는 정상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고장 시 발생하는 과도 류

에 해서도 규정된 성능이 유지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고장시 발생하는 과도 류는 류변성기의 포화를 발생

시켜 류변성기와 연결된 보호계 기의 부동작, 동작 시간 

지연 등을 발생시키게 되며, IEC 60044-6에서는 이러한 과

도 류에 한 보호용 류변성기의 성능에 한 요구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용 류변성기의 과도 성능을 평가하

는 피크 순시 오차 검증을 TPY  류변성기에 하여 

직․간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하여 검토하여 보

았다.

2. 단락 류의 특성

단락 류는 일반 으로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직류 성분의 크기는 단락회로가 발생

된 순간과 계통의 시정수(X/R의 비)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단락회로가 압 형의 피크 지 에서 발생한다면, 단락 

류는 “0”에서 시작하여 “0”축을 심으로 칭인 사인 의 

형태를 따르게 된다. 반 로 단락회로가 압 형의 “0” 지

에서 발생한다면, 단락 류는 “0”에서 시작하여 압보다 

90° 뒤의 지 에서 피크에 도달하게 된다. [3] 다음 그림 1

은 154 kV 계통에서 A상 1선지락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사

고상 류 형의 이다.[4]

그림 1 직류 성분이 포함된 단락 류의 

Fig. 1 Example of Short-circuit Current including DC 

component

그림에서와 같이 단락 류의 직류 성분은 계통에서   

로 감소된다. 만일 직류 성분이 완 히 없어지면 단락 류

는 칭 성분만 존재하게 되며, 직류 성분의 감소율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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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서 계통의  비로 감소하게 된다[3].

류변성기는 1차 류를 변환 비에 따라 한 출력

류로 제공하여야하나 단락 류와 같이 직류 성분이 포함된 

큰 사고 류가 발생한 경우 류변성기의 선형 역을 벗

어나 포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류변성기와 연결된 보호

계 기의 오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보호용 류변성기의 등

정상상태 성능에 한 보호용 류변성기의 등 은 IEC 

60044-1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정수에 의해 지수

으로 감소되는 직류 성분을 포함한 단락 류에 한 류

변성기의 등 은 IEC 60044-6에 규정되어 있다.

3.1 IEC 60044-1에 따른 보호용 류변성기의 등

(1) P  류변성기

P  류변성기는 과 류 보호 방식과 같은 일반 인 보

호 계  방식에 주로 사용하며[5], 정격 부담  정격 주

수에서 P  류변성기는 다음 표의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오차

등

정격 1차 류에서 정격 오차 

제한 1차 

류에서의 

합성 오차
류 오차

상차

분
센티

라디안

5P ±1 % ±60 ±1.8 5 %

10P ±3 % - - 10 %

표 1 P  류변성기의 오차 한계[1]

Table 1 Limits of error for P class CTs[1]

(2) PR  류변성기

PR  류변성기는 작은 공극을 이용하여 잔류자기 계수

를 10 % 미만으로 제한한 류변성기로 오차 한계는 P  

류변성기의 오차 한계와 동일하며, 잔류자기 계수 제한을 

하여 2차 회로 시정수 / 는 권선 항 값이 규정될 수

도 있다[1].

(3) PX  류변성기

PX  류변성기는 설 리액턴스가 낮은 류변성기로 

high impedance circulating current protection  부분의 

보호 계  방식에 합하며[5], 2차 여자 특성, 2차 권선 

항, 2차 부담 항  변환 비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1]

3.2 IEC 60044-6에 따른 보호용 류변성기의 등

(1) TPS  류변성기

TPS  류변성기는 류 차동 보호 방식과 같이 출력 

류의 균형이 요한 보호 계  방식에 사용한다. 고장 상

태에서의 출력 류의 균형은 과도 특성의 필수 요소이므로 

선형성이 유지가 되는 포화가 되지 않는 역의 범 가 가

장 요하다. 따라서 TPS  류변성기는 정격 1차 류, 

변환비(PX  류변성기와 동일하게 ±0.25 % 미만으로 규

정), 2차 제한 압으로 과도 성능을 평가하도록 IEC 

60044-6에 규정되어 있다. PX  류변성기와 유사하게 일

반 으로 high impedance circulating current protection에 

용된다[5].

(2) TPX  류변성기

TPX  류변성기는 규정된 책무 주기에서의 피크 순시 

오차(Peak instantaneous error)로 정의되는 오차 제한 규정

을 제외하면 TPS  류변성기의 기본 특성은 유사하다. 

TPX  류변성기는 코어 내에 공극이 없기 때문에 잔류자

기 계수가 크다(일반 으로 잔류 자속이 포화 자속의 70 % 

∼ 80 %). TPS  류변성기는 선로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5].

(3) TPY  류변성기

TPY  류변성기는 잔류 자속이 포화 자속의 10 %를 

과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코어 내에 작은 공극을 두어 

잔류 자속을 제한하지만 이로 인해 포화되지 않은 역 내

에서 TPX  류변성기에 비하여 더 높은 측정 오차를 발

생시킨다. TPY  류변성기의 과도 성능에 한 오차 제

한은 TPX와 동일하다. TPX  류변성기는 자동 재폐로 

기능이 포함된 선로 보호에 일반 으로 사용된다[5].

(4) TPZ  류변성기

TPZ  류변성기는 코어 내에 큰 공극을 두어 잔류 자

속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키고 1차 고장 류의 

직류 성분에 한 향을 최소화 시키나 포화되지 않은 동

작 역에서 측정 오차를 증가된다. TPZ  류변성기의 

과도 성능에 한 오차 제한은 피크 순시 교류 류 성분 

오차로 정의한다. TPZ  류변성기는 용량 발 기의 차

동 보호 방식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다[5].

오차

등

정격 1차 류에서
오차 제한 

조건에서

류 

오차

%

상차 최  피크

순시 오차

%
분

센티

라디안

TPX ±0.5 ±30 ±0.9   = 10

TPY ±1.0 ±60 ±1.8   = 10

TPZ ±1.0 180 ± 18 5.3 ± 0.6   = 10

표 2 TPX, TPY, TPZ  류변성기의 오차 한계[2]

Table 2 Limits of error for TPX, TPY, TPZ class C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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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PY  류변성기 특성의 검증

4.1 TPY  류변성기에 한 시험 항목

(1) 정상상태에서의 류 오차와 상차 확인

(2) 2차 권선 항() 측정(75 ℃에서)

(3) 여자 특성 측정

(4) 잔류 자기 계수( ) 확인

(5) 2차 루  시정수( ) 확인

(6) 피크 순시 오차( ) 확인

4.2 TPY  류변성기

본 논문에서 사용한 TPY  류변성기에 한 정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TPY  류변성기

Fig. 2 TPY Class Current Transformer

(1) 1차 류( ) : 1 000 A

(2) 2차 류(  ) : 1 A

(3) 정격 항성 부담() : 5 Ω

(4) 정격 칭 단락 류 계수( ) : 20

(5) 정격 1차 시정수() : 100 ㎳

(6) 2차 루  시정수( ) : 1.6 s

(7) 책무 주기 : C - 3 cycles - O

4.3 CT Analyzer를 이용한 CT 과도 특성의 검증[6]

그림 3 CT Analyzer에서 사용된 CT 모델

Fig. 3 CT Model used in CT Analyzer

그림 4 CT Analyzer를 이용한 과도 특성의 검증

Fig. 4 Determination of Transient Performance using CT 

Analyzer

(1) 정상상태에서의 류 오차와 상차 확인

CT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류 오차는 -0.323 5 %, 

상차는 5.91′으로 정상상태에서의 오차 한계인 ±1.0과 60′

을 만족하 다.

(2) 2차 권선 항() 측정(75 ℃ 기 )

주 온도 25 ℃에서 CT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2차 

권선 항은 3.533 34 Ω이며, 이를 75 ℃ 기 으로 환산하면 

4.214 14 Ω이다.

(3) 여자 특성 측정

CT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여자 특성은 다음 그림

과 같으며, IEC 60044-6에 따라 측정한 Knee-point 압은 

약 5 927.99 V, 피크 류는 약 2.231 87 A이다.

그림 5 여자 특성

Fig. 5 excitation characteristic

(4) 잔류 자기 계수( ) 측정

은 다음 식(1)과 같이 정의되며[2] TPY  류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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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류 자기 계수는 10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IEC 

60044-6의 부속서 B2(AC method)에 따라 CT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잔류 자기 계수   = 1.47 %로 TYP  

류변성기에 한 잔류 자기 계수 기 을 만족하 다.

 


×  (%) (1)

여기서, 은 잔류 자속, 는 포화 자속이다.

(5) 2차 루  시정수( ) 확인

여자 특성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non-saturated 

Inductance)은 15.517 H이고 IEC 60044-6의 부속서 B에서 

제시한 다음 식(2)를 사용하면   = 1.684 s로 계산할 수 있

다. IEC 60044-6에서 TPY  류변성기는 설계값( 는 정

격값)인 1.6 s의 ±30 %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측정 결과

는 +5 %로 기 을 만족하 다.

  


≈ 


 (s) (2)

(6) 피크 순시 오차( )의 검증

는 다음 식(3)으로 정의할 수 있다[2].

 ⋅⋅ 


 (%) (3)

 식에서    ⋅ , 
는  (   )의 순시값

으로 정격 등가 제한 2차 기 력()에서의 피크 여자 류

()값을 이용하여 간 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6], 이때 

은 다음 식 (4)로 계산할 수 있다.

  ⋅ ⋅⋅
 

 
   (V) (4)

 식에서  는 IEC 60044-6의 부속서 A의 A6식으

로 계산하면 약 15.597이며, 은 약 2 874.33 V로 계산할 

수 있다. CT Analyzer로 측정한 여자 특성 곡선에서 에 

해당하는 은 약 0.649 7 A이다. 이 값을 식 (3)에 입하

면 피크 순시 오차는 약 2.3 %로 10 % 이내의 기 을 만족

하 다.

4.4 단락시험설비를 이용한 CT 과도 특성의 검증

TPY  CT의 피크 순시 오차를 직  시험으로 검증하기 

하여 아래 그림 6과 같은 방법을 용하 으며, 이는  

IEC 60044-6 부속서 C의 그림 C2b에 제시한 압차 법에서 

CT 2차 류를 측정하기 해 설치한 션트 신 Current 

Clamp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방법이다.

그림 6 시험 구성

Fig. 6 Test Arrangement 

일반 으로 단락시험설비의 측정시스템은 고 압, 류

를 안 하고 정 하게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가지 측정기를 

조합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측정시스템 자체의 오차가 시험 

결과에 향을 큰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기 

에 측정시스템의 교정이 필요하다[7]. 본 논문에서는 측정

시스템의 공칭값을 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각 측정시스

템의 교정을 실시한 후의 시험 결과와 비교하 다.

시험에 사용한 션트는 국제 비교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그

림 7의 표  션트를 시험에 사용하 으며, 이 표  션트의 

정격은 다음 표 3과 같다.

그림 7 표  션트

Fig. 7 Standard S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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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CESI

제조번호 13858

정격 류 40 kA(104 kAp), 1 s

동작 사이클 1 s ON - 8 min OFF

모델 HCCS

공칭 항값 51.498 5 μΩ

교정 항값 51.386 7 μΩ

확장불확도 0.61 %

표 3 표  션트 정격

Table 3 Ratings of Standard Shunt

(1) 공칭값을 용한 직 시험 결과

순시 오차 류( )는 다음 식(5)와 같이 계산하 으며[2], 

시험 결과 순시 오차 류는 1.597 kA, 피크 순시 오차( )

는 5.46 %로 계산되어, CT Analyzer를 이용하여 간  계산

한 피크 순시 오차와는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 다.

  ⋅   (5)

그림 8 시험 결과 - 공칭값 사용

Fig. 8 Test Results - using Nominal Values

(2) Current Clamp  압 측정시스템의 교정

표  션트의 출력 압을 측정하는 압 측정시스템은 표

기(FLUKE 5720A)를 이용하여 압을 인가하고 DAS 분

석 로그램의 설정 Gain을 직  조정하 으며, CT 2차 

류를 측정하기 한 Current Clamp와 압 측정시스템은 

교류 류 표 기(YOKOGAWA 2558)를 이용하여 류변성

기 2차 정격 류의 20배에 해당하는 20 A를 Current Clamp

에 직 인가하고 DAS 분석 로그램의 설정 Gain을 조정

하 다.

(3) 교정값을 용한 직  시험 결과

각 측정시스템의 교정 결과를 용한 결과 순시 오차 

류는 937.7 A, 피크 순시 오차( )는 3.25 %로 계산되었으며, 

CT Analyzer를 이용하여 간  계산한 피크 순시 오차와는 

약 1 %차이가 발생하 다. 이는 표  션트의 불확도 0.61 

%, 압 측정시스템의 Accuracy 1 %, Current Clamp의 

Accuracy 2 % 등을 고려하 을 때, CT Analyzer를 이용하

여 간  계산한 결과와 큰 차이를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IEC 60044-6에서 피크 순시오차를 10 %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측정시스템의 오차가 시험 결과에 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시험 에 측정시스템의 오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시험 결과 - 보정값 사용

Fig. 9 Test Results - using Correction Values

5. 결  론

계통의 고장시 발생하는 과도 류는 류변성기의 포화

를 발생시켜 이와 연결된 보호계 기의 동작에 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보호용 류변성기는 장상상태에서의 성능

은 물론 계통의 고장시 발생하는 과도 류에 해서도 규

정된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용 류변성기의 과도 성능에 한 규

정인 IEC 60044-6에서 제시한 피크 순시 오차 시험을 TPY

 류변성기에 하여 직․간 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비교해보았다. 시험 결과 단락시험설비의 측정시스템의 

오차로 인하여 CT Analyzer를 사용하여 간  계산한 피크 

순시 오차에 비해 단락시험설비를 사용하여 직  측정한 피

크 순시오차가 더 크게 계산되었으며, 이는 IEC 60044-6에

서 규정한 10 %의 정 기 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

었다. 따라서, 정확한 시험을 해서는 측정시스템의 교정이 

필요하며, 시험 결과에 한 신뢰성을 해서는 측정시스템

의 측정불확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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