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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Yg 3상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임피던스 분석

Zero Sequence Impedance of Yg-Yg Three Phase Core Type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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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zero sequence equivalent circuit of Yg-Yg three phase core-type transformer is analyzed. Many 

problems by iron core structure of the three phase transformer due to asymmetric three phase lines, which includes line 

disconnection, ground fault, COS OFF, and unbalanced load are reported in the distribution system. To verify a feasibility of 

zero sequence impedance of Yg-Yg type three phase transformer, fault current generation in the three phase core and 

shell-type Yg-Yg transformer is compared by PSCAD/EMTDC when single line ground fault is occurred. As a result, 

shell-type transformer does not affect the flow of fault current, but core-type transformer generate an adverse effect by the 

zero sequence impedance. The adverse effect is explained by the zero sequence equivalent circuit of core-type transformer 

and Yg-Yg type three phase core-type transformer supplies a zero sequence fault current to the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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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상 내철형 변압기의 1차측을 Y 결선하여 사용할 경우, 우리

나라 배전계통에서 전원측 지락사고 발생시, 상간 비대칭 전압이 

변압기에 공급되고, 이로 인해 내철형 변압기는 지락된 상으로 

역기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때 변압기에서 정격전류의 수십 배

의 고장전류를 역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보호계전기가 오동작 되

거나, 변압기 보호용 퓨즈가 동작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으로 인

하여 변압기 온도상승, 손실증가, 계량오차 발생 등 공급자와 수

요자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1]. 마찬가지로 분산전원이 연

계된 배전 선로에서 비대칭 고장과 같은 불평형 외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정 결선 방법과 철심구조 방식의 연계용 변압기를 통한 

순환 전류 발생으로 거짓 고장이 발생하고, 보호 계전기의 오동

작과 전력량 과다 계량과 같은 문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발열에 의한 변압기의 스트레스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변압기의 

구조적인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분 및 역상분 

고조파 제거를 위한 변압기 결선방식이 제안되었고[2], 비대칭 

선로의 변압기의 철심구조별 문제가 논의되었으며[3],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류차동 계전방식이 제안되었으며[4], 많은 연

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철심 구조에 따라 불평형 외란 발생 시에 중성

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영상분 임피던스를 포함하는 변압기의 등

가회로를 2장에서 정리하였다. 3장에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Yg-Yg 결선된 3상 내철형 변압기와 외철형 변압기가 배전 계통

에 1선 지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동작을 영상분 임피던스를 

포함한 등가회로를 토대로 해석한 결과와 PSCAD/EMTDC로 구

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임피

던스의 등가회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3상 변압기 영상 임피던스

3개의 단상 변압기로 구성된 3상 변압기뱅크의 대칭분 임피던

스를 해석할 때, 영상분 임피던스는 정상분 또는 역상분 임피던

스와 같다. 이는 각각의 변압기에 적용된 전압에 대해 동일한 임

피던스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실제로 각각의 단상 변압기는 적용

된 전압의 대칭 성분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3상 변압기의 자

기회로에서 결선방식과 철심구조에 따라서 각상 권선의 자속이 

공통의 자기회로 경로를 공유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변압

기는 정상분과 영상분 전압에 다르게 반응하며, 그 차이점은 올

바른 대칭성분 네트워크 표시를 얻을 때 고려하여야한다. 만약 

영상 임피던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고장 해석에 

대한 시스템 연구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3상 변압기에 대하여 결선과 철심구조에 대한 등가 자기

회로를 표현하고, Yg-Yg 3상 내철형 변압기의 자기회로에서 영

상분 임피던스를 포함한 등가회로를 분석한다.

 

2.1 3상 변압기의 결선과 철심구조

3상 변압기의 구조는 코일과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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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각 내철형 자기회로

Fig. 1 Three-limb core-type transformer 

그림 2 5각 내철형 자기회로

Fig. 2 Five-limb core-type transformer

그림 4 내철형 변압기의 정상분 자속

Fig. 4 Positive sequence flux of core-type transformer

그림 5 외철형 변압기의 정상분 자속

Fig. 5 Positive sequence flux of shell-type transformer

성은 코일의 결선방식과 철심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변압기의 철심구조는 단상형, 내철형, 외철형 3가지 형태로 분류

되며, 변압기 선정시 선로특성과 부하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

히, 변압기 운전시 3상 대칭 및 비대칭 입력, 지락과 같은 전압 

상태에 따라서 코일과 철심간 상호작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3상 변압기의 가장 일반적인 자기 회로 설계

는 3각 내철형 형태이며, 그림 1과 같다. 세 개의 수직 병렬 형

태의 각부는 수평 요크에 의해 상부와 하부가 연결된다. 그림 2

의 5각 철심형 자기 회로는 권선이 감긴 세 개의 각부와 2개의 

권선이 감기지 않은 작은 단면의 각부로 구성된다. 모든 5각을 

연결하고 있는 요크 또한 권선이 감긴 각부와 비교하면 작은 단

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외철형 3상 자기 회로는 횡축으로 3

개의 권선 각이 있는 프레임과 공통 중앙선으로 구성되며 그림 

3에 나타난다. 권선으로 감겨진 철심 각부는 본질적으로 직사각

형의 단면부와 덮개처럼 권선을 둘러싼 자기 회로의 연결된 부분

으로 되어 있다.

위의 언급된 설계의 주요한 차이점은 3상 불평형 전압이 가해

진 경우, 즉 영상분 전류가 있을 경우 그들 동작간의 차이에 있

다. 이 조건은 또한, 다른 모든 권선의 기자력을 불평형으로 만드

는 영상분 전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자기 

회로에서 영상분 전류는 자화 전류로 나타나고 자기 임피던스에 

의해 제한되며, 그 양단에는 영상분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가 발

생된다. 그림 1의 3각 내철형 변압기에서, 권선이 감긴 각부에서

의 정상분, 역상분의 자속성분은 순시 합이 영으로써 요크를 통

하여 소거되지만, 나머지의 영상분 자속은 여자된 권선 밖의 요

크와 요크 사이의 귀환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이 외부 요크 누설 

자속은 높은 자기 저항을 나타내며, 주어진 자속의 양에 대하여 

큰 기자력을 필요로 한다. 전기 회로적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상분 임피던스로 나타나며, 이 임피던스는 영

상분의 크기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반대로 소거되지 않은 

영상분 전류는 영상분 자화 임피던스에 의해 제한되는 자화 전류

를 구성하며 이는 영상분 전압, 즉 상 전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림 3 3각 외철형 자기회로

Fig. 3 Three-limb shell-type transformer 

2.2 철심구조에 따른 3상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

3상 변압기에는 일반적인 기본 설계로 내철형과 외철형 설계

의 구조가 적용되며, 그림 4에 내철형 변압기의 정상분 자속을 

그림 5에 외철형 변압기의 정상분 자속을 나타낸다. 외철형 변압

기에서 센타 레그는 권선 사이의 철심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의 다른 레그와 반대방향으로 감겨지며, 거

의 모든 자속이 철 경로 내에 제한되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작

고 내철형과 외철형 변압기의 정상분과 역상분 변압기 등가회로

에서 병렬 여자 분로는 대부분 누락된다. 

3상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는 인가된 영상 전압으로 개방회

로와 단락 회로 시험을 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데 단락 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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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자속

Fig. 6 Zero sequence flux of core-type transformer

그림 7 외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자속

Fig. 7 Zero sequence flux of shell-type transformer

그림 8 자화 임피던스를 무시한 변압기의 등가회로

Fig. 8 Equivalent circuit of transformer without magnetizing 

impedance

그림 9 자화 임피던스를 무한대인 경우 Yg-Yg 변압기 영상분 

등가회로

Fig. 9 Yg-Yg transformer zero sequence equivalent circuit 

under infinite magnetizing reactance

그림 10 Yg-Yg 변압기의 영상분 등가회로

Fig. 10 Yg-Yg transformer zero sequence equivalent circuit 

누설 임피던스를 결정하며, 만약 단락 시험에서 철심이 포화되지 

않는다면 누설 임피던스는 정상분 임피던스와 거의 같다. 그러나 

개방회로 시험은 내철형과 외철형 구조의 등가 영상분 여자 분로

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며, 이것은 두 구조에 기인한 다른 

고유의 자속 패턴 때문이다. 그림 6에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자속을 그림 7에 외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자속을 나타내었다. 내

철형 설계에서 세 레그의 자속은 정상분 경우처럼 합이 영이 되

지 않으며, 합계로 나타나는 3배의 영상분 자속성분은 공기나 오

일을 통해서 혹은 변압기 탱크를 통한 경로로 흘러야 한다. 이 

경로는 높은 릴럭턴스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영상분 여자 임피던

스로 나타나고 높은 정확도의 계산이 요구되는 고장 계산의 등가

회로에서는 무시할 수 없으며, 높은 임피던스의 가상적인 델타 

권선으로 취급된다. 만약 권선 사이에 있는 레그가 포화 된다면, 

외철형 설계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외철형 구조의 영상분 여자 임피던스는 무시될 수 있다. 따

라서 고장 계산과 같은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내철

형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를 고려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2.3 Yg-Yg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

3상 변압기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네트워크는 사고 분석

에 필요하다. 변압기가 정상 운전 중일 때 자화임피던스는 일반

적으로 50∼100pu이기 때문에 자화임피던스는 등가회로 모델에

서 종종 생략된다. 따라서 변압기의 등가회로는 그림 8과 같이 

자화임피던스를 무시하고 1차측과 2차측의 임피던스를 결합하여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고, 정상분과 역상분 네트워크 표현에 적

합하다. 하지만 영상분 네트워크 해석을 위한 등가회로는 그림 8

과 다르고 또한 변압기의 철심 구조와 연결 방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변압기 철심 구조와 연결방법에서 영상분 자화임피

던스는 매우 크므로 영상분 등가회로는 개방 회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가정으로 Yg-Yg 변압기의 영상분 등가회로는 그림 9와 

같다. 철심이 포화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화 임피던스 

을 생략하는 것은 좋은 근사화 방법이다. 만약 Y 결선에 접지 

임피던스가 있다면, 접지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가 단지 영상 

회로의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분 회로 또는 역상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Yg-Yg 변압기가 3 레그 구

조의 내철형 철심 구조를 사용할 때는 영상분 자화 임피던스는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자화 분로는 개방회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러한 낮은 영상분 자화 임피던스로 인해 Yg-Yg 3상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등가 회로는 그림 9와 다르다. Yg-Yg 변압기의 

일반적인 등가 회로를 위해, 접지 임피던스는 권선 저항 및 누설 

임피던스와 결합될 수 있으며, 접지 임피던스에 흐르는 중성선 

전류는 영상 전류의 3배이기 때문에 접지 임피던스는 영상분 회

로에서 3배 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9의 Yg-Yg 변

압기의 영상분 등가 회로는 그림 10과 같이 자화 임피던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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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배전계통 1선 지락 사고 회로

Fig. 11 Fault current flow when single line ground fault 

occurs

Base 
apparent 

power

Positive 
sequence 

impedance

Zero 
sequence 

impedance
Length

Substation 100MVA j34% j49% ·

Distribution 
line 1

100MVA
17.5 + 
j38.5%

45 + j114% 5km

Distribution 
line 2

100MVA
17.5 + 
j38.5%

45 + j114% 5km

표    1 배전계통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Distribution system

Apparent power 10MVA

Primary voltage 22.9kV

Secondary voltage 380V

Impedance 6%

표    2 Yg-Yg 변압기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Yg-Yg transformer

그림 12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등가회로

Fig. 12 Positive, negative, zero sequence equivalent circuit 

when single line ground fault occurs

그림 13 배전계통 1선 지락 사고 시뮬레이션 회로

Fig. 13 Distribution system simulation circuit when single line

ground fault occurs

포함한 등가회로로 보완된다.

3. 내철형 변압기 영상분 임피던스 검증

앞 절에서 해석한 3상 내철형 변압기의 등가회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배전 계통에 1선 지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발전용 연계 변압기가 철심 구조에 따른 영상분 임피던스에 

의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등가회로로 해석하고 그 결과

를 PSCAD/EMTDC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였다.

배전계통에서 1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변압기의 철심 

구조에 따른 현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1에 한전 분산형전

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Guideline의 배전계통을 나타내었으며, 배

전선로 말단에 연결된 발전용 연계 변압기의 2차측은 개방된 상

태이다[6]. 표 1과 2는 배전선로와 발전용 연계 변압기의 파라미

터들을 나타낸다. 1선 지락 사고가 발생할 때의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의 등가회로를 그림 12에 나타내었고, 정상분과 역상분 등

가회로에서 변압기 2차측은 개방회로임에 유의해야 한다. 정상분 

전류(I1), 역상분 전류(I2), 영상분 전류(I0)의 값은 1064A로 계산

되며, 고장 전류(If)는 영상분 전류의 3배이다. 앞절에서 Yg-Yg 

변압기의 영상분 등가회로를 적용하면, 고장전류(If)는 계통 고장

전류(If_ss)와 변압기 측 고장전류(If_dg)의 합이다. 따라서 이를 

그림 12의 분포를 통하여 계산하면 고장전류는 3194A이고, 계통 

고장 상전류는 2678A이며, 변압기의 영상전류는 516A으로 고장

전류는 계통과 연계 변압기에서 제공된다.

등가회로를 통하여 계산된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측이 개

방된 10MVA 발전용 연계 변압기를 Yg-Yg 결선한 상태에서 변

압기와 배전계통 사이에서 0.2초 동안 1선 지락 고장발생 시 내

철형 변압기와 외철형 변압기가 공급하는 고장전류를 시뮬레이션

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11의 배전계통을 PSCAD로 표현한 회로를 

그림 13에 나타내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외철형 변압기는 그림 

14과 같이 1선 지락 고장 발생 시에 고장전류를 공급하지 않아 

고장전류를 계통에서만 공급하지만, 내철형 변압기는 철심 구조

에 따른 영상 임피던스 때문에 고장전류를 그림 15와 같이 공급

한다. 이는 2.2절에서 분석한 3상 영상 임피던스로 인한 결과이

며,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분 자속은 정상분과 다르게 각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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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14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a) 계통 전압, (b) 고장전류, 

(c) 계통전류, (d) 외철형 변압기 전류

Fig. 14 When single line ground fault occurs (a) grid voltage, 

(b) fault current, (c) grid current, (d) shell-type 

transformer current

    (a)     (b)

    (c)     (d)

그림 15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a) 계통 전압, (b) 고장전류, 

(c) 계통전류, (d) 내철형 변압기 전류

Fig. 15 When single line ground fault occurs (a) grid voltage, 

(b) fault current, (c) grid current, (d) core-type 

transformer current

그림 16 계통 고장전류, 변압기 고장전류, 고장전류

Fig. 16 Grid side fault current, transformer side fault current, 

fault current

이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의 영향으로 3상 모두 약 516A의 

크기를 가지는 기본파의 영상전류가 흐르게 된다. 고장전류는 계

통측에서 공급하는 고장전류와 내철형 변압기가 공급하는 고장전

류의 합과 같으며, 이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등가회로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같으며, 3상 내철형 변압

기를 배전선로에서 사용할 경우 지락사고 발생 시 고장 전류에 

의해 소손되거나, 변압기 2차측 부하와 무관하게 퓨즈가 용단되

거나, 보호계전기가 오동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현재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 선로에서 비대칭 고장과 같은 

불평형 외란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결선 방법과 철심구조 방식의 

연계용 변압기를 통한 순환 전류 발생으로 거짓 고장이 발생하거

나 보호 계전기의 오동작, 전력량 과다 계량과 같은 문제의 발생

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상 내철형 Yg-Yg 변

압기의 영상분 등가회로를 도출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변압기가 연계되어 있는 배전선로에서 1선 지락사고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 3상 Yg-Yg 결선의 내철형 변압기가 고장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분 등가회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3상 

외철형 변압기와 비교하였다. 1선 지락사고 발생 시 3상 내철형 

변압기의경우에는 3194A의 고장전류는 계통 고장전류 2678A와 

3상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516A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를 PSCAD/EMTDC로 구현한 발전용 연계 변

압기가 연결된 배전계통의 1선 지락사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

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도출된 Yg-Yg 3상 내철형 변압기의 영상

분 임피던스가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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