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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T 접지 시스템의 감전 및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절연 저항 계산 기법을 소개한다. 최근 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대 보급으로 태양광 발전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절연이 파괴되어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IT 접지 방식에도 절연 저항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안하는 절연 저항 계산 기법은 기존의 고정된 시정수 곱 계수 기반의 알고리즘에 비해 절연 임피던스의 조건에 따

라 동적 시정수 곱 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넓은 절연 저항 범위에서 빠른 응답 시간과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제안하는 

동적 시정수 기반 절연 저항 계산 기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최대 응답 시간은 39.29초, 오차율은 20.11%를 개선시

키는 효과를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technique to prevent electric shock and fire accidents due 
to the dielectric breakdown in the primary insulation section of the IT ground system. The solar power generation market 
is growing rapidly due to the recent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torage systems, but as the insulation is 
destroyed and fire accidents frequently occur, a device for monitoring the insulation resistance state is indispensable to the 
IT grounding metho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algorithm that use a method of multiplying a time constant to a 
fixed coefficient, the proposed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method has a fast response time and high accuracy over 
a wide insulation resistance range by applying a different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values of the insulation impedance. 
The proposed dynamic time constant based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technique reduces the response time by up to 
39.29 seconds and improves the error rate by 20.11%,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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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접지방식은 동작 중에 전력선의 한쪽이 접지가 되

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통의 연속적 운전이 가능하

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1-3]. 하지만 IT 접지방식은 이상적으로 무한대

의 임피던스 값을 가져야 할 절연 임피던스가 외부환경

에 의해 절연 저항이 매우 작아져 1선 지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대 보급으로 태양광 발전 시장이 급속하

게 성장하고 있으나 절연이 파괴되어 화재사고가 빈번

히 발생함에 따라 IT 접지 방식에도 절연 저항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4-8].
그림 1은 절연 감시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절연 감시 

장치는 절연 저항(Re)과 절연 커패시터(Ce)로 구성된 

절연 임피던스(Ze) 내의 절연 저항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하면서, 절연 저항이 작아지면 알람을 울리고 스위

칭 릴레이를 통해 계통을 개방시킴으로써 지락과 화재

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절연 감시 장치는 전

력선(L1, L2)과 접지 사이에 형성되는 절연 임피던스

(Ze)를 통해 전력선과 접지 사이에 회로를 형성한다. 그
림 1에서 절연 감시 장치는 전력선에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신호 생성기(Signal Generator), 절연 감시 장치를 

전력선의 높은 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성된 신호를 

전력선에 인가하기 위해 연결된 신호 커플러(Signal 
Coupler), 절연 임피던스를 통과하여 돌아오는 신호를 

검출하는 신호 검출기(Signal Detector), 그리고 검출된 

신호로부터 절연 저항을 계산하는 신호 처리부(Signal 
Processor)로 구성 되어 있다. 신호 처리부는 신호 검출

기로부터 입력 받은 신호를 기반으로 절연 저항 계산 알

고리즘을 통해 값을 측정하는데 기존의 정적 시정수 기

반의 절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은 절연 저항이 작은 경우 

응답 시간이 느리고, 반대의 경우 계산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존재한다[9].
본 논문에서는 정상 상태 도달 시간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시정수 곱계수를 상황에 최적화하여 동적으로 결

정함으로써, 빠른 응답 시간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갖는 절연 저항 계산 기법을 제안한다.

Fig. 1 Insulation Monitoring Device at IT earthing system

Ⅱ. 고정된 시정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절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

Fig. 2 Conventional fixed time constant based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algorithm

그림 2는 기존의 고정된 시정수 기반 절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주입된 신호의 초기 값으로부터 

정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또는 신호의 극성이 반전되는 

경우 전압차로 인한 서지(Surge)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전압이 다시 안정화되기까

지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정확한 절연 저항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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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위해서는 검출된 신호의 정상 상태를 찾고 이

때의 전압을 감지하여 절연 저항 값을 계산해야 한다. 
그림 2의 기존 방법은 초기 일정시간 대략적인 시정수를 
예측하고 고정된 곱 계수를 예측된 시정수에 곱하여 정

상 상태의 최종 시정수를 산출하고 전압 값을 계산한다.

Fig. 3 Insulation resistance is 100 kΩ(Red line) and 10 
MΩ(Blue line), the steady state determination method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그림 3은 절연 저항이 작거나(100kΩ) 큰 (10MΩ) 두 

경우에 정상 상태의 99% 시점인 6배의 고정된 시정수

를 사용하여 절연 저항을 계산하는 기존의 방법을 도시

한 그림이다. 절연 저항이 작은 경우 안정화 시점보다 

늦게 계산이 되므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절연 저항이 

큰 경우 안정화되기 전에 계산되어 오차율이 커진다. 절
연 저항 계산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큰 값의 고정된 

곱 계수를 사용할 경우 절연 저항이 작아 지락사고 또는 

화재가 발생할 때 검출이 늦고 연산 량이 많이 전력소모

가 큰 문제가 있다. 반면에 빠른 응답 시간을 위해 곱 계

수를 작게 설정하는 경우 큰 절연 저항의 계산 오차율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4와 그림 5는 3배, 5배, 7배의 곱 계수를 적용한 

기존 고정된 시정수 절연 저항 계산 방법의 응답 시간 

과 오차율을 보여준다. 그림 4는 그림 1의 절연 임피던

스에서 기생 커패시턴스가 10uF과 100uF 일 때, 최소 

10kΩ으로부터 최대 10MΩ의 절연저항 사이의 범위에

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3배의 곱 계수를 적용한 경우 모

든 절연 저항 측정 범위에서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보

이고 있지만 오차율은 다른 두 경우에 비해 크고 특히 

절연 저항 값이 커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에 7배의 곱 계수를 적용한 경우 모든 절연 저항 측정 범

위 내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이지만, 응답 시간은 

가장 길게 나타나고 특히 지락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는 

절연 저항이 작은 경우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최대 18초 

늦게 검출되는 문제를 보인다.

Fig. 4 Response time simulation result when applying 3 
times, 5 times, and 7 times coefficients in the conventional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method

Fig. 5 Error simulation result when applying 3 times, 5 
times, and 7 times coefficients in the conventional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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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적 시정수를 적용한 새로운 절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정된 시정수 기

반의 절연 저항 계산 방법으로는 모든 측정 범위에서 빠

른 응답 시간과 높은 정확성을 동시에 얻기 힘든 문제가 

있다. 지락사고 및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

제 규격인 15% 이내 오차율을 만족하려면 빠른 응답 시

간을 위해 절연 저항이 작은 값에서 작은 곱 계수를, 높
은 정확성을 갖기 위해 큰 절연 저항 값에서는 큰 곱 계

수를 설정하도록 능동적으로 곱 계수를 변화시킬 수 있

으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10]

Fig. 6 Proposed dynamic time constant based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algorithm

신호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신호의 초기 전압 크기는 

절연 저항과 검출 저항 값에 비례하며, 정상 상태의 전

압 크기는 반비례한다. 그 결과 절연 저항 값이 작은 경

우 정상 상태까지 전압의 변화가 작아서 정상 상태에 이

르는 시간이 짧고 반대의 경우 전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

여 본 논문에서는 초기 전압 값이 작은 경우 즉 절연 저

항 값이 작을 때는 작은 곱 계수를, 초기 전압 값이 큰 경

우 즉 절연 저항 값이 클 때는 큰 곱 계수를 선정하여 정

상 상태의 최종 시정수를 계산하는 새로운 동적 시정수 

기반 절연 저항 계산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시정수 기반 절

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초기화 단계를 통해 

알고리즘을 초기화 한 후, 검출된 신호의 초기 전압 크

기에 근거하여 최적의 시정수의 곱 계수를 산출한다. 초
기 전압의 절대 값이 작은 경우 전압변화가 적어 정상 

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은 곱 계수를 선정

하고, 초기 전압의 절대 값이 큰 경우 전압변화가 크므

로 큰 곱 계수를 선택한다.

Fig. 7 Steady state determination when applying the 
proposed dynamic time constant based insulation 
resistance algorithm

그림 7은 제안하는 동적 시정수 기반 절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 적용 시 정상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을 시뮬레

이션 하여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 7은 절연 임피던스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100uF이고 절연 저항이 100kΩ, 
10MΩ 두 경우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7에
서는 초기 전압의 기준 전압 값을 0.8V로 설정하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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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이 기준 전압 값 이하이면 곱 계수 3을 산출하고, 이
상이면 곱 계수 7을 산출하여 각각 시정수의 3배, 7배되

는 시점에서의 정상 상태 전압을 이용하여 절연 저항 계

산을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상 상태에 빠르게 도달

하는 절연 저항 값이 작은 경우 작은 곱 계수 (3배)에 근

거하여 산출된 정상 상태 초입에서 절연 저항 계산이 종

료되므로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

로 정상 상태에 느리게 도달하는 절연 저항 값이 큰 경

우 큰 곱 계수 (7배)에 근거하여 최종 시정수를 설정하

고 정상 상태 근처에서 연산을 시작하므로 측정 절연 저

항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Fig. 8 Response time simulation result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fixed time constant based(Blue line) and 
proposed dynamic time constant based(Red line)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algorithm

그림 8은 절연 임피던스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100uF
일 때 최소 10kΩ부터 최대 10MΩ 절연 저항 범위에서 

기존의 고정된 시정수 기반 및 제안하는 동적 시정수 기

반 절연 저항 계산 알고리즘 적용의 응답 시간을 시뮬레

이션 한 그림이다. 기존의 방법은 최소 40초에서 최대 

110초가 소요된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최소 10초에서 

최대 130초가 소요되었다. 지락 및 화재가 발생하는 절

연 저항 값이 작은 100kΩ 이하 영역에서 제안된 동적 시

정수 기반의 측정 기법의 응답 시간이(10초~25초) 기존

의 측정 방법(40초~65초)에 비해 빠르며 최대 39.29초 

단축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그림 8과 같은 조건에서 기존의 고정된 시

정수 기반 및 제안하는 동적 시정수 기반 절연 저항 계

산 알고리즘의 오차율을 시뮬레이션 한 그림이다. 절연 

저항 값이 1MΩ 이상의 큰 영역에서 기존의 방법은 계산 

오차율이 3%에서 22%로 급격히 악화되지만, 제안된 방

법의 경우 전 영역에서 5% 이내의 매우 낮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고 최대 20.11%의 오차율 개선 효과를 확인하

였다. 

Fig. 9 Error simulation result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fixed time constant based(Blue line) and proposed 
dynamic time constant based(Red line) insulation resistance 
calculation algorithm

그림 8에서 절연 저항 값이 1MΩ 이상 큰 경우 비록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제안된 기법의 응답 시간이 약간 더 

오래 소요되나 지락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영

역이므로 오차율의 개선 효과가 더 크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T 접시시스템에서 절연파괴에 의한 

지락 및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절연 저항 계산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절연 저항 계산 기법은 검

출된 신호의 초기 전압 크기로부터 경우에 따라 상이한 

최적의 곱 계수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절연 저항을 

계산하는 시점을 산출함으로써 빠른 응답 시간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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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제안하는 동적 시

정수 기반 절연 저항 계산 방법은 절연 임피던스가 작은 

경우 작은 곱 계수를 적용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시키고, 
절연 임피던스가 큰 경우 큰 곱 계수를 적용하여 오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지락 및 화재사고 감지를 위한 응답 

시간은 최대 39.29초, 오차율은 20.11%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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