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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동부산S/S #3M.Tr  부민S/S #1,2M.Tr의 성선에 설치 사용 인 NGR 과열원인을 분석하

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안정  력공 에 이바지하고자한다. 력계통에 사용 인 변압기 성  지리액

터는 1선지락 고장 시 변압기에 유입되는 지락고장 류의 크기를 제한하여 변압기 고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공 연 선의 용융단선고장방지 일단 지변압기 폭발가능성방지 차단기 차단용량감소 등에 기여하는 

설비로 고장발생시 력계통운용에 막 한 지장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력계통에 설치 운  인 동부산

S/S #3M.Tr 성  지리액터 TOP&BOTTOM BRACE부의 온도 상승원인분석과 부민S/S 성  지리액

터에 흐르는 과 류로 인한 과열원인 분석을 하 다. 

ABSTRACT

In the power system, the transformer’s neutral earth reactor line 1 grounding failure may occur. By limiting the magnitude of 

the failure grounding current flow, it will aid to reduce the failure of the transformer. Consequently, this also may avoid the failure 

of the disconnection of the industrial insulator line that cause by melting. Besides, utilizing the decreasing circuit breaker or others 

related equipment can use to avoid the possibility of explosion of the transformer. If the failure happen during the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a huge interference will definitely may occur. Therefore, by installing the DONGBUSAN S/S #3M.Tr neutral earth 

reactor among TOP and BOTTOM BRACE part in the power system, the causes of the rising temperature and reason of the 

over-current flow that cause by over-current can be analyze.

키워드

변압기, 과열원인분석, 지리액터, NGR,, 성

* 동서 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sm5pu101@hanmail.net) 

** 교신 자 : 동서 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shaprk@dongseo.ac.kr)

수일자 : 2011. 02. 03                     심사(수정)일자 : 2011. 03. 04                  게재확정일자 : 2011. 04. 12

Ⅰ. 서 론

NGR(Neutral Ground Reactor:고장 류제한장치 or 

성  지리액터)은 1988년부터 주변압기 충격 감

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

부터 력계통에 설치운 이며 154/22.9KV 2차측 

성 에 설치하여 1선지락 사고와 같은 불평형 사고

시 변압기에 유입되는 지락고장 류의 크기를 제한하

여 변압기고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성 에 

Ground Reactor를 설치한 것으로서 성  지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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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설치한 변압기에서 리액터가 과열이나 어떤 원

인으로 단선되면 1선 지락 고장시 선로의 지

상승으로 력설비나 고객측기기에 손상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동부산S/S #3M.Tr  부민S/S 

#1,2M.Tr의 성선에 설치 사용 인 NGR 과열원인

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안정  력공 에 

이바지하고자한다. 

력계통에 사용 인 변압기 성  지리액터는 

1선지락 고장시 변압기에 유입되는 지락고장 류의 크

기를 제한하여 변압기 고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공 연 선의 용융단선고장방지, 일단 지변압기 폭

발가능성방지, 차단기 차단용량감소 등에 기여하는 설

비로 고장발생시 력계통운용에 막 한 지장을 래

할 수 있다. 따라서 력계통에 설치 운  인 동부산

S/S #3M.Tr 성  지리액터 TOP&BOTTOM 

BRACE부의 온도 상승원인분석과 부민S/S 성  

지리액터에 흐르는 과 류로 인한 과열원인 분석을 하

고자 한다.

통상 으로 기본 에 포함된 고조  성분이 과열원

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고조 순환 류

로 인하여 온도가 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지 임 상하부 

임 구조를 고조  성분에 의한 순환 류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과열 상을 방지하고자 

설정하 다.  부민S/S #1,2M.Tr  성선에 흐르는 과

류로 인하여 성  지리액터 과열 상을 본 연

구에서 원인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NGR 의 개요

NGR의 설치목 은 지락고장시 효율 인 순시 동

작으로 보호 조 용이와 휴즈용단 방지, 지락고장시 

력용 변압기에 유입되는 고장 류의 크기를 제     

한하여 변압기 고장을 감소시킨다. 한 휴즈, 리크로

자, 차단기의 차단용량을 감소하고 가공 연 선의 

용융단선고장의 방지하며, 변 소 인근의 일단 지 

변압기 폭발가능성 방지하고, 력용 변압기 기계  

충격완화하며 1선 지락고장시 압, 보폭 압 감

소로 안 성 제고한다.

NGR(유입식/건식) 형식 용량별 정격 (근거 : 력

용변압기 사고 감소 연구서의 NGR 시방서)은 아래와 

같다.

표 1. NGR(유입식/건식) 형식 용량별 정격
Table 1. The Regularity of NGR type

주변압기 유입식 NGR 건식 NGR

비 고

결 선 용 량
리액

턴스

정격

류

리액

턴스

정격

류

Y-Y-



30/40 0.6 350 - -

45/60 0.6 500 0.6 300

-Y

30/40 0.4 350 - -

45/60 0.4 500 - -

NGR 정격 류는 45/60 MVA변압기의 최 부하

류(1513A)의 30%(OCGR 한시동작치)를 용한시 동

작 류 (454A)보다 큰 500A로 선정하 으나, 건식 

NGR 개발시에는 배 선로의 불평형 류가 200A를 

과한 사례가 없어 안 율을 고려 300A로 설계, 제

작되어 실용상 문제가 없다.

NGR 과 59G Ry 의 계는 154/23KV 주변압기의 

고장 류 제한장치인 NGR  NGR의 단선보호용 계

기로 사용되고 있는 59G Ry로 동작한다.

보호계 기 규격 (59GT)는 정격 압(190V, 완 지

락 시 상 압 한계치)이다. 지락 항 40Ω에서는 

130V, 50Ω에서는 120V 조  넘는 상 압이 발생한

다. 한시요소로는 70～ 90V이며, 한시특성은 LEVER 

10에서의 동작시간이 정정치의 125% 압에서 40 , 

300% 압에서 3 인 한시특성을 가지며 모선 지락고

장시 지락과 류계 기[51G(24-30HZ), 51SN 

(55-65HZ)]와 조가 가능해야 한다.

경보요소는 59GA로서 TAP은 NGR 정상시 최  

불평형 부하 류(30%In)가 흐를 때 NGR 양단에 발

생하는 상 압 이상이며, LEVER은 NGR 정상시 

 22.9KV 모선 1선지락시 51SN과 조(1.5-2.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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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Trip요소로서는 순시요소는 NGR 정상시 

 22.9KV 모선 1선지락시 발생하는 최 상 압 

이상(120V이상)이다.

한시요소로서는  TAP은 PT1상 원상실시 발생

하는 최  상 압 이상(70V 이상)이며,  LEVER은 

NGR 정상시  22.9KV 모선 1선지락 시 51SN과 

조하여야 한다.

Ⅲ. 과열 상 분석

3.1. 동부산 S/S NGR 상․하부 임부분의 온

도 과열 상 원인분석

2009년 6월 4일  09:31 ～ 10:10 (날씨 : 맑음)에 

동부산S/S #3M.Tr 성  지리액터 상, 하부 

임(TOP＆ BOTTOM  BRACE) 부분의 과열개소 측

정결과 과열 상 발견하 다.

과열원인은 그림1과 같이  NGR측 N상 류의 경우 

고조  성분 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 리액터

(NGR) TOP ＆ BOTTOM BRACE 부  각각 2개소

의 류순환통로로 인한 순환 류로 과열  탄화

상 발생하 다.

그림 1. 과열원인 
Fig. 1 The source of superheating

과열해소방안으로는 그림2와 같 류 NGR 상부  

하부 임 각각 2개소 류순환 통로 형성         

 억제를 한 임 구조를 개선하여 사용하 다.

그림 2. 과열원인 해소방안
Fig. 2 The removement method to the ource of 

superheating

3.2. 부민 NGR 상․하부 임부분의 온도 과

열 상 원인분석

부민S/S #1,2M.Tr 성선에서 설치사용 인 NGR

성선 괴 류로 인한 NCR과열 상 발견하 다.

측정 내용으로는 154㎸ #1,2 MTr 1차 류 측정분

석, 154㎸ #1,2 MTr 2차 류 측정분석, 154㎸ #1,2 

MTr 2차측 성선 류 측정분석, 22.9㎸ #40,46 Bus 

압 고조  측정분석, 154㎸ #1,2 MTr 련 22.9㎸ 

배 선로 류 측정분석을 각각 수행하 다.

측정 장비 규격  PSDM (Power System Dynamic 

Monitor)으로는 Type은 PSDM-1632, Range : AC 16 

Channel / DC 32 Channel, Maker : Procom (Korea)

이며, PSA (Power System Analyzer)으로는 Type은 

931A, Range는 2고조 에서 50고조 까지 측정가능

하며 기본주 수  50/60㎐이다.

온도 과열 상 원인 분석을 한 측정결과로서 측

정 치는 M.Tr Protection Panel CTT2으로서 154㎸ 

#1, 2M.Tr 1차 류 측정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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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54㎸ #1, 2M.Tr 1차 류 측정분석 측정치 
Table. 2 The Measurement Value of 1st Electric 

Current on the  154㎸ #1, 2M.Tr 

그림 3. #1 MTR 1차 류측정[A상]
Fig. 3 The 1st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A)  

그림 4. #1 MTR 1차 류측정[B상]
Fig. 4 The 1st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B)  

그림 5. #1 MTR 1차 류측정[C상]
Fig. 5 The 1st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B(C)  

그림 6. #1 MTR 1차 류측정[N상]
Fig. 6 The 1st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N)  

이상과 같은 류측정결과를 분석해보면 M.Tr 1차

측 류의 THD가 #1M.Tr(약 4.1%), #2M.Tr(약 3.6%) 

발생되었고 류 고조   주로 5고조  류가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M.Tr 1차측 류는 고조 성

분이 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온도 과열 상 원인 분석을 한 측정결과로서 측

정 치는 M.Tr Protection Panel CTT2으로서 154㎸ 

#1, 2M.Tr 2차 류 측정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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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54㎸ #1, 2M.Tr 2차 류 측정분석 측정치  
Table 3. The Measurement Value of 2nd Electric 

Current on the  154㎸ #1, 2M.Tr  

그림 7. #1 MTR 2차 류측정[A상]
Fig. 7 The 2nd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A)  

그림 8. #1 MTR 2차 류측정[B상]
Fig. 8 The 2nd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B)  
   

그림 9. #1 MTR 2차 류측정[C상]
Fig. 9 The 2nd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C)  

그림 10. #1 MTR 2차 류측정[N상]
Fig. 10 The 2nd electric current measurement of #1 

MTR(N)

이상과 같은 류측정결과를 분석해보면  MTr 2차 

각상 류의 THD가 #1 MTr(7.2%), #2MTr(6.6%) 발

생되었고 류 고조   3고조 류 함유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Tr 2차측 류 N상(각상 류

합)은 THD가 #1M.Tr(262.9%), #2 M.Tr(1170%) 발생

되었고, 성분구성은 기본 류가 #1 MTr(27.5%), #2 

MTr(7.8%) 고조 류가 #1MTr(71.5%), #2 MTr 

(91.2%) 구성이며 고조  류  부분 3고조 류

가 함유(99%)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상에 분포된 3

고조 류가 N상에서 류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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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NGR의 과열 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앞에서 연

구 분석한 동부산S/S 상·하부 임 과열방지는 상·

하부 임 구조를 고조  성분에 의한 순환 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  통로를 차단하여 사용하면 

과열 상을 방지할 수 있었고, 부민S/S #1,2M.Tr에 

지락고장시 유입되는 지락고장 류의 크기를 제한하

여 변압기 고장을 감소시키는 NGR이 과열되는 이유

는 D/L에 고조 류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D/L 부하

에서는 일반 수용가에서 사용되는 자기기, 사무기기 

등 비선형 부하에 의한 고조 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23kV D/L에 함유된 고조 류가 D/L 공 원인 

M.tr 2차권선에 흐르게 되고 각 상이 만나는 M.tr 2

차 성선에 상분 고조 인 3차, 5차, 7차, 9차 등의 

상분 고조 가 흐르며, 상분 고조 류는 상이 

동일하여 각 상의 합이 스칼라 합이 되어 흐르게 된

다. 이 에서도 3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 다.

여기서 3차 고조 류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음

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9차 고조 류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측정데이터를 분석

해 본 결과 M.tr 2차 성선에 연결된 NGR이 운  

 온도가 높은 것은 각 D/L에서 발생되는 3차 고조

류가 상시 성선에 향을 미쳐서 과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분 고조  류 감 책으로는 상분 고조

를 발생시키는 단상부하를 상분 고조 가 은 다

른 M.Tr로 체하거나 상분 고조 를 순환시키는 

△-Y 결선으로 변경하여 상분 고조 를 억제할 수 

있으나 연내력이 높기 때문에 변압기 제작 단가 측

면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문헌에 의한 

고조  흡수용 필터설비  성선 고조  감장치

를 설치하여 NGR 과열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번 연구결과 결론을 얻었고 앞으로 고조  감장치 

 고조  흡수용 필터설비를 NGR 제작시 반 하여 

NGR 과열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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