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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과 류 경고회로의 신호를 나타내는 변류기를 설계하기 해 통형 변류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손

실을 고려한 최  설계를 수행하 다. 통형 변류기 코어의 크기는 2차측의 코일 턴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코어에 코일을 감는 턴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류 형을 분석하 으며, 변류기 코어의 자속포화에 의한 비

정 인 형을 개선하고자 2차측 코일 턴수와 부하 항과의 계를 확인하 다. 한 코어의 외경은 유지하면

서 내경  층을 변화시켜 정 도 개선  최 설계를 하 고, 이를 통하여 과 류 경고회로의 동작에 필요한 

류 값을 도출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characteristic of window type current transformer and we performed the optimal design consider to 

the loss; in order to design the current transformer figured signal of overcurrent warning circuit. The core size of window type 

current transformer was determined by the secondary coil turns. We analyzed current waveform, which is appeared by the number 

of coil turns on the core, we made sure the relation of secondary coil turns and load resistance in order to improve the 

non-sinusoidal wave by the flux saturation of the current transformer core. Additionally, we did improvement of the accuracy and 

optimal design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er diameter and the stack length when the outer diameter of core is su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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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변류기는 임의의 류를 코일의 턴수에 비례한 

변류비로 발생되는 소 류를 이용하여 계량기, 보호계

기 등의 기기에서 공 되어 계통의 보호  운  

상태를 측정하여 사고를 방지하는데 많이 이용되며 

계측용 는 계 기용으로 쓰인다. 변류기의 종류는 

권선형, 형, 통형, 부싱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며 이  본 논문에서는 통형 변류기를 사용하

다. 통형 변류기란 2차 권선이 감겨진 환상 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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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에 1차 권선을 통과시키는 형태이며 1차 권선

은 선, 모선, 부싱 등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통

형 변류기는 철심의 포화로 인해 어느 한계에 도달하

면 1차 류가 증가하여도 2차 류는 증가하지 않는

다. 이러한 포화 상은 코일의 턴수에 따라 자속을 받

아들이는 코어의 크기와 한 련이 있어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류 경고회로를 동작하기  

해 필요한 류와 압을 발생시키는 통형 변류

기를 설계하기 해 코어의 외경은 고정한 채 내경과 

층을 조 하여 2차측 형을 개선하 고 기본모델

과 비교분석 하 다. 한 단면 을 고려한 최 설계

를 통해 코일의 사용량을 이고 재료비용을 감하

으며 기기의 특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3-4].

Ⅱ. 련 이론  특성

2.1 통형 변류기의 기본 원리  포화 특성

통형 변류기는 그림 1과 같이 코어에 감기는 2차 

권선 N2가 감겨진 코어의 심부에 1차 권선 N1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자기폐회로에서 암페어의 주회법

칙을 기본으로 하여 자계의 세기 H와 여자 류의 

계를 이용하며 식 (1)과 같이 나타난다[5].  




∙   (1)

통형 변류기는 사용기기의 1차 측 선에 흐르는 

류의 크기를 변류비 만큼 축소하여 과 류 회로를 

동작하기 해 사용된다. 한 자로가 철인 철심변류

기로 그림 2와 같이 포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해석기법은 유한요소법으로 POSCO에

서 제작된 S08 0.35T과 유사한 코어 특성을 가진 

35JN230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자기 포화 특성은 계 기의 오동작을 유발

하거나 동작에 지연을 유발하므로 변류기의 포화문제

를 잘 고려해야한다. 철심의 재질이 결정되면 자속을 

포함할 수 있는 최  자속 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일정한 자속 도를 가지는 통형 변류기가 포화되지 

않기 해서는 1차 측 선에 흐르는 류에 의해 발

생하는 자속이 철심을 통과하기에 합한 단면 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림 1. 통형 변류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window type current 

transformer

그림 2. 코어의 B-H 커  특성 
Fig. 2 B-H curve specialization of core

철심의 포화나 동작을 지연 시키는 성분이 많이 포

함 될수록 통형 변류기 철심의 단면 은 증가하게 

된다. 통형 변류기 철심의 단면 이 증가하면 코일

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며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코일의 항도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R은 코일의 

항, l은 권선의 길이, s는 권선의 단면 , 은 권선의 

콘덕턴스를 나타낸다. 

 

 (2)

의 식 (2)를 통하여 통형 변류기 철심의 단면

은 2차측 코일 항과의 계를 통해 식 (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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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이때 코일의 항은 류에 의해 변

류기가 포화되지 않도록 통형 변류기 철심의 단면

이 증가한 때의 권선 항이 된다. 이로 인해 통형 

변류기 철심의 단면 을 구할 수 있으며, 류가 흘

러도 포화되지 않아 정 도를 유지할 수 있는 통형 

변류기 철심의 단면 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A는 

철심의 단면 [mm2]을 나타내고, N은 2차측 턴수이

며, sm(: safety margin)은 1.25로 한다[6-8]. 

 


  (3)

2.2 통형 변류기의 기본모델

우리는 통형 변류기를 통과하는 1차측 류를 통

한 2차 유도 류를 이용하여 1차측 류 15[A]이상의 

과 류를 감지하고 경고회로를 동작하기 해 필요한 

24[mA]의 류와 6.7[V]의 압을 발생시키고자 한다. 

통형 변류기 설계  시 에서 출시되고 있는 통

형 변류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특성을 분석 하 다. 

통형 변류기 코어의 외경은 18.82[mm], 내경 

12.7[mm], 층 5[mm]이며 2차 코일선경은 0.1[mm]

이다. 그에 따른 주요 사양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이 사양을 본 논문의 기본모델로 선정하 다. 

Outer core 18.82[mm]
Secondary 

diameter
0.1[mm]

Inner core 12.7[mm]
Cross 

section
15.3[mm

3
]

Stack 

length
5[mm]

Volume 

core
757.5[mm3]

First coil 

turns
4[Turn]

First 

current
15[A]

Secondary 

coil turns
2500[Turn]

표 1. 통형 변류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window type current 

transformer

회로에서 과 류를 감지하기 한 1차 류는 

15[A]이며, 2차 코일 턴수가 2500[Turn]인 기본모델의 

통형 변류기를 이용하여 과 류 경고 회로에 필요

한 압  류 값을 끌어내기 해서는 2차측 

2500[Turn]의 턴수를 고려하여 1차측 턴수는 4[Turn]

을 감아 주어야 원하는 압  류값을 끌어낼 수 

있다. 이때 2차 류 값은 통형 변류기를 통과하는 

1차 류의 값에 1차측 턴수와 2차측 턴수의 비로 나

어  값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른 부하 압

은 7[V], 2차 류는 0.024[A]이며 부하 항은 290[ ]

으로 나타난다[9]. 

이 게 기본모델의 통형 변류기를 통하여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으나, 이는 2500[Turn]의 많은 수를 

0.1[mm]의 선경을 가진 코일을 이용하여 코어에 감는

데 따른 제작과정의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그에 따른 

재료비용과 제작시간이 추가 으로 많아지게 된다. 따

라서 우리는 1차 턴수를 이고 2차측 코일 턴수를 

폭 여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 하고자 한다. 

2.3. 통형 변류기의 제안모델 특성 해석

기본모델의 통형 변류기에 감긴 다수의 턴수를 

이고자 동일한 코어 상에서 1차 턴수는 1[Turn]으

로 하여 2차 턴수는 회로에 필요한 0.024[A]의 류를 

고려하여 600[Turn]으로 정하고 해석 설계 하 다. 이

때 이상 인 값으로 2차 류는 0.025[A]가 나타나는

데 필연 으로 발생하는 정 도를 고려하여 여유분을 

두고 감아  턴수가 600[Turn]이다. 선에 1차 류

가 흐르면 코어에 자속이 발생하고 2차 코일에 자속

이 쇄교하여 츠의 법칙인 식 (4)에 의하여 2차측에 

기 압이 발생한다. 이때 2차측 합성 항에 따라 류

의 흐름은 변화하며, 상쇄되는 자속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철심에 감겨있는 코일의 감은 수와 2차 코일

에 흐르는 류의 곱에 의한 기자력 식에 의해 용량

은 턴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4)

그림 3에 2차측 턴수가 600[Turn]인 모델의 류

형을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부하 항 값은 280[ ]이

다. 2500[Turn]의 2차 턴수를 600[Turn]으로 변화시킴

에 따라 용량은 작아지며 포화특성에 의해 류 형

은 비정 으로 나오게 되며 류는 0.0139[A]로 원

하는 류값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차 턴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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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통형 

변류기 사이즈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림 3. 2차측 600[Turn]일 때의 류 형
Fig. 3 Current waveform of secondary 600[turn] 

Ⅲ. 통형 변류기 모델링

3.1 2차 코일 항과 부하 항의 계

통형 변류기가 단락일 때 정 도는 높고 코어의 

크기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과 류 경고회

로에 사용되는 소자 각각의 항들로 인해 합성 항

이 생기기 때문에 통형 변류기 설계 시 부하 항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때 부하 항이 증가하면 정

도는 그만큼 낮아지고 코어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이

게 정 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압, 

류 값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오게 설계해야한다. 따라서 

6.7[V]의 압과 0.024[A]를 필요로 하는 과 류 경고

회로에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부하 항은 280[ ]으로 

선정한다. 

3.2 코어의 크기변화에 따른 류 특성

통형 변류기의 크기에 따른 특성을 악하고 설

계치를 도출하고자 외경과 내경을 고정한 채 층을 

변화시키고, 외경과 층을 고정한 채 내경을 변화 시

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류 형을 분석 하 다. 그

림 4에는 통형 변류기의 설계 조건인자를 개략 으

로 도시하 다. 그림 5는 층을 5[mm]-15.5[mm]까

지 0.5[mm]간격으로 증가 시키며 나타난 류 형  

가장 큰 값을 나타낸 형과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내경을 12.7[mm]-7[mm]

까지 0.3[mm]간격으로 이면서 나타난 류 형  

가장 큰 값을 나타낸 형과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4. 통형 변류기 설계
Fig. 4 Design of Window type current transformer

그림 5. 코어의 층 변화에 따른 류 형
Fig. 5 Current waveform according to the stack 

length

그림 6. 코어의 내경 변화에 따른 류 형
Fig. 6 Current waveform according to the inner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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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층을 증가 시켰을 때의 류 값은 

0.013[A]-0.024[A]까지 증가함을 보 다. 한 내경을 

을 때도 부하 류는 0.013[A]-0.0209[A]까지 증가

함을 보 다. 이를 토 로 코어의 외경은 일정하게 유

지 한 채 층을 증가시키고 내경을 이면 류값은 

증가하고 원하는 류값에 합한 코어의 크기가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어의 내경은 1차측

에 통하는 3[mm]의 선과 인슐 이터와 2차측에 

와인딩 되어지는 코일 선경을 고려하여 8[mm]로 정

하고 층을 5[mm]-15.5[mm]까지 변화시켰다. 

그림 7. 코어의 내경 8[mm]일때 층 변화에 
따른 류 형

Fig. 7  Current waveform according to change of 
stack length, the inner diameter #8[mm]

그림 8. 코어의 내경 8[mm], 층 9.5[mm]일때의 
류 형

Fig. 8 Current waveform of inner core #8[mm] 
and stack length #9.5[mm]

이때 부하 류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나며 그 값은 

0.0208[A] -0.0248[A]까지 증가하 으며 과 류 경고

회로의 신호를 낼 수 있는 류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값들과 코어 사이즈에 따른 제작 단가

를 고려하여 내경 8[mm], 층 9.5[mm]로 이루어진 

통형 변류기를 도출 하 으며 그림 8에 이때의 

류 형을 나타냈다. 이때 정 도는 2[%] 이내로 류

값은 회로에 필요한 0.024[A]로 도출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차 류 15A 이상의 과 류를 감지

하는 과 류 경고 회로용 신호 발생에 필요한 6.7[V]

의 압과 0.024[A]의 류를 나타내기 해 통형 

변류기의 특성을 해석하고 기본모델에 감긴 많은 2차 

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턴수만을 지정하고 코어의 

외경은 기본모델의 통형 변류기와 같은 치수로 유

지한 채 내경과 층의 크기를 조 하 다. 그 결과 1

차측 턴수는 1[Turn] 2차측 코일턴수는 600[Turn], 외

경 18.82[mm]에 내경 8[mm], 층 9.5[mm]로 하 을 

때 정 도는 2[%]이하로 1차 류 15[A] 이상일 때의 

과 류 경고회로의 동작에 필요한 류값 0.024[A]와 

압 6.7[V]의 값을 도출 하 다. 따라서 기본모델의 

통형 변류기보다 1차측과 2차측 코일 턴수를 여 

와인딩이 보다 간편해지고, 내경과 층을 변화시켜 

코어의 체 을 임으로서 제작시간  재료비용을 

다. 본 연구로 인한 통형 변류기 기술 개발을 

통해 기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성  단가를 감하

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통형 변류기의 자체

개발로 통형 변류기가 필요한 산업 장에서의 활

용  수입 체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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