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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의 모든 제품 및 기기들이 에너지원인 전기

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전기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산업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문명의 혜택으

로 고장 및 사고 발생시 큰 재난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이 발생한다. 2016년도 발생한 총 화재 43,413건 중 전

기화재는 7,563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기화재의 주요 원

인으로는 절연열화, 미확인단락, 과부하/과전류 순으로 

화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1). 

보통 전기화재의 경우 국부 1개소에서 출화하여 주

변으로 연소 확대되며, 전선 용융흔이나 단락흔, 통전

여부 입증을 통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적 이상 현상에 의해 여러 개소의 전기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화하는 패턴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동시다발적 화재의 경우 수용가에 과전류 또는 과전압

의 유입을 화재 원인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전선 용융

흔이나 단락흔 이외에는 명확한 화재 증거물을 제시하

지 못하는 실정이다7-8).

동시다발적으로 출화하는 화재의 요인은 많이 있겠지

만, 본 논문에서는 22.9 kV 배전선로에 지락사고가 발생

한 경우를 EMTP(Electro Magnetic Transients Program) 전

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지락전류의 크기를 분석

하였으며, 지락 사고시 동시다발적 화재의 증거물 수

집․분석 방법을 통해 동시다발적 전기화재의 화재조

사 분석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고 사례 및 분석

2.1 배전선로(가공선로) 구성 및 수용가 인입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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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diagram

(b) Overhead Electric Line

Fig. 1. Construction diagram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and Overhead Electric Line.

발전이 주 전력공급원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

지, 지력, 조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 1의 (a)과 같이 송

배전 계통도에 따라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765 

kV, 345 kV, 154 kV의 특별고압으로 승압되어 송전되

고, 송전된 전력은 2차 변전소를 통하여 22.9 kV로 강

압되어 가공선로 및 지중선로를 이용, 각 수용가 인근 

변압기로 배전되고 있다. Fig. 1(b)의 가공선로(전신주) 

구성도와 같이 전신주의 주상변압기를 통하여 22.9 kV

에서 3상 4선식 220/380 V로 강압 한다2). 

2.2 지락사고 및 사고 발생 요인

2.2.1 배전선로의 지락사고

22.9 kV급 가공선로는 주변 공작물 접촉 및 전력기

기(차단기, 스위치 등) 고장에 의한 외적요인과 낙뢰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지락 및 단락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하로 매립하여 가설하는 

지중선로의 경우 자동차 추돌에 의한 파손, 지중공사 

중 매립 전선관 파손 등에 의한 지락 및 단락사고가 발

생한다. 

지락사고란, 그림 Fig. 2과 같이 전선 일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으로 대지와 연결된 경우로, 즉 선로

와 대지간의 절연이 저하되어 아크 또는 도전성 물질의 

영향으로 전로나 기기의 외부에 위험한 전압이 나타나

거나, 전류가 흐르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지락사고는 

크게 1선, 2선, 3선 지락사고로 구분되며, 이 중 1선 지

락사고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흐

르는 전류를 지락전류라 하며 동시다발적 화재나 누전

화재 또는 기기의 손상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Fig. 2. Concept of 1-wire ground fault.

2.2.2 외적 요인에 의한 지락사고

22.9 kV급 배전선로 중 가공선로는 Fig. 1(b)과 같이 

건물 인근 등에 인접하여 설치되면 Fig. 3과 같이 공사

장이나 차량 추돌, 수목 등을 통해 배전선로와 접촉되

거나 단선․단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가공선로에 설치된 전력장치들은 노후로 인한 접촉 

불량 및 절연내력 저하, 변압기와 같은 전력기기의 고

장 등으로 절연 파괴되면서 큰 아크가 발생되어 화재

 

(a) Crane contact accident (b) Telephone pole insulator accident

Fig. 3. Electr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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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서는 사고, 고장예방 및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1년 

단위로 배전선로와 옥내 배선의 순시 및 검사를 하고 

있다4).

2.2.3 자연적 요인에 의한 지락사고

배전선로 중 가공선로의 경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자연적 요인 중 태풍, 낙뢰, 바람 등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Fig. 4과 같이 전신주 및 수용

가의 전기장치에 영향을 주어 화재로 확산되기도 한다.

낙뢰 또는 벼락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써 주로 적란운 속에서 전하가 집적되어 

운간방전(천둥)이나 대지방전(낙뢰)이 일어나기 쉽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는 온난화 기후로 변화되는 추세이

며, 우리나라 또한 적란운 생성으로 국지성 소나기 등 

낙뢰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a) Transformer Explosion (b) Wire disconnection accident

Fig. 4. Telephone pole and wire line fire caused by lightning.

2.3 지락사고 화재조사 사례 분석

2.3.1 배전선로 지락에 의한 화재조사 사례

Fig. 5는 가공 배전선로의 지락사고에 의한 화재 현

장 사진이다. (a)는 배전선로의 단락지점이고, (b)는 단

선된 배전선로의 단면 사진이다. 화재 당일 비비람(남

남서, 9 m/s)으로 인하여, 전신주에서 3상 4선식 인입

선 단선 및 전력량계, 샌드위치 패널이 강한 열에 의해 

소실되었다. 화재 당시 가공선로(22.9 kV) 3선 중 2선

이 단선되어 있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전시간 단

축을 위해 긴급복구 작업을 실시하였다. 배전선로 고

 

(a) Line Short-circuit pont (b) Cross section of line

Fig. 5. Photo of fire scene due to ground fault in processing 
distribution line.

장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긴급 복구 작업으로 인해 증

거물 훼손 및 소멸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2.3.2 공작물 접촉에 의한 화재조사 사례

Fig. 6은 크레인 붕괴로 인해 송전선로와 접촉, 지락

사고가 발생한 사진이다. 의왕시 일대의 신성남변전소

와 과천변전소 사이 성천#2T/L 송전선로 상에서 크레

인의 붐대가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공기의 절연파괴로 

단락 및 지락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154 kV 송전

선로(14.238 km)가 크레인 붐대를 통해 대지와 접촉하

는 순간 무한대에 가까운 지락전류가 흐르며 2분 36초 

동안 주변의 모든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며 화재로 

확산되었다. 지락사고의 국부적 요인에 의해 동시다발

적이고 광범위한 전기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며, 동시

다발적 전기화재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3).

 

(a) Crane collapse point (b) Broken wire of Overhead Line

Fig. 6. Picture of crashed and fire damage due to crane collapse.

3. EMTP를 이용한 지락사고 시뮬레이션

3.1 EMTP를 이용한 배전선로 모델 설계

복잡한 네트워크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망에

서 임의의 1선에 지락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수용가

(LOAD) 및 변압기(TR)에서 발생하는 지락전류의 크기

를 판단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 화

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4). EMTP 전력

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154 kV

급 송전선로에서 변압기를 통해 22.9 kV로 변환되고, 3

개의 피더에 전력을 공급하는 22.9 kV급 배전선로를 

구성하였다. 전력계통 해석시 분포정수회로를 사용하

여야 하나 계산 편리 상 집중정수회로로 해석하였다. 

변압기의 1차와 2차 권선은 Y결선으로 되어 있으며, Y

결선의 중성선에는 지락사고 모의 시뮬레이션에 많이 

사용하는 0.5+j1.8 Ω의 접지 임피던스를 설정하였다5). 

Fig. 7에서 3개의 피더(FE_A, FE_B, FE_C)에 연결된 

수용가의 임피던스는 Table 1과 같이 설계하였다. 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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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el of 154 / 22.9 kV distribution line using EMTP.

Table 1. 22.9 kV class of feeder parameter

Parameter

LOAD Impedance (Feeder)

LOAD-A
(FE_A)

LOAD-B
(FE_B)

LOAD-C
(FE_C)

Resistance, Ω/㎞ 80 60 40

Inductance , H/㎞ 0.0796 0.0796 0.0796

선로는 30 km의 단도체 선로를 거처 3개의 피더로 공

급되며, FE_A피더의 15 km 지점에서 지락사고가 발생

한 것을 가정하였으며, 완전연가를 통해 선로정수(Line 

Impedance)가 평행되도록 설정하였다.

3.2 EMTP 시뮬레이션 결과

Fig. 7에서 정상상태의 변압기 1차․2차측 전압과 전

류는 Fig. 8과 같이 나타난다. Fig. 8의 (a)는 전압곡선으로 

154/22.9 kV급 변압기의 턴수비에 따라 1차와 2차 전압은 

그대로 154 kV와 22.9 kV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Fig. 8의 

(b)의 파형은 전류곡선에 변압기 1차 전류는 140 A, 2차 

전류는 940 A로 나타났다. 변압기의 2차 코일에 유도되

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에 

따라 코일의 감은 수와 자기력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한

다.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전력손실을 무시하면 1차 코일

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 코일의 감은 수는 다음

과 같은 턴수비의 비례식에 의해 결정된다.




 


 

 (1)

(a) Voltage curve

(b) Current curve

Fig. 8. 154/22.9[kV] Voltage․Current curve in steady state of 

primary and secondary windings of transformer.

(a) Transformer secondary current

(b) Current curve of FE-A where single line-to-ground fault

(c) Normal feeder current curve of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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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ormal feeder current curve of FE-C

Fig. 9. Transformer secondary in case of single line-to-ground 
fault, Accident feeder(FE-C), Current curve of Normal feeder 

(FE-B, FE-C).

그러므로 변압기의 턴수비에 따라 2차 전류의 크기

가 1차 전류보다 작아지는 것이다. 전류의 크기가 작아

지면 전선의 굵기가 얇아지고, 또한 선로의 손실도 줄

일 수 있다. 송전선로의 송전전압을 높이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류의 크기는 선로나 

부하 임피던스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피더에 흐르

는 전류의 크기는 각각 다르며, 변압기 2차측에 흐르는 

전류는 각 분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계인 전류가 흐르

게 된다.

Fig. 9는 피더 FE-A의 R상에서 1선 지락사고가 발생

한 경우 변압기 2차측 전류곡선, 사고선로의 피더 FE-A 

전류곡선, 건전한 피더인 FE-B와 FE-C의 전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9 (a)에서 변압기 2차 전류로서 사

고가 발생한 R상의 전류는 정상전류 약 940 A에서 약 

2,000 A로 2.1배 증가하였고, T상의 전류는 약 1,150 A

로 정상전류보다 약 1.3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압기 2차 전류는 각 피더에 흐르는 전류의 합

으로 나타난다. FE-A 피더의 경우 Fig. 9(b)과 같이 사

고가 발생한 R상의 전류가 2,000 A까지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의 전류인 216 A와 비교

하여 9.3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건전한 피더(FE-B, 

FE-C)의 R상의 전류는 0 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락지점과 변압기 중성점 사이에 폐회로

가 구성되면서 모든 전류가 폐회로로 흐르기 때문에 

정상 피더인 FE-B의 선로전류가 FE-C의 선로전류보다 

더 적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FE-B에 연결된 부하

임피던스가 더 크기 때문에 지락전류에 의해 배전선로

에서 고장선로 COS의 퓨즈나 변압기의 절연이 파괴되

어 아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락전류가 지

면을 통해 수용가로 흐르게 되면 수용가의 전력량계 

및 분전반 등 전기기기의 절연파괴 및 발생하는 열에

너지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개의 피더 중 건전한 피더인 FE-B와 FE-C의 경우 

Fig. 9의 (c), (d)과 같이 T상의 전류가 351 A와 525 A

로 각각 1.18배, 1.21배 증가하여 흐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선로를 공급받는 수용가에만 지락전류의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피더의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기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등 지락사고의 피해

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배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사고지점 주변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로

에도 큰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며, 전력기기의 절연파

괴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지락사고 시 증거물 수집방법

국내의 배전 계통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역

별 본부에서는 배전계통의 이상 현상 및 계전기, 전력

용 차단기 등의 동작 상태를 Table 2과 같이 실시간 모

니터링(SCADA)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6). 만

일, 배전선로에서 지락사고 등이 의심되면 SCADA 사

고이력을 통해 과전류 계전기(OCR)나 지락과전류계전

기(OCGR)와 같은 보호계전기 및 차단기(CB) 등의 동작

상태 분석을 통해 사고 유무 및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Table 2. Event list of SCADA data

Event Date Point name Event status

2014-07-26 03:42:29 Yangil D/L-447-CB Close

2014-07-26 03:42:03 Yangil D/L-OCGR-timing relay Return

2014-07-26 03:42:03 Yangil D/L-447-CB Open

2014-07-26 03:42:01 Yangil D/L-OCGR-timing relay Operate

2014-07-26 03:40:59 Yangil D/L-447-CB Close

2014-07-26 03:40:36 Yangil D/L-447-CB Open

2014-07-26 03:40:36 Yangil D/L-OCGR-timing relay Return

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지락사고는 정상전류의 약 

2.1배의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며, 건전한 피더에도 약 

1.2배의 지락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전류는 주변 전기설비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동시다

발적 화재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독립적인 여러 

장소에서 전기장치의 절연이 파괴되어 있다면 큰 고장

전류가 흘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SCADA의 이벤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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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배전선로의 지락사고에 의한 동시다발적 전기화재

는 큰 고장전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락사고에 의한 사실 입증 및 증거물 수집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EMTP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1선 

지락사고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제 지락사고에 

의한 화재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동시다발성 전

기화재의 조사기법을 정리하였다.

(1) 배전선로에서는 낙뢰 등의 자연적 요인과 공작

물 접촉, 전력기기 고장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지락사

고 등이 발생하여 큰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고장

전류는 전력기기 및 수용가의 전기제품, 배전반, 전력

량계 등 절연강도가 약한 부분의 절연을 파괴시켜 화

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인 EMTP를 이용하여 

22.9 kV급 배전선로를 구성하였으며, 배전선로에 1선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상 피더의 지락전류는 약 

9.3배, 건전상 피더의 전류는 약 1.2배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급격히 증가하는 지락전류는 배전계통 및 

수용가에 설치된 전기기기의 절연을 파괴시키기에 충

분하고, 화재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3) 동시다발성 전기화재의 원인 조사시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자연적 요인 등으로 인한 과전류 및 과전압 

유입을 의심해 본다. 배전선로의 단선 및 지락고장, 전력

기기 및 수용가 인입선로의 고장유무 확인, 인근 지역의 

낙뢰 발생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과전류 또는 과전압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며 화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배전선로 고장인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SCADA 

이벤트 이력을 회신 받아 과전류 계전기, 배선용 차단

기 등 전력기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배전선로의 

고장이력을 분석하고, 화재와의 개연성을 입증해 볼 

수 있으며, 낙뢰 화재인 경우 기상청 및 목격자 진술, 

낙뢰 낙하지점 등을 확인하여 낙뢰 여부 및 발화지점, 

발화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지락사고와 

같은 큰 사고전류는 전기설비의 절연이 약한 부분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본 논문결과를 토대로 

실제 과전류에 의한 동시다발적 전기화재를 실험하여 

전기설비의 절연이 어떠한 패턴과 범위로 파괴되는지 

분석하여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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