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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ctionary meaning of circuit-breaker is a mechanical
switching device, capable of making, carrying and breaking currents
under normal circuit conditions and also making, carrying for a
specified time and breaking currents under specified abnormal circuit
conditions such as those of short circuit. and it had been recognized
as being operated simultaneously. Controlled Switching System(CSS),
which is technology for individual pole operation, are widely used to
reduce transient phenomenon, for example switching surges, inrush
current, for a all switching cases and nowadays it have become and
economical solution for a switching place. The conventional solution
to these problem is the use of pre-insertion resistors of 520Ω.
However, it is recognised that the cost for products and
maintenance are expensive and this apparatus makes more
complex the circuit-breaker mechanism. Korea Electric Power
Cooperation (KEPCO) has been study for relevant CCS technology
since pilot application in substation in 2003 and plan to apply the
actual power grid in 2017. This paper deals with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CCS operation status and preview for application in
KEPCO power grid.

1. 서    론

개폐제어기술은 1990년대 초에 특정 전력기기를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현상(돌입전류, 과전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일례로 무부하 변압기 투입시 발생하는 과도 돌입전류는 계
통의 보호 계전기의 오동작과 전력용 퓨즈, 변압기 권선의 기계적 손상
을 야기 시키며, 계통에 설치된 전력 기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되며, 이는 결국 제품 수명을 감소시키며, 전력 품
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투입저항(PIR,
Pre-Insertion Resistor)을 계통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열적
인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고장과 차단기 구조를 복잡하게 한다는 단점
이 있었다. 개폐제어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계통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의 위상에서 차단기 개폐를 통해 콘덴서뱅크, 무부
하변압기, 분로리액터등 개폐동작이 빈번한 개소에 효과적이다. 최근에
는 개폐제어 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실계통 시범적용이 증가됨에 따
라 해당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본    론

  2.1 차단기 개폐제어기술
개폐제어기술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차단기를 투입 또
는 개방하기 위한 기술로 개폐제어기는 전원측 전압을 기준으로 차단기
의 현재 상태에 따른 동작 특성과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투입,
개방신호를 보정하여 제어 명령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개폐제어 개념도

아래그림은 분로리액터와 커패시터뱅크 부하에 대해 제어개폐를 수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개념설명을 위한 것으로, 제어를 통한 최적
시점에서의 개폐시 과도현상이 최소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로리액
터 차단시점에서 차단기 접점의 개리시점과 전류 영점간의 시간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 즉 아크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단기는 이어지는
전류 영점에서 차단을 시도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차단기 극간 절연 내
력으로 전류가 다시 통전 되는 재발호(reignition)로 이어지며 이는 전원
측 및 부하측에 과전압을 유발시켜 전력기기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폐제어를 통해 아크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reignition
free 영역에서 차단기를 개리 시킬 경우 계통에 과전압을 유발 시키지
않고 전류를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커패시터뱅크의 경우 전원측 전압
90° 지점에서 투입될 경우 돌입전류가 가장 가혹하게 발생되며 이는 차
단기 접점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계전기 오동작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
로 개폐제어기를 통해 최적시점인 전압 0°에서 투입하여 발생되는 돌입
전류를 무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 분로리액터에 대한 개폐제어

<그림 3> 커패시터뱅크에 대한 개폐제어

  2.1.1 개폐제어 기술 효과
최초 개폐제어 기술은 기존 차단기의 retrofit을 통해 적용을 했으나
차단기의 동작특성이 제어기의 명령을 추종 할 수 없어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밀한 동작 특성을 갖는 차단기가 개발됨
으로서 개폐제어기를 조합하여 실계통 적용을 통하여 효과를 입증하는
해외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분로리액터 부하개폐에 적용할 경
우 제어실패 또는 잘못된 위상 투입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관련
규격인 IEC 62271-110에서 검증하는 스트레스 보다 높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실계통 적용상의 불안요인을 경감 시킬 수 있다. 개폐제어형 차
단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덴서뱅크, 무부하변압기, 분로리액터
등에 적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조사된 해외사례에 의하면 분로리
액터 개폐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최적 차단을 위한 개폐제어

개폐제어형 초고압차단기의 해외적용사례와 한전계통 적용검토

오승열, 곽주식, 정문규, 한기선, 구선근, 주형준, 박민혜, 김현석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Study to Application of Controlled Switching HVAC Circuit Breaker in KEPCO Grid

Seung-Ryle Oh, Joo-Sik Kwak, Moon-Gyu Jeong, Ki-Seon Han, Sun-Geun Goo, Hyoung-Jun Ju, Min-Hae Park, Hyun-Seok Kim

KEPCO Research Institute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434 -

가 기타 부하에 비해 용이한 편이며 또한 분로리액터 개폐시 과도현상
으로 인한 계통 고장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
다. 현재 ABB, Alstom, Siemens, Toshiba, Mitsubishi 등에서 400kV급
차단기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주로 저개발 국가의 신설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계통에서 특정부하(경부하의 송전선로, 무부
하 변압기, 분로리액터, 커패시터뱅크 등)를 개폐할 경우 나타나
는 돌입전류 및 과전압은 차단기 챔버내 각종 부품의 손상은 물
론 계통에 설치된 기기에 심각한 절연손상과 기기의 오동작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는 계통의 고장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전
력품질 저하와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한다. 개폐제어형 차
단기는 이러한 개폐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된다. 아래 표는 개폐제어형 차단기가 설치되는 주요개
소를 나타낸 것이며 이에 대한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개폐제어형 차단기 적용효과

구분 투입 차단 효과

선로 (무부하) - 무부하 투입 과전압 저감

변압기 ○ - 투입 돌입전류 저감

리액터 ○ ○ 투입 과전압, 차단 과전압 저감

커패시터 ○ ○ 투입 돌입전류, 차단 과전압 저감

  2.2 개폐제어효과 검증시험
  아래 그림은 대전력시험소에서 단락발전기를 이용한 시험결과로서 리
액터부하 개폐시험을 통해 최적시점(개폐제어)에서의 차단에 대한 효과
를 검증하기위해 진행되었다. 임의시점에서 차단할 경우 좌측그림과 같
이 차단기 극간에 충분하지 못한 절연내력으로 인해 전류영점에서 차단
하지 못하고 전류가 재 통전되는 재발호(reignition)가 발생하여 전원측
및 부하측에 과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개폐제어를 통해 적절한 범
위에서 차단기 접점을 개방할 경우 재발호로 인한 개폐과전압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분로리액터부하 임의차단시 측정파형

<그림 5> 분로리액터부하 개폐제어 차단시 측정파형

  2.3 실계통 적용현황
지난 10여년 동안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의 주요 신뢰도
및 비용측면의 경제성향상과 차단기 메커니즘 기술의 향상은 개폐제어
기술이 초고압 분야에서는 PIR(Pre-Insertion Resistor) 등의 과도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존 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
러한 개폐제어를 위해서 차단기는 제어기의 명령 추종을 위해 투입, 개
방은 ±1ms 범위 내의 동작특성을 갖도록 요구되며 제어기 자체는 다양
한 목표 위상각에 대한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0.1ms 이내의 동작
특성이 요구된다. 아래의 표와 같이 최근에 개폐제어형 차단기는 해외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주로 초고압 계통에 적용 되었다. 적용개소는 개폐
빈도가 잦고 개폐시 과도현상으로 인해 설비고장, 전력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는 조상용 부하(분로리액터, 분로커패시터)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표 2> 최근 개폐제어형 차단기 적용개소

구분 적용개소 비고

리
액
터

National Grid, UK
(2014년)

분로리액터 개폐용으로 Alstrom社의
400kV 차단기를 영국 National Grid
에 적용

Hydro-Québec, Canada
(2012년)

73개소 적용, 735kV 약 50%, 120kV
25%, 그 외 161kV, 230kV, 315kV에
25%

CHESF, Brazil
(2010년)

230kV 송전선로에 적용

커
패
시
터

National Grid, UK
(2014년)

National Grid Hackney GIS 변전소에
설치

Hydro-Québec, Canada
(2012년)

66개소에 적용, 735kV 약 50%,
120kV 25%, 그 외 161kV, 230kV,
315kV에 25%

변
압
기

Mitsubishi Electric
Corp., Japan (2005년)

실증시험 완료

  2.2.1 국내계통 적용을 위한 검토
지금까지 개폐제어형 차단기에 대해 현재의 세계적인 기술수준,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최근 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향후 개폐제어
형 차단기는 우리나라 계통에 분로리액터 개폐용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외 사례 조사에서 선행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① 개폐제어기 및 차단기 개발을 위한 구동부 및 제어기 사양검토
- 정밀급 동작특성의 차단기 및 제어기 추가개발
② 개폐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고려대상 변수 확보
- 제어전압크기, 온도, 유휴시간, 가스압력, RDDS, RRDS 등을 고려
③ 운전중 차단기 제어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려 대상 선행 검토
- 차단기 상태에 따른 동작시간변화를 고려한 제어 보정값 튜닝 필요
- 메커니즘 상태에 따른 차단기의 제어명령 추종을 정규화 하여 제어
신뢰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알람 발생을 통한 차단기의 선행적 유지
보수 시행

④ 개폐제어 알고리즘 및 부하 종류 및 결선에 따른 상별 투입위상검토

3. 결    론

개폐제어형 차단기는 1990년 후반 특정 전력기기를 개폐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과도 돌입전류나 과전압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해외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실증시험 및 실계통
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초창기에는 제어기만을 기존차단기에 조합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차단기 메커니즘의 특성 향상과 IED기술의 발달로
2000년 이후에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차단기와 개폐제어기를 조합하
여 실계통에 적용했다. 해외에서는 적용개소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여서 향후 해당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당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시범적용 이후 관련 연
구를 수행해 왔으며 2017년에는 개폐제어형 차단기를 실계통에 시범적
용 예정이다. 이 논문에 기술된 선행조사는 해외적용 사례연구를 중심으
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관련 향후 추진되는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발예정인 개폐제어형 차단기 시
스템의 성능 또한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개
폐제어기 및 차단기 성능검증방법 및 관련 규격개발 될 예정이며, 실계
통 적용후 유지보수방안 등의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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