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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study of recloser operation in
distribution system with Energy Storage System(ESS). However,
interconnecting of ESS influence power flow and
increasing/decreasing of fault current. Recloser provides stability of
system and improves power transmitting ability by reclosing in fault
current. The single-line to ground fault current simulated by
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 (EMTP). The simulation is
implemented for the three different situations about by using EMTP
MODELS

1. 서    론

최근의 배전계통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태
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분산전원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서 발생한 전력을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이용하여 저장하고 사용 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ESS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ESS
는 주파수 조정이나 최대 부하 저감, 전압조정, 배터리처럼 전원으로 사
용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원으로 사용되는 ESS중 전지 전
력 저장 시스템은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으로 불리며
심야나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충전, 저장하고 전력수
요가 최대일 때 방전하여 전력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부하를
평준화 시키고 전력 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1]. 그러나 이러한 분
산전원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점도 발생한다. 분산전원의 유형이나 분산
전원의 동기화 등이 보호기구나 계통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ESS가 연계된 계통에서 계통 보호 장치 중 재폐
로 차단기의 동작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재폐로 차단기는 선로
를 개폐하거나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보호기구이다. 재폐로
차단기를 이용하여 BESS의 동작 형태에 따른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특
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 ESS 연계 계통에서의 재폐로 차단기

  2.1 ESS가 연계된 계통
ESS는 주파수 조정, 부하 평준화, 계통의 전압조정, 비상용 전원 등으
로 사용 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그 중 BESS가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공급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ESS의 설치 위치는 계
통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ESS 설치 위치는 주로 배전계통의 부하
측, 주전원으로부터 배전 선로 측에 설치 할 수 있고 또는 전원단의 모
선 Feeder에 설치 할 수 있다. 위치에 따라 계통의 보호기구가 설치되어
야 할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ESS 투입 시 기존의 선로에 대하여 비
동기 투입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시 분산전원
에 의한 단독운전 발생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ESS는 여러 가지 구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BESS로
모델링하고 적용되었다. BESS의 충전상태 State Of Charge (SOC)의
변화에 따른 충전상태와 방전상태로 분류 하였으며, BESS만의 용량을
가지고 직류를 이용하여 충전하기 때문에 3상 22.9kV의 계통에서 변압
기와 AC/DC 컨버터와 DC/DC 컨버터를 이용하여 직류 계통을 연계하
여 BESS를 사용하였다. BESS는 그림 1과 같이 위치하도록 하고, ESS
의 계통에 대한 동기 투입으로 모델링 하였다. BESS를 계통에 연계하
여 사용하면 충전 시에는 송전선의 전력을 사용하는 부하와 같이 동작
을 하고, 방전 시에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 동작을 하게 된
다. 그에 따라 부하 측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에 영향을 주고 고장이
발생 할 경우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정정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계통
에 BESS가 연계됨에 따라 차단기의 정정치가 특성곡선에 의해 새롭게
정정 되어야 한다.

  

<그림 1> ESS가 연계된 배전계통

  2.2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재폐로 차단기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로써 고장전류의 난입을 차
단하고 일반적인 차단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고장으로 인한 외란 등이
적기 때문에 계통 보호기기로 많이 쓰여진다. 선로 고장의 대부분은 일
시적인 것으로 무전압이 되면 즉시 절연을 회복하여 다시 배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재투입은 약 80%의 성공률을 가지고, 한번 재
투입해서 실패하여도 다시 재투입하면 성공 할 수 있지만, 두 번째의 재
폐로는 최초 재투입에 비하여 성공률이 훨씬 적고 약 10%의 성공률을
가지며 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재폐로 차단기는 Fuse-Saving과 계통 보호 목적으로 계통 내에 순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퓨즈가 융단되기 전에 고장 선로를 차단하고 계통
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며 구분 개폐기와 함께 보호협조를 가지고 있
다. 또한 고속도 재폐로 방식에는 3상 재폐로 방식과 단상 재폐로 방식
이 있다. 송전선이 1회선인 경우, 단상재폐로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2회선 송전의 경우 각 상마다 조작 기구를 설치하여야하기 때
문에 설비가 복잡하게 되고 취급도 어렵게 되지만 안정도를 고려하여
단상 재폐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단상 재폐로 방식은
1선의 고장 시 고장상만 차단하고 나머지 2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고장
점의 절연 회복을 기다려 재폐로 하는 방식이다.

  2.2.1 고장 발생 시 고장전류
22.9kV 배전선로의 고장에는 전선의 단선 지락이나 배전 변압기의

소손 등 영구고장과 바람에 의한 전선의 혼촉 또는 수목 접촉과 같은
순간고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순간 고장인 경우에는 정전된 후 재폐로
하면 대부분 이상 없이 배전이 가능하다. 또한 영구 고장의 경우에도 배
전선로 도중의 보호기기와 보호협조를 하면 일부 고장구간을 제외하고
는 배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후 재폐로 시간은 고
장이 제거되는 범위에서 짧을수록 바람직하지만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특성과 아크 소멸 시간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정시간이 경
과된 후에 재폐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0.6초에서 0.7초까지 1선
지락의 순간 고장을 모의하였고, 그에 따른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을 분
석하였다.

  2.2.2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시간 정정
단락 과전류 요소의 반한시 특성은 재폐로 차단기의 한전 표준 규격

에 의하여 식(1)의 공식을 이용하여 tp/10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재폐
로 차단기의 특성을 고려하고, 표 1에 규정된 특성을 적용하여 구현하였
고, 반한시 특성을 가진 재폐로 차단기를 이용하여 계통을 구성하였다.

  









(1)

k, C : 계전기 특성 값
 : 고장 전류

 : 전류 정정치

a : 특성 곡선 지수
tp : 시간 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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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전기의 반한시 특성

  2.3 BESS의 비연계 시 재폐로 차단기 동작
ESS가 연계되지 않은 계통에서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은 그림 2와 그
림 3과 같이 나타난다. 이 때 재폐로 차단기가 동작하여 고장상인 A상
을 차단하고 0.2초 후 재폐로 한다.

<그림 2> 재폐로 차단기 동작에 따른 전류 파형

<그림 3> 재폐로 차단기 동작에 따른 전압 파형

<그림 4> 1회 재폐로 동장 

A상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B, C 상과 같은 전류가 흐르
고 같은 크기의 전압이 인가된다. A상에 고장이 발생한 후 고장전류가
발생하고 재폐로 차단기가 동작 후 A상의 전류는 0[A]가 되고, A상의
전압은 0[V]가 나타난다. 그림 4는 0.6초에서 1초까지 순간 고장이 발생
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재폐로 차단기가 1F1D의 동작으로 차단 후 재
투입을 시도하였을 때 고장이 제거 되었으므로 재폐로 차단기는 순기능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3.1 BESS의 방전 시 재폐로 차단기 동작
BESS 방전 시에는 BESS 또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원이

되고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에 의해 부하 측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부하
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재폐로 차단기의 전류 정정치를

BESS가 연계되기 전보다 더 크게 설정함으로써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을 파악하였다. 재폐로 차단기의 정정치를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 차단
동작이 일어났을 때 전압이 감소하지만 영전위가 나타나지 않고 전원
전압에 비해 매우 작은 전압을 가진다.

<그림 5> BESS 방전 시 재폐로 차단기 동작 후 고장상의 전압, 전류 

  2.3.2 BESS의 충전 시 재폐로 차단기 동작
BESS가 충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BESS가 부하와 같이 전력을 소

비하는 것과 같이 동작하고, 그에 따라 부하 측으로 흐르는 전류에도 영
향을 주며, 고장전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BESS가 충전 시에는 0.6초에
이미 충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므로 적정 SOC 상태에서 다시 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발생을 0.3초에서 0.4초까지의 순간 고장을 모
의하였다.

<그림 6> BESS 충전 시 재폐로 차단기 동작 후 고장상의 전압, 전류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S가 연계된 계통에서 과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로
재폐로 차단기를 적용하였고 순간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 선로를
차단하는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하였다. ESS가 연계된 계통
에서 ESS의 동작에 따라 충전, 방전 시 고장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으며 재폐로 차단기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ESS의 동
작상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ESS의 동작 상태에 따라 통신
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재폐로 차단기가 정정치를 바꿔 가는 기능이 추
가되면 더 효율적인 재폐로 차단기 적용이 될 것이며,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계통 보호에 더욱 신뢰성과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해 과전류 계전기와 퓨즈 등과의 보호협조에 관하여 연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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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조정치 k a C

강반한시 12~13 1.2 sec

10

39.85 1.95 1.084

반한시 3.5~4.0 2.2 sec 0.11 0.02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