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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asymmetry fault current 

reduction scheme with recloser operation during transient period. 

The principle of asymmetry current nature is reviewed and 

asymmetry components reduction with recloser operation is  

explained. Throughout the simulation, results verifies the 

proposed scheme for recloser operation and its effectiveness. 

1. 서    론

  재폐로 차단기는 배 계통에서 가장 요한 보호기기이며 특히, 계통

의 사고가 거의 부분 일시사고인 을 고려하면 가장 효과 인 보호

기기이다.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은 우선, 계통의 사고 시 이를 검출하여 

회로를 차단하고 일정시간 후에 자동 으로 폐로 동작하는 시 스를  

반복하여 일시 인 사고에 효과 으로 응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재폐

로 횟수는 계통의 압 등 , 선로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하게 되며 우

리나라 가공선로로 구성된 배 계통의 경우 통상 2회의 재폐로를 수행

하고 있다[1]. 

  배  계통의 고장 류는 조건에 따라 기에 dc 성분이 포함된 비

칭 류(asymmetry current) 특성을 갖으며 이 비 칭 류의 크기는 

계통의 항과 리액턴스 비율, 고장시 에서의 업, 류 상각에 따

라 그 값이 결정되는데 심한 경우 정상 고장 류의 약 2배 가까이 최고

값이 상승하게 된다[4,5]. 계통의 보호측면에서, CT나 PT같은 계기용 

변성기를 이용해 고장을 검출하는 경우, 비 칭 류 크기를 결정하는 

dc 성분은 필터링을 통해 그 값의 향이 없어지거나 크기가 제한되지

만 실제 고장 류는 비 칭 고장 류를 포함할 수도 있어 계통의 보호

설비  운용설비에 연특성 열화나 내구성에 심각한 향을 래한

다. 따라서 계통의 신뢰성 측면에서, 고장 시 발생하는 류의 비 칭 

성분을 최 한 이는 것은 계통의 운  측면에서 큰 도움을  수 있

다[2-4]. 

  본 논문에서는 배 계통에서 일률 인 재폐로 동작을 개선하여 비

칭 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하 는데, 계통의 구 고장이 발생하

여 재폐로 차단기가 동작할 때 1차 재폐로 시간을 조정하여 최소의 비

칭 류를 갖도록 하는 재폐로 차단기 제어 방안이다. 

  

2. 재폐로차단기 동작과 비대칭고장전류 

  2.1 재폐로차단기 동작 시퀀스 

  재폐로 차단기는 계통의 일시 고장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 으로 사용

되며 이를 해 일정 시 스 동작에 따른 재폐로 시간을 갖는다. 이때, 

재폐로 시간은 계통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력공사의 

배 운용 규칙에 의하면 1차 재폐로 시간은 0.5 , 2차는 15 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계통의 고장 검출시 재폐로 차단기는 1차 순시 트립되고 

0.5  지연 후 자동 투입된다. 이때, 고장의 지속 여부를 단하여 2차 

트립 여부를 결정하며 이러한 재폐로 횟수는 지 선로 포함 여부에 따

라 결정되고 배 계통의 경우 2회 재폐로를 수행한다. 이러한 동작 시

스는 일시 고장의 경우에는 효과 인 보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구 

고장의 경우에는 계통의 신뢰도 측면에서 불필요한 동작이 될 수있다. 

그림 1은 재 배 계통에서 운용 인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시 스를 

나타낸다. 

<그림 1> 재폐로 차단기 동작 시퀀스 

  2.2 비대칭 고장전류 특성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시 계통  고장 조건에 따라 고장

류의 양상도 다르게 된다. 특히, 계통 임피던스의 유도성분은 고장이 발

생한 직후의 과도상태에서 시간축 칭이 아닌 류의 진동을 일으키며 

일정시간 이후 소멸하는 특성을 유발하게 되며 이에 한 향으로 나

타나는 류를 비 칭 고장 류라 한다. 비 칭 류는 시간축에 칭

인 교류성분(ac component)과 시간에 따라 소멸하는 직류성분 (dc 

component)로 구성되며 교류성분 류의 offset을 유발한다. 이때, 

offset의 정도는 사고 시 계통의 X/R의 비와 고장 발생 시 의 압 

상각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

  2.3 비대칭 고장전류 크기

  비 칭 고장 류의 과도시간에서 크기는 dc 성분의 크기와 직 인 

계를 갖으며 회로의 항과 리액턴스 값이 정해진 경우에서의 크기 

변화 범 는 식 (1)에서와 같이 0 에서부터   이다.

 




   

 

   ±








             (1)

   따라서, dc 성분은 고장 발생 시의 상  회로의 항, 리액턴스 

비율과 한 계가 있으며 고장 발생각에 따라 기에 발생하는 고

장 류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림 2> 고장발생 시 위상에 따른 전류 크기

  그림 2는 고장 류의 형이며 고장 발생시의 상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회로의 항,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식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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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당히 작은 경우 압의 상을 기 으로 90도 일 경우 최  고

장 류, 0도일 경우에는 steady-state 고장 류 값과 거의 동일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장발생 시의 상을 조정할 경우 dc 성

분에 의한 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고장의 발생 순간은 측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통에서 이 값을 조정한다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계

통에 재폐로 차단기가 운용될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구 고장의 경

우, 재폐로 동작에 의해 계통을 가압하는 경우는 고장을 인가하는 경우

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재폐로 투입 시간 조 은 결국, 고장 상을 조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3. 재폐로차단기 동작을 통한 비대칭고장전류 저감

  구 고장일 경우 그림 1과 같은 재폐로 동작 시 스에 의해 고장 

상을 조  할 수 있는 고장은 2군데이다. 즉 A, B, C의 고장에서 A는 

계통의 임의 고장 시 발생하는 것이지만 B, C의 경우는 각 재폐로 차단

기의 dead time을 조정하여 인가 가능하다. 즉, 2 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비 칭 고장 류의 크기는 계통의 X/R, 그리고 고장발생시 상

으로 그 크기가 결정되며 X/R은 계통의 본연의 값이므로 변경 불가능하

나 상은 B, C 지 에서 조정가능하게 된다.

<표 1> 비대칭전류 저감을 위한 제어 요소 (그림 1)

고장 시점 X/R 위상각

A 조정 불가능 조정 불가능

B 조정 불가능 조정 가능

C 조정 불가능 조정 가능

 다음은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에 있어서 비 칭 고장 류 감을 한 

요 동작 알고리즘이며 여기서 기존의 dead time을 일률 으로 용

하지 않고 새로운 dead time을 갖게된다. 

<그림 3> DC성분 저감을 위한 재폐로 차단기 투입시간 결정

4.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한 모의 계통과 데이터는 그림 4와 같다. 재폐로 차단

기는 2회 재폐로 동작을 하도록 구성하 으며 dead time은 모의를 

해 0.1, 0.2[s]를 사용하 다.

 

<그림 4> 사례연구를 위한 계통

  그림 5는 최 의 고장( 구고장)이 0.05[s]에 발생한때의 류 형으

로 고장 류에 dc 성분이 포함되어 비 칭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재폐로 차단기에 의한 1차 재폐로, 2차 재폐로시에도 

역시 비슷한 고장 류 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폐로 

차단기에 의해 회로가 차단 된 후 0.1, 0.2[s]이라는 고정된 dead time

을 갖음 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dead time을 조 하는 경우 구

고장 시 재폐로 차단기에 의해 인가되는 고장의 상각을 조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Recloser Operation with Fixed Dead Time

  그림 6은 그림 5와 같은 고장조건에 고장 류의 dc 성분을 감하기 

해 재폐로 차단기의 dead time을 조정한 것이다. 그림 5와 비교하

여 보면 고정된 dead time을 갖는 경우에서 발생한 dc 성분이 그림 6

에서 가변 dead time을 사용하여 재폐로를 하는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A부분은 제어 할 수 없으나 B, C 부

분에서의 dc 성분은 재폐로 차단기의 dead time을 조정하여 충분히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5> Recloser Operation with Variable Dead Tim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 고장시 발생하는 비 칭 고장 류 감을 한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 방안을 제안하 다. 비 칭 고장 류 특성 확인

을 통해 재폐로 차단기의 동작으로 이를 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 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 칭 고장 류성분 감을 한 

도 한류기 동작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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