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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nergy Storage System(ESS) can be used as several
purposes such a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frequency
regulation, maximum load cut, and etc. This paper analyzes and
simulates the reclosing operation in distribution system with ESS for
frequency regulation and maximum load cut. To solve the effect from
ESS, two sequences in reclosing process are added to conventional
reclosing. The modelings and simulations of reclosing operation using
EMTP/ATPDraw are performed.

1. 서    론

전력저장장치(ESS)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스코ICT, 현대중공업 등이 ESS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또한, 한전 전력연구원도 ESS의 계통 연계
와 관련하여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들에
서 ESS의 계통 연계 시 영향 해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들 대부분은 전력품질 및 ESS의 운용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1]
보호 관련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SS가 연계되는 배전계통에서 보호관련 이슈
중 재폐로 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하였다. ESS는 주
파수조정, 최대부하삭감, 전압조정, 비상용전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조정 및 최대부하삭감 용으로 사용되는 경
우를 대상으로 재폐로 시 영향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배전계통에서의 재폐로 동작

배전계통에서는 순간고장 시 차단 후 회로를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재폐로기가 사용된다. 재폐로기는 고장전류 차단 후 0.5초에 1차로 동작
하며, 고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다시 차단 후 15초 후에 2차로 동작
하고 그 이후에도 고장이 남아 있다면 영구고장으로 판단하고 영구폐쇄
하는 장치이다[2].

 

<그림 1> 배전계통에서의 재폐로 동작

3. ESS를 고려한 재폐로 동작

  3.1 재폐로 시 ESS의 영향 분석 
ESS를 주파수 조정 및 최대부하삭감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통은
고장이 발생한 과도상태가 아닌 정상운전 상태이어야 한다. 고장 발생
시 ESS가 계속 연결된다면 ESS는 주파수 조정 및 최대부하삭감 용으
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고장 발생 및 재폐로 이전에 ESS를 분리하
여야 한다. ESS가 배전계통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고장 시 ESS를 회
로에서 분리한다면 재폐로 동작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수행하면 된다.
그 이후 ESS를 배전계통에 다시 연결함으로써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며,

ESS를 다시 주파수 조정 및 최대부하삭감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도 기존에 고려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3].

1) 재폐로 동작 이전 ESS의 차단 성공여부
2) 고장제거 및 재폐로 성공 이후 ESS의 재병입 시간
3) 고장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영구고장인 경우 건전상의 정전
시간 지속문제

  3.2 ESS를 고려한 재폐로 동작
본 연구에서는 ESS를 고려한 배전계통 재폐로 동작으로 기존의 재폐
로 동작에 ESS가 차단되는 절차 및 재폐로 성공 후 다시 ESS를 재투
입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어떠한 제어센터가 존재하여
고장이 발생하면 Recloser 및 ESS에 동시에 open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폐로는 1차 재폐로 시간인 0.5초에 ESS로부터 계통에 유입되는 전류
가 없음을 확인한 후 수행된다. 2차 재폐로 역시 동일하다. 재폐로가 수
행된 후 정상 전압 및 전류를 확인하고 계통에 ESS를 재투입한다.

4. 시뮬레이션

  4.1 계통모델
재폐로 동작 검증을 위한 계통모델은 그림 2와 같다. Line 1과 2는 각
각 10km이며, 선종은 ACSR 95mm2이다. ESS의 용량은 1000kWh이며,
1초에 1000kW의 부하가 투입되어 최대부하삭감을 위하여 ESS가 방전
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배전계통, ESS, Recloser 등을 포함한 모델링
은 EMTP/ATPDraw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4].

<그림 2> ESS가 연계된 배전계통 모델

  4.2 시뮬레이션 조건
고장발생 및 고장제거 조건을 달리하여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Case 1은 충전 시 발생하는 고장, Case 2는 방전 시 발생하는 고장이
다. Case 1～2 모두 1차 재폐로 모의를 위한 조건이다. 고장종류는 1선
지락고장, 고장저항은 1Ω, 고장발생 위치는 Line2의 5km 지점이다.

 <표 1> 시뮬레이션 조건

Case 고장발생 고장제거 비고

Case 1 0.7 0.8 충전 시 고장

Case 2 1.2 1.3 방전 시 고장

  4.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은 Case 1의 계통전류 파형이다. Case 1의 경우 0.7초에 고장
이 발생하고 0.75초에 고장이 제거된 후 1.25초에 재폐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4는 재폐로 및 ess 개폐 스위치 신호이다. 1은 close를
0은 open 신호를 의미한다. 1.25초에 재폐로가 성공한 이후 0.05초 후인
1.3초에 ESS가 재투입 신호가 발생하여 재폐로 절차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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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통전류 파형(Case 1)

<그림 4>재폐로 및 ESS 개폐 스위치 신호(Case 1)

그림 5는 Case 2의 계통전류 파형이다. 1.2초에 고장이 발생하고 1.25
초에 성공적으로 고장이 제거된 이후 0.5초 이후인 1.75초에 재폐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재폐로 및 ESS 개폐 스
위치 신호이다. 1.25초에 동시에 open 된 이후 1.75초에 재폐로가 수행
되고, 그 이후 재폐로가 성공적임을 확인하고 ESS가 재투입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계통전류 파형(Case 2)

<그림 6>재폐로 및 ESS 개폐 스위치 신호(Case 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S가 연계된 배전계통에서 재폐로 동작을 분석하고,
기존의 재폐로 동작에 ESS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
한 새로운 재폐로 동작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추가된 절차는 ESS를
분리하는 절차 및 ESS를 재투입하는 절차이다. EMTP를 이용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재폐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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