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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cent power system is required to a large size of facilities and high power technology according to 

increasing power demand. However, it could lead to spoiling the beauty of city and environment problem. The 

miniaturized facilities with large capacity such as GIS have been required in recent power system. The GIS(Gas 

Insulated Substation) using the SF6 insulation gas enables to miniaturize facilities with large capacity with high 

insulation performance. However, the substation installed GIS has required to new design mode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ubstation. The TRV(Transient Recovery Voltage) analysis on simple circuit may applied by differential 

equation. However, in case of relatively complicated system, EMTP(Electro Magnetic Transients Program) mainly has 

been used to design and simulate for transient analysis. This paper mainly design the 22.9 kV GIS system and analyze 

the transient recovery voltage of main circuit breaker using EMTP/RV. It also enables to easily design the other 

substation installed GIS with same maker and voltage level because the proposed GIS model consists of separated 

modules such as busbar, circuit breaker, bushing, CT, PT etc. Eventually, it contributes to comfortably compare the 

interrupting performance of circuit breaker and system TRV corresponding to the substation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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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수요의 증가로 력시스템 설비가 용량화 되고 도

시미 과 환경 문제로 용량의 소형화된 설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SF6 연가스를 사용하는 GIS(Gas Insulated 

Substation : 가스 연변 소)는 높은 연성능과 함께 설비

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 다. 그러나 GIS가 보 됨에 따라 

재래식 변 소와는 다른 설계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1], 

차단기의 차단성능을 좌우하는 TRV(Transient Recovery 

Voltage : 과도회복 압) 해석에 필요한 변 소 모델링 방법

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7].

계통 사고시 차단기의 류차단과정에서 발생한 아크는 

순시 류가 0이 되는 순간 순식간에 도 성을 잃게 되고, 아

크 항은 수 μs 안에 수백만 Ω까지 증가하여 류가 차단

된다. 아크가 소호된 후 차단기의 개방 자 양단에는  

TRV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차단기가 견딜 수 있으면 차단

동작이 성공하는 것이다. 만일 TRV가 차단기 개방 자 

사이의 연이 괴될 정도로 크다면 재 호가 발생되며, 

개폐서지가 시스템으로 되어 이상 압을 유발한다. 따

라서 차단기의 성능은 계통의 TRV에 비해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하며, 차단기가 설치된 후 추가로 계통을 변경하게 

된다면 차단기의 차단 성능을 과하지 않게 설계하여야 하

므로 TRV의 해석은 요하고 할 수 있다.

TRV 해석은 간단한 회로일 경우 미분방정식에 의한 해

석이 가능하지만 다소 복잡한 해석의 경우 범용 과도 상해

석용 로그램인 EMTP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

서는 EMTP의 상용 버젼인 EMTP/RV를 이용하여 GIS의 

각 구성요소들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모델링된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가상의 변 소를 구성해 보

았다. 그리고 사고 치에 따른 차단기의 TRV를 해석하

다. 이 논문에서는 GIS의 각 요소들을 모듈화여 모델링하

기 때문에 같은 제작사의 GIS 설비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압 벨의 변 소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변

소 신설 는 추가로 설비를 증설할 경우 계통의 시스템 

TRV와 차단기의 차단성능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 다.

2. 본  론

2.1 GIS

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 설비용량도 증가하 다. 따

라서 기존의 공기 연변 소의 부지확보나 환경문제, 안정

성, 신뢰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GIS를 도입

하여 운용하고 있다. GIS는 변압기를 제외한 차단기, 단로

기, 지장치, 부싱, 피뢰기, CT(Current Transformer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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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 변류기), PT(Potential Transformer : 계기용변압기), 

모선 등 모든 력기기를 하나의 가스 연 시스템으로 복합

화 하여 속 용기 내에 폐시킨 변  시스템을 말한다[8]. 

GIS는 공장 조립이 가능하므로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설비 증설이 유리하다[9]. 

2.2 TRV의 유형

TRV의 유형은 계통의 구성과 사고 치에 따라 달라지는

데 크게 지수형(Exponential) TRV, 진동형(Oscillatory) 

TRV, 삼각 형(Triangular wave-shaped) TRV 형태로 나

타난다[10].

2.2.1 지수형 TRV

지수형 TRV는 그림 1과 같이 3상 사고가 차단기 단자에

서 제거될 때 변압기와 선로가 차단기의 비사고측( 원측)

에 있을 때 형 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림 1 지수형 TRV가 나타나는 계통의 유형과 등가회로

Fig. 1 System configuration and equivalent RLC circuit for 

exponential TRV characteristic 

이것을 병렬 RLC 회로로 등가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아래 식 (1)을 만족하는 경우 나타난다.

                  ≤





                      (1)

여기서   : 원의 등가 인덕턴스,   : 원의 등가 커패시턴스

이 때 개폐써지에 의한 이상 압은 각 선로를 통하여 

되고, 그림 2와 같이 선로의 종단에서 반사되는 반사 에 

의해 TRV는 첩되어 나타난다[10].

그림 2 지수형 TRV의 특성

Fig. 2 Exponential TRV characteristic

2.2.2 진동형 TRV

진동형 TRV는 일반 으로 사고가 변압기 는 직렬 리

액터에 의해 제한되고 제동을 제공하는 서지임피던스가 없

을 때 발생한다. 진동이 일어나기 해서는 아래 식 (2)를 

만족해야 한다.

                    





                  (2)

여기서   : 원의 등가 인덕턴스,   : 원의 등가 커패시턴스

TRV는 변압기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그리고 변압기

와 차단기 사이의 커패시턴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a는 

선로측의 직렬리액터에 의해 사고가 제한되는 경우이다. 이

런 계통의 시스템 TRV 형은 높은 RRRV(rate of rise of 

recovery voltage : 회복 압 기상승률)를 가지며, 표  성

능곡선을 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통의 TRV는 표  성

능곡선을 과한다. 그림 3-b의 경우는 변압기와 차단기 사

이에 한 추가 커패시턴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TRV의 최  압(Uc)과 RRRV

가 모두 ANSI C37.06 는 IEC 62271-100에 규정된 값을 

과하게 된다. 특히 계통의 고장 류를 제한하는 목 으로 

직렬리액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계통의 TRV를 모의하고, 

필요한 경우 RRRV를 감할 수 있도록 직렬리액터와 병렬

로 추가 인 커패시턴스를 설치하여 TRV가 표 성능곡선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10].

그림 3 진동형 TRV가 나타나는 계통의 유형과 사고 치

Fig. 3 System configuration and fault location for oscillatory 

TRV characteristic

2.2.3  삼각 형 TRV

삼각 형 TRV는 단거리 선로사고와 연 이 있다. 단거리 

선로사고 시 류 차단 후 차단기 자의 선로측 압은 

삼각 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톱니  모양의 TRV 상승비율

은 선로 서지임피던스의 함수이다. RRRV는 같은 류에 

한 지수형 TRV 는 진동형 TRV 보다 높다. 하지만 TRV

의 Uc는 일반 으로 낮다. 그림 4는 단거리 선로사고에 

한 TRV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삼각 형 TRV가 나타나는 계통의 사고 치와 특성

Fig. 4 Short-line fault location and TRV characteristic with 

triangular wave shape

2.3 GIS의 모델링

EMTP/RV를 이용한 GIS모델은 그림 5와 같은 순서로 

모델링 하 다. 이 게 할 경우 동일 제작사의 GIS로 새로

운 변 소를 신설 하거나, 설비를 증설할 경우 패 의 조합

만으로 쉽게 변 소를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 이

션을 통한 사례 연구 시, 단로기와 차단기 조작만으로 변

소의 운용 상태에 따른 시스템 TRV를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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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IS 모델링 순서

Fig. 5 GIS modeling process

2.3.1 Main 는 Feeder 패 (Panel)

그림 6은 GIS의 Main 는 Feeder 패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을 나타낸다. GIB(Gas Insulated Bus : 가스

연부스)와 이블 속부의 CT는 상간의 상호임피던스를 

모의하기 하여 EMTP/RV 라이 러리의 3상 PI line 

(Coupled PI section model)모델을 사용하 다. GIB의 입력

데이터는 단  길이당 R, L, C를 계산 후 각각의 GIB길이

로 환산하 다. 단로기는 이상 인 스 치로 모델링 하 고 

개로상태의 단로기는 오 된 스 치와 커패시턴스로 모델링 

하 다[4]. 차단기(VCB 는 GCB)의 경우 제작사들의 차단

기 설계사항은 사용자측에 공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 동

작시 차단기 사이의 아크 류에 한 모델링은 제외하

다. 그리고 IEEE standard의 차단기의 차단능력 시험을 

한 시스템 TRV 계산은 아크 류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차단기는 이상 인 스 치를 사용하여 모

델링 하 다.

그림 6 Main/Feeder 패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

Fig. 6 Main/Feeder panel equivalent circuit and EMTP/RV 

model

2.3.2 PT 패

그림 7은 GIS 변 소의 PT 패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을 나타낸다. PT는 커패시턴스로 모델링 하 고, GIB는 

3상 PI line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7 PT 패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

Fig. 7 PT panel equivalent circuit and EMTP/RV model

2.3.3 Bus Tie 패

그림 8은 GIS 변 소의 Bus Tie 패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을 나타낸다. Main 는 Feeder 패 과 마

찬가지로 개로상태의 단로기는 커패시터로 모델링하 고, 

GIB와 CT는 3상 PI line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8 BUS Tie 패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

Fig. 8 BUS Tie panel equivalent circuit and EMTP/RV model

2.3.4 Bus Section 패

그림 9는 GIS 변 소의 Bus Section 패 의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을 나타낸다. 다른 패 과 마찬가지로 개로

상태의 단로기는 커패시터로 GIB와 CT는 3상 PI line 모델

을 사용하 다.

그림 9 Bus Section 패 의 등가회로와 EMTP/RV 모델

Fig. 9 Bus Section panel equivalent circuit and EMTP/RV 

model

2.3.5 변압기의 부싱과 피뢰기

변압기의 부싱과 피뢰기는 커패시턴스로 모델링 하 다

[5]. Zinc Oxide형 피뢰기의 경우 EMTP/RV에서 제공하는 

피뢰기 데이터 계산 기능과 라이 러리 모델을 사용할 경우 

상세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TRV 해석에서는 커패시턴스로 

등가화 하여 모델링 하여도 무방하다[4][5]. 

2.3.6 계통 등가 모델

TRV 해석을 해 력계통 체를 상세 모델링하여 해

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계통을 축약시켜 간략화 

하여야 한다. TRV 해석에서 계통의 등가모델은 단락임피던

스 법을 이용한 정상상태의 Thevenin 등가 압원으로 모

델링 할 경우, 경우에 따라 큰 오차를 발생 할 수 있다.[7] 

이것은 TRV 해석 시 시뮬 이터가 계통 체의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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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부 인 R,L,C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TRV 해석을 해 

계통을 등가화 하여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등가 원 압을 이상 인 교류 압원으로 

모델링하 다[4][5][7]. 정상상태에서 압원의 크기와 상

은 계통해석 로그램인 ETAP을 이용하여 변 소 주  계

통을 모델링 하고 조류계산 결과를 이용하 다.

2.3.7 변압기

변압기 모델은 주 수 의존 이며 비선형 인 특성을 반

하여야 하므로, EMTP/RV의 라이 러리의 non-ideal 모

델을 사용하 다. 변압기 입력 데이터는 ANSI C57.12.10 

Typical 모델의 %Z와 X/R를 X(Ω)와 R(Ω)로 환산하여 사용

하거나 변압기 시험 데이터가 있다면 EMTP/RV 라이 러

리의 변압기 데이터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변압기를 모델링 

할 수 있다.

2.3.8 이블

TRV해석을 한 이블 모델링은 이상 압의 를 반

하기 하여 집 정수회로가 아닌 분포정수회로로 모델링 

하여야 한다[2][5]. EMTP/RV에서는 일반 으로 FD(Frequency 

Dependent), CP(Constant Parameter), Exact-PI 모델을 사용

할 수 있다. FD모델은 이블 라미터의 분포 특성에 하

여 정확한 표 을 제공하므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다. CP모

델은 이블 라미터 R, L, C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정해

진 주 수에서 계산되어진다. Exact-PI 모델은 정상상태나 

주 수 역 해석에 해 사용되어지고 TRV해석을 한 

시간 역 해석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 이블

은 CP 모델을 사용하 다. CP모델은 FD모델에 비해 정확

도는 떨어지지만 계산 속도가 빠르고 시간 역 해석에서 

이상 압의 를 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블 데이

터는 EMTP/RV에서 제공하는 이블 데이터 계산 기능 블

록에서 이블의 포설조건과 이블 상수의 입력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IEEE 34 Node test feeder

의 이블을 기 으로 계산하 다. 

2.3.9 등가 부하 모델

등가 부하의 모델링은 ETAP의 조류계산 결과를 이용하

여 GIS 피더 말단의 PQ 부하로 모델링 하 고 EMTP/RV 

라이 러리의 3상 RLC Load(PQ)로 모델을 사용하 다. 3상 

RLC Load(PQ) 모델의 경우 정격 압과 P, Q를 입력하면 

R, L, C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다.

2.4 GIS의 TRV 해석

변 소의 TRV 해석을 해 모델링된 각각의 구성요소들

을 결합하여 가상의 변 소를 구성해 보았다. 변 소 주 피

더의 154kV/22.9kV 변압기는 55MVA용량을 기 으로 모델

링 하 고, 두 변압기는 분리운  하고 있는 것을 기 으로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10은 EMTP/RV로 모델링한 22.9kV 

GIS 모델이다. 모델링 된 계통에서 사고 치(Fault A∼D)

에 따른 3상 단락 류는 12∼14kA 범 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격 압이 24kV, 정격차단 류가 40kA인 차단기를 기 으

로 하 기 때문에, 개정된 IEC 규격의 시험책무는 T30과 

T60에 해당한다.

그림 10 22.9kV GIS의 EMTP/RV 모델링

Fig. 10 22.9kV GIS EMTP/RV modeling 

시뮬 이션 모델에서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피더는 

비 피더이다. 차단기와 단로기의 경우 EMTP/RV 라이

러리의 이상 인 스 치 모델을 사각형 박스로 나타내었다. 

흰색 박스는 개로 상태를, 회색 박스는 폐로상태를 나타낸

다. GIB의 경우 시뮬 이션 모델은 화면구성상 각 패  좌

우측 2개의 GIB 모델을 길이 환산을 통하여 한 개의 GIB 

모델로 변경하 다. 그리고 체 시뮬 이션 시간은 50ms로 

설정하 고, 차단기는 20ms에 동작하도록 설정하 다.

2.4.1 시뮬 이션 타임 스텝 

시뮬 이션 타임 스텝()은 진행 의 속도를 고려

하여야 한다. 분포정수 이블 모델은 에 따라 계산의 정

확도가 결정되고 이블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행 의 

시간(τ : propagation delay)이 작아진다. 따라서 는 시뮬

이션 상 모델의 가장 짧은 이블의 τ보다 작게 설정하

여야한다. 하지만 무작정 를 작게 할 경우 체 시뮬 이

션 시간에 따라 시뮬 이터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 사용범

를 과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의 정확도와 체 시뮬 이션 시간을 고려하여 는 

0.01τ ～ 0.1τ로 설정하 다.

2.4.2 단자사고 TRV

단자사고(terminal fault)는 차단기 근처의 사고로 정의되

고 사고지 과 차단기 사이의 리액턴스는 무시가능하다. 이

러한 유형의 사고는 최 치의 단락회로 류를 나타낸다.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TRV의 형은 매우 다르다[10].

그림 11 단자사고시 차단기 #1 TRV 형 - Fault A

Fig. 11 Circuit breaker #1 TRV during terminal fault - Faul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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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3은 단자사고시 TRV 시뮬 이션 결과 형이

다. 가장 가혹한 TRV를 시뮬 이션 하기 하여 3상 단락

사고 시 차단기 한상이 우선 개방(First Pole to Clear)되는 

상황을 가정하 다. 이것은 일반 으로 차단기에서 처음으

로 개방되는 상의 압이 차단기의 다른 두 개의 상 양단에 

나타나는 압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GIS모델에서 차단기의 부와 GIB사이에서 사고(Fault 

A)시 차단기(CB #1)에 나타나는 TRV 형이고, 그림 12는 

GIB와 단로기 사이에서 사고(Fault B)시 차단기(CB #1)의 

TRV 형이다.  

그림 12 단자사고시 차단기 #1의 TRV 형 - Fault B

Fig. 12 Circuit breaker #1 TRV during terminal fault - Fault B

그림 13은 피터의 이블 속부에서 사고(Fault C)시 차

단기(CB #2)의 TRV 형이다. 시뮬 이션 모델에서 차단기

와 변압기 사이 이블의 길이는 530m이고 τ는 약 1.77μs 

이므로 반사 에 의해 TRV가 최 로 첩되는 시간을 계

산해보면 3.44μs 이후가 되는데 이것은 시뮬 이션 결과인 

그림 11～13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림 10

의 GIS모델에서 단자사고에 의한 TRV 기 상승곡선은 지

수형 TRV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단자사고시 차단기 #2의 TRV 형 - Fault C

Fig. 13 Circuit breaker #2 TRV during terminal fault - Fault C

표 1은 시뮬 이션 한 시스템의 TRV와 24kV  차단기

의 IEC 규격의 Uc와 RRRV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 

그림 10의 GIS 구성에서는 단자사고시 사고 치에 상 없이 

시스템 TRV의 Uc는 시험책무 T30과 T60을 모두 만족하지

만 RRRV는 C 치에서 사고시 차단기 #2를 제외한 모든 경

우 IEC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의 결과보다 충

분한 RRRV 성능 여유를 가지는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병렬

로 추가 커패시턴스를 설치하여 RRRV가 차단기 성능 곡선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10].

표 1 단자사고시 시스템 TRV와 24kV  차단기의 IEC규

격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ystem TRV and 24kV circuit breaker's 

IEC standard during terminal fault

사고
치

차단기
  치

Uc (kV) RRRV (kV/μs)

모의
결과

IEC
규격
T30

IEC
규격
T60

모의
결과

IEC
규격
T30

IEC
규격
T60

A #1 33.43

47 44.1

2.95

2.47 1.16B #1 33.63 2.98

C #2 20.57 0.84

2.4.3 단거리선로사고 TRV

차단기로부터 수 100m～수km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단거리선로사고(Short line fault : SLF)라 한다[10]. 단락회

로 류가 차단된 후에 부하측 차단기 단자의 압은 톱니

 진동모양을 나타내며, 원측 단자의 압은 단자사고와 

같은 형을 나타낸다[10][13]. 고장 류가 큰 단거리 선로사

고 시 RRRV는 선로측 단자의 고주  진동 때문에 단자사

고의 경우 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계통의 RRRV가 차단기

의 성능곡선보다 클 경우 선로와 지사이 는 차단기와 

병렬로 커패시터를 삽입하여 RRRV를 차단기의 성능 곡선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10].

그림 14 단거리 선로사고 시 차단기 #1의 TRV 형 - Fault C

Fig. 14 Circuit breaker #1 TRV during SLF- Fault C

그림 14는 피터의 이블 속부에서 사고(Fault C)시 차

단기(CB #1)의 TRV 형이다.  이것은 피더의 이블 속

부(Fault C)에서 사고가 발생 하 을 경우 차단기(CB #2)가 

동작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차단기(CB #1)

가 후비 보호로 동작 하는 경우를 모의 한 것이다. 

그림 15 단거리 선로사고 시 차단기 #1의 TRV 형 - Fault D

Fig. 15 Circuit breaker #1 TRV during SLF - Faul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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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피더 이블의 3.11km 지 에서 사고(Fault D)

시 차단기(CB #1)의 TRV 형이다. 이 경우도 차단기(CB 

#1)가 후비 보호로 동작 하는 경우를 모의 한 것이다. SLF

에서 RRRV는 류에 비례한다. 따라서 고장 류가 크면 

RRRV는 증가한다.[10] 피더의 이블 속부 사고(Fault C)

보다 피더 이블의 3.11km지 에서의 사고(Fault D)가 

이블 임피던스의 향으로 고장 류의 크기가 감소되기 때

문에 그림 14와 그림 15의 시뮬 이션 결과 비교를 통해서

도 고장 류의 크기와 클수록 RRRV의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단거리 선로사고 시 차단기 #2의 TRV 형 - Fault D

Fig. 16 Circuit breaker #2 TRV during SLF - Fault D

그림 16은 피더 이블의 3.11km 지 에서 사고(Fault D)

시 차단기(CB #2)의 TRV 형이다. 이 형의 차단기 원

측 단자와 부하측 단자 압은 그림 17과 같다. 시뮬 이션 

결과 단거리 선로사고 사례에서는 형 인 단거리 선로사

고의 TRV 형을 보여 다. 차단된 후 부하측 차단기 단자

의 압은 톱니  진동모양을 나타내며, 원측 단자의 압

은 단자사고와 같은 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림 17 차단기 #2의 TRV와 원측, 부하측 압 - Fault D

Fig. 17 TRV, Supply side and line side voltage when the 

first pole clears at circuit breaker #2 - Fault D

표 2는 시뮬 이션 한 시스템의 TRV 해석결과와 24kV

 차단기의 IEC 규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 그림 

10의 GIS 구성에서는 단거리선로 사고시 사고 치에 상 없

이 시스템 TRV의 Uc는 시험책무 T30과 T60을 모두 만족

한다. 하지만 RRRV는 시험책무 T30에서 D 치에서 사고를 

제외한 모든 경우 IEC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해석 결과

보다 충분한 RRRV 성능 여유를 가지는 차단기를 설치하거

나, 병렬로 추가 커패시턴스를 설치하여 RRRV가 차단기 성

능 곡선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10].

표 2 단거리 선로사고 시 시스템 TRV와 24kV  차단기

의 IEC규격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system TRV and 24kV circuit breaker's 

IEC standard during SLF

사고
치

차단기
  치

Uc (kV) RRRV (kV/μs)

모의
결과

IEC
규격
T30

IEC
규격
T60

모의
결과

IEC
규격
T30

IEC
규격
T60

C #1 33.75

47 44.1

2.99

2.47 1.16D #1 28.98 2.06

D #2 34.44 1.54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EMTP/RV를 이용하여 22.9kV GIS 구성 

패 들을 모델링 하 고, 모델링된 패 을 기반으로 22.9kV 

GIS를 구성하 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GIS 모델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시뮬 이션 상의 단로기와 차단기 스 치의 개

폐를 통하여 변 소에서 가능한 부분의 운용 상황을 쉽게 

모의 할 수 있다. 모델링된 GIS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계

통사고 시 GIS 내부 차단기의 동작에 따른 차단기양극간에 

발생하는 TRV를 해석하 고, TRV의 최 값인 Uc와 압

기상승률인 RRRV를 구하 다. 그리고 GIS의 시스템 

TRV와 24kV 차단기의 IEC 규격과 비교를 하 다. 비교결

과 모델링한 GIS의 경우 Uc는 IEC 규격의 시험책무 T30과 

T60을 모두 만족 하 지만 RRRV의 경우 IEC 규격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다. 비교결과 실제 변 소를 설계할 경우 

TRV해석 결과보다 충분한 RRRV 성능 여유를 가지는 차단

기를 선정하거나 병렬로 추가 커패시턴스를 설치하여 시스

템의 RRRV를 여야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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