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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switching surge analysis for reclosing decision in 345kV combined transmission line 

with XLPE power cable. Reclosing operation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detailed technical analysis in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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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ing resistance, etc.. On the other hand sheath voltage on IJ(Insulated Joint) is analyzed to check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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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송 선로는 규모 도심지에 력을 공 하거나 외부

와의 에 따른 험성을 피하고, 주변환경을 쾌 하게 하

는 등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  때문에 선진국

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곳에 건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

러나 변 소 양단의 송 선로가 과거처럼 가공 는 지 으

로 이루어진 단독 선로와는 달리 재는 격한 인구 집

상을 유발시키는 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건설 등의 

향으로 당 의 가공선로에서 일부분을 지 선로로 변경시키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건설 기부터 

이런 형태의 선로를 미리 계획하여 시행하는 등 송 선로가 

혼합송 선로의 형태로 상당 부분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혼합송 선로의 고신뢰성 운용을 해서는 보

다 새로운 용용기법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 것 의 하나가 바로 가공선로부분에 1선 지

락 등과 같은 고장 상이 발생하 을 경우 재폐로를 시행할 

것인가에 한 결정이다[1-2].

  만일 선로가 가공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재폐

로를 용하며, 지 선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재폐로를 

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혼합송 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선로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재폐로를 용할 것

인지 아닌지, 한 용한다면 체선로길이  지 선로의 

유율이 어느 정도일 때인지 등을 검토하지 않으면 계통운

용에 막 한 지장을 주게 된다. 재 국내 력회사에서는 

재 345kV  혼합송 선로에 해서 재폐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3] 한편 고압 혼합송 선로에 한 재폐로 여

부는 선진국에서도 어떤 동일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력회사 특성에 맞게 나름 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

하고 있다[4-5]. 따라서 선로조건에 따른 기술  자료와 근

거를 바탕으로 상세한 개폐서지해석이 이루어져야만 재폐로 

결정과 이에 따른 고신뢰성 운용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 까지 이 분야에 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주로 가공선

로나 지 선로로만 이루어진 한 종류의 선로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혼합송 선로에 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

정에 있다[6-8]. 한편, 자는 재까지 사 연구 과정으로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투입 항  피뢰기 등 다양한 조

건을 고려하여 개폐과 압을 해석하 으며[9-10], 본 논문에

서는 재폐로 결정을 목표로 실제 국내 력회사의 345kV 

혼합송 선로 실계통을 상으로 EMTP/ATP를 이용해 모

델링을 수립하고[11], 이블 구간 도체  시스 과 압의 

특성을 더욱 상세하게 해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으

로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재폐로 결정을 한 가능성 여

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OF 이블의 특

성상 화재발생  2차 재해 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XLPE 

이블에서만 한정하여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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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과 압의 확률  해석법 

Monte Carlo 기법은 송 선로나 변 소 등에 침입하는 

뇌 과 압, 개폐과 압 등을 해석할 경우 확률분포를 용하

여 계산하는 기법이다. 통계 인 해석방법은 EMTP의 

Miscellaneous 데이터 카드에서 반복 계산횟수를 지정하고 

“STATISTICS" 스 치를 조합하여 과 압을 해석하는 방

법으로 무작 로 개폐기 투입시간을 선정하여 최  과 압

을 계산한다. 일반 으로 개폐과 압의 크기는 차단기가 투

입 혹은 재투입되는 시 에서 교류 압의 상에 따라 변화

되므로 각상의 차단기가 투입되는 시 에서 상별로 투입

서지를 분석하기 해서는 0-360도 사이의 Random 

Number를 선택하고, 정규분포 는 균일분포 등의 통계

인 확률분포를 이용해 표 편차(σ)에 따라 무작 로 투입시

간(T)을 반복하여 개폐과 압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림 1에

서는 통계스 치의 확률분포에 따른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

이고 있다.

그림 1 통계스 치 분포 곡선(정규분포)

Fig. 1 Distribution curve of statistic switch(Normal distribution)

 3. 혼합송 선로 구성

선로모델에서 가공선로는 345kV 1회선 ACSR 480㎟×4B

를 용하 고, 지 선로는 XLPE 이블 2,500㎟으로서 력

구식 삼각배열 포설방식을 용하여 모의하 다. 선로 데이

터는 실제 혼합송 선로와 동일한 것을 용하 으며, 주

수 독립모델인 분포정수 모델을 이용하 다. 각 선로의 선

로정수는 개폐서지에 한 해석을 해 1,000㎐를 용하여

서 선로정수 로그램인 ATP-LCC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 용한 345kV 피뢰기의 V-I 특성곡선은 참고

문헌 [9-10]과 동일하며, 각각 가공선로 구간 인입부, 이

블 헤드, 지 선로 구간 말단에 설치된다.

3.1 Case 구성

Case는 그림 2와 같이 가공+지 으로 구성된 혼합송 선

로에서 가공선로 구간의 순간고장에 따른 재투입시 발생하

는 개폐과 압과 선로의 충 하가 100%일 경우 재투입시 

발생하는 개폐과 압을 해석하 다. 한 해석 상 혼합송

선로의 특징은 지 선로 구간의 말단에 편단구간이 있는 

것으로 하 다. 한편, 재투입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차단

서지와 단순 투입서지에 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한 

154kV 가공선로는 3상 재폐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345kV 가공선로는 1상+3상 재폐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3상 재폐로방식이 1상 재폐로 방식에 비

해 다소 높은 과 압이 발생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3상 재폐

로 방식을 채택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 다. 

가공+지 으로 구성된 345kV 혼합송 선로의 Case는 표 

1과 같으며, 표에서처럼 지 선로 구간 1～ 6km에서 가공선

로 구간길이를 5km, 10km, 15km로 변화시켰으며, 10～50Ω, 

100%의 충 용량을 고려하 다.

그림 2 345kV 혼합송 선로 모델

Fig. 2 345kV combined transmission line model

   

표 1 개폐과 압 검토 종류

Table 1 Cases of switching surge analysis

Case
가공[km] : 

지 [km]

지 선로

비율[%]
고장조건

Case 1 10 : 1 9.09

고장 항 : 10～50Ω

충 용량 : 100%

Case 2 10 : 3 23.1

Case 3 15 : 6 28.6

Case 4 10 : 5 33.3

Case 5 5 : 5 50

3.2 투입 항 용

154kV 계통과는 달리 345kV 계통에서는 차단기의 차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 압보다 재투입에 의한 과 압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선로와 기기의 연 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345kV 계통의 차단기에 연설계 목표치인 2.3 PU 

이상의 과 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 항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한 345kV 상- 지간 개폐과

압 배수를 2.5 PU로 규정하고 있다[13].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345kV 연설계 목표치를 설계기 에 근거해 

2.5 PU로 설정하 다. 표 2에서는 참고문헌 [13]에서 제시하

고 있는 154kV와 345kV 송 선로 개폐과 압에 한 상간, 

상- 지간 과 압 배수를 나타내었으며, 1 PU당 기 압은 

식 (1)과 같다.

표 2 연설계목표 과 압배수(DS-1031)

Table 2 Overvoltage multiple of insulation coordination

압 구분 과 압배수[PU]

154kV 개폐과 압
상- 지간 3.3

상간 4.6

345kV 개폐과 압
상- 지간 2.5

상간 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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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45kV 차단기 정격 투입 항인 

"(500Ω 는 520Ω)± 10%"에 의해 520Ω의 투입 항을 

용하 다. 한 투입 항을 한 항 의 폐로시간은 주

 폐로시간 10ms 에 동작하는 것으로 하 고(S1), 이 

때 용한 표 편차는 0.7ms이다. 그림 3은 투입 항이 있

을 경우의 차단기 동작회로도를 나타낸 것으로 차단기 투입

은 그림 4(a) → (b) → (c) → (d) 순으로 동작한다. 그림 4

는 투입  차단에 따른 통 류  정격시간을 나타낸 것

이다[12].

  

그림 3 투입 항이 있는 차단기 회로도

Fig. 3 Circuit breaker circuit with inserting resistance

그림 4 투입  차단에 따른 통 류  정격시간

Fig. 4 Current and rated time at circuit breaker on-off

4. 혼합송 선로해석 

4.1 고장구간 별

혼합송 선로의 경우 가공선로 구간 고장과 지 선로 구

간 고장의 고장구간을 별하여 가공선로 구간 고장의 경우

에서만 재폐로 시행여부를 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가공+지 으로 이루어진 혼합송 선

로에서 지 선로 구간의 인입부(C/H)와 인출부(B S/S)에 

설치되어 있는 CT의 류 방향 분석을 통해 고장구간을 

별하는 방법을 용하 다. 여기서, CT와 차단기는 EMTP

의 TACS 소자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CT에서 얻어지

는 데이터를 EMTP의 MODELS에 용하여 고장구간을 

별 하 으며, 가공선로 구간 고장의 경우 최종 으로 재폐로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고장구간 별은 그림 6과 같이 

류의 방향성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류의 방향이 일

치하면 가공구간 고장으로 별되며, 불일치하면 지 구간 

고장으로 별된다.

4.2 재투입서지 해석

본 논문에서는 설계기 에 의해 345kV 연설계 목표치

2.5 PU 기 으로 분석하 으며, 개폐과 압 배수 신뢰구간

은 97.5%(M+2σ)로 설정하 다. 개폐과 압 신뢰구간 설정

은 DS-1031[13]뿐만 아니라 참고문헌[14-17]에서도 본 논문

과 동일한 신뢰구간을 용하 다.

그림 5 345kV 혼합송 선로 고장구간 별 과정

Fig. 5 Procedure of fault section discrimination of 345kV 

combined transmission systems

그림 6 류방향에 따른 고장구간 별

Fig. 6 Fault section discrimination according to current 

direction

한 개폐과 압 해석조건으로 차단기 재폐로시 발생하는 

DC 충 하량에 따라 100% 충 하를 고려하여 분석하

으며, 지락고장  지락고장 차단시 발생하는 개폐과 압 

분석을 해 10～50Ω까지 고장  항을 변화시키면서 재

폐로 개폐과 압을 분석하 다. 일반 으로 고 항 지락고

장은 기에 고 항 류에서 진행할수록 항 고 류

의 향을 나타내며, 수목  등에 따른 항이 30～120Ω

이고, 계 기 동작 시작시의 항은 일반 으로 50Ω 정도임

을 근거로 하여 고장  항의 범 를 설정하 다[18]. 

본 논문에서 용한 개폐과 압 해석 조건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345kV 연설계목표치(상- 지간) : 2.5PU

․ 개폐과 압 신뢰구간 설정 : 97.5%(M+2σ)

․ 차단기 재폐로시 개폐과 압 : 충 하 100%

․ 지락고장 차단시 발생하는 개폐과 압 : 고장  항(10～50Ω)

․ 차단기 투입 항 : 520Ω

그림 7은 투입 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장조건, 측정

치의 변화에 따른 개폐과 압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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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고장 항이 10Ω, 50Ω인 경우와 혼합송 선로가 

100% 충 된 경우에서 재폐로 시행시 도체의 개폐과 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a)에서 처럼 고장  항 10Ω에서는 

모든 측정 치에서 2.17～2.34 PU이며, 고장  항이 증가

할수록 개폐과 압이 증가하여 30Ω과 50Ω에서는 각각 최

 과 압이 2.41PU와 2.37PU이다. 특히, 그림 7(c)에서처럼 

충 용량이 100%인 경우에서는 2.31～2.51PU로 연설계 

목표치를 과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따라서 154kV 혼합

송 선로처럼 피뢰기만으로는 연설계 목표치 유지에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이블 선로 간지   

말단에서 인입부보다 높은 압의 특성을 보이며, 지 화율

이 높을수록 개폐과 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 고장 항 10Ω

(b) 고장 항 50Ω

 (c) 충 용량 100%

그림 7 개폐과 압 해석결과(피뢰기 유, 투입 항 무)

Fig. 7 Switching surge analysis result(with arrestor, without 

pre-insertion resistance) 

4.3 투입 항에 따른 개폐과 압 

345kV 계통에서는 연설계 목표치인 2.3PU 이상의 과

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 항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520Ω의 투입 항을 

고려하여 그림 8과 같이 개폐과 압을 해석하 다. 그림에

서처럼 투입 항을 고려한 결과 개폐과 압은 1.2PU 이하로 

약 50%의 개폐과 압이 감되어 345kV 연설계 목표치

에 많은 여유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고장 항 10Ω

(b) 고장 항 50Ω

 (c) 충 용량 100%

그림 8 개폐과 압 해석결과(피뢰기 유, 투입 항 유)

Fig. 8 Switching surge analysis result(with arrestor and 

pre-insertion resistance) 

그림 9～그림 12는 투입 항 용에 따른 개폐과 압 

감율을 나타낸 것이다. 고장  항 10Ω에서는 44.2～ 

54.1%의 감율을 보 고, 고장  항 30Ω에서는 46.8～ 

55.2%, 고장  항 50Ω에서는 46.7～55.2%, 충 용량 

100%에서도 최  54.7%의 감율을 보 다. 그림 14에서는 

충 용량 100%에서 투입 항 유무에 따른 개폐과 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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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뢰기 유무에 따른 개폐과 압 

피뢰기 설치 유무에 따른 개폐과 압을 비교함으로써 피

뢰기 설치에 따른 개폐과 압 감효과를 분석하 다. 이 

 Case 1, Case 2, Case 5에서만 각 고장조건에서 피뢰기 

설치 유무에 따른 개폐과 압을 비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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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투입 항에 의한 감율(고장  항 : 10Ω)

Fig. 9 Reduced rate according to pre-inser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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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투입 항에 의한 감율(고장  항 : 30Ω)

Fig. 10 Reduced rate according to pre-inser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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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투입 항에 의한 감율(고장  항 : 50Ω)

Fig. 11 Reduced rate according to pre-inser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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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투입 항에 의한 감율(충 용량 : 100%)

Fig. 12 Reduced rate according to pre-insertion resistance  

그림 13 투입 항 유무시 분포(충 용량 : 100%)

Fig. 13 Accumulated distribution according to pre-insertion 

resistance

표 3은 투입 항과 피뢰기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개폐과

압이다. 표에서처럼 고장  항이 10Ω일 경우에는 2.5

7～3.47PU를 보 고, 30Ω과 50Ω일 경우에는 최  3.39PU

와 3.38PU를 보 다. 한 충 용량 100%에서 최  개폐과

압은 3.44 PU이다. 이처럼 모든 경우에서 345kV 개폐과

압 연설계 목표치를 훨씬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지 화율이 9.09%로 가장 낮은 Case 1에서 가장 높은 

개폐과 압을 보 다. 이의 결과를 피뢰기 설치시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한 피뢰기설치에 따른 개폐과 압 감율을 

보면, 고장  항이 10Ω일 경우 13.6～34.6%의 감율을 

보 고, 30Ω일 경우에는 14.1～31.3%, 50Ω에서는 18.1～

30.9%를 보 다. 한 충 용량 100%에서는 최  32.2%까

지의 감율을 보 다. 그러나 이 경우는 투입 항을 용

할 때보다 감율이 약 20% 낮다. 다시 말해 피뢰기만으로

는 345kV 연설계 목표치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345kV 혼합송 선로에서는 연설계 목표치를 유지

하기 해 반드시 투입 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개폐과 압 해석결과(투입 항과 피뢰기 무)

Table 3 Switching surge analysis result (without arrestor and 

pre-insertion resistance)     

고장조건/
Case

측정 치

Cable head Middle Receiving
평균
(M)
[PU]

표
편차
(σ)

환산
(M+2σ)

[PU]

평균
(M)
[PU]

표
편차
(σ)

환산
(M+2σ)

[PU]

평균
(M)
[PU]

표
편차
(σ)

환산
(M+2σ)

[PU

고장
항
10Ω

Case 1 1.98 0.71 3.41 1.98 0.72 3.43 2.00 0.73 3.47

Case 2 1.77 0.53 2.83 1.78 0.53 2.86 1.81 0.55 2.92

Case 5 1.6 0.48 2.57 1.65 0.52 2.71 1.69 0.55 2.81

고장
항
30Ω

Case 1 1.97 0.68 3.34 1.98 0.69 3.36 2.00 0.69 3.39

Case 2 1.74 0.55 2.86 1.77 0.57 2.92 1.80 0.58 2.97

Case 5 1.78 0.44 2.67 1.85 0.47 2.81 1.90 0.50 2.90

고장
항
50Ω

Case 1 1.98 0.68 3.32 1.97 0.68 3.35 1.98 0.69 3.38

Case 2 1.80 0.56 2.92 1.82 0.57 2.97 1.84 0.58 3.02

Case 5 1.85 0.44 2.73 1.94 0.47 2.88 1.99 0.49 2.99

충
용량
100%

Case 1 2.19 0.59 3.38 2.21 0.60 3.41 2.23 0.60 3.44

Case 2 1.95 0.52 3.00 1.97 0.53 3.04 2.00 0.54 3.09

Case 5 1.87 0.46 2.79 1.95 0.49 2.95 2.00 0.5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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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는 피뢰기 설치 없이 투입 항만 고려한 경우 개

폐과 압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처럼 모든 이스에

서 최  개폐과 압은 1.18 PU로 투입 항 만으로도 충분히 

감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투입 항, 피뢰기에 따른 개폐과 압 평균 감율 

비교

Fig. 14 Comparison of average reduction rate of switching 

overvoltage according to pre-insertion resistance 

and arrester

  그림 14에서는 투입 항+피뢰기에의한 평균 감율, 각각 

투입 항과 피뢰기에의한 평균 감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처럼 피뢰기에 의한 총 평균 감율은 23.3%

인 반면, 투입 항에 의한 총 평균 감율은 50.5%이며, 투입

항과 피뢰기를 모두 고려한 경우는 52.3%로 부분의 개

폐과 압은 투입 항에 의해 감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해 피뢰기 단독 감율은 23.3%이나 투입 항과 피뢰기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서는 피뢰기에 의한 감율은 1.8%에 불

과하다. 

표 4 개폐과 압 해석결과(피뢰기 무, 투입 항 유)

Table 4 Switching surge analysis results(without arrestor and 

with pre-insertion resistance)    

고장조건/

Case

측정 치

Cable head Middle Receiving

평균
(M)
[PU]

표
편차
(σ)

환산
(M+2σ)

[PU]

평균
(M)
[PU]

표
편차
(σ)

환산
(M+2σ)

[PU]

평균
(M)
[PU]

표
편차
(σ)

환산
(M+2σ)

[PU]

고장
항
10Ω

Case 1 1.02 0.012 1.05 1.02 0.01 1.05 1.02 0.01 1.05

Case 2 1.06 0.02 1.11 1.06 0.02 1.11 1.06 0.02 1.11

Case 5 1.07 0.03 1.14 1.08 0.03 1.15 1.17 0.01 1.18

고장
항
30Ω

Case 1 1.02 0.01 1.04 1.02 0.01 1.05 1.02 0.01 1.05

Case 2 1.05 0.03 1.11 1.05 0.03 1.11 1.05 0.03 1.12

Case 5 1.07 0.03 1.14 1.081 0.03 1.15 1.08 0.03 1.16

고장
항
50Ω

Case 1 1.02 0.01 1.04 1.02 0.01 1.04 1.02 0.01 1.04

Case 2 1.05 0.02 1.11 1.05 0.02 1.11 1.06 0.02 1.11

Case 5 1.07 0.04 1.15 1.07 0.04 1.16 1.08 0.04 1.17

충
용량
100%

Case 1 1.02 0.01 1.05 1.03 0.01 1.06 1.03 0.01 1.06

Case 2 1.06 0.03 1.12 1.06 0.03 1.12 1.06 0.03 1.12

Case 5 1.07 0.03 1.14 1.07 0.03 1.15 1.0 0.04 1.16

4.5 시스유기 압 해석

표 5는 고장조건별 피뢰기 설치유무, 투입 항 설치 유무

에 따른 IJ #1 연 속함과 편단구간에서 발생하는 시스유

기 압을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처럼 투입 항이 없는 경우 

IJ #1 연 속함에서 발생하는 압이 편단구간에서 발생하

는 압보다 낮았다. 한편 피뢰기 설치에 따른 시스유기

압 감소는 으나, 투입 항 설치시 최  시스유기 압은 

2.3kV로 투입 항이 없는 9.7kV에 비해 상당부분 감됨을 

알 수 있다.

표 5 피뢰기 유무에 따른 시스유기 압

Table 5 Sheath induced voltage according to arrestor 

Case

시스유기 압[kV]

피뢰기 유, 
투입 항무

피뢰기 유, 
투입 항유

피뢰기 무, 
투입 항무

연
속함

(IJ #1)

편단
구간

 연
속함

(IJ #1)

편단
구간

 연
속함

(IJ #1)

편단
구간

고장
항

10Ω

Case 1 8.08 9.14 0.95 0.71 7.53 9.08

Case 2 7.89 7.79 1.69 0.76 7.27 8.36

Case 5 8.34 8.75 2.34 1.04 8.66 6.61

고장
항

30Ω

Case 1 8.66 9.13 0.98 0.54 8.72 9.43

Case 2 8.15 7.88 1.80 0.76 8.69 7.49

Case 5 7.40 8.77 2.14 1.04 8.16 6.93

고장
항

50Ω

Case 1 8.24 9.30 0.93 0.56 8.72 9.37

Case 2 7.95 8.77 1.65 0.74 8.12 7.63

Case 5 7.41 8.28 2.21 1.05 8.41 6.97

충
용량
100%

Case 1 9.17 9.03 0.83 0.53 7.63 9.28

Case 2 8.01 8.54 1.70 0.72 8.60 7.56

Case 5 9.77 8.31 2.32 1.188 10.28 7.47

4.6. 345kV 혼합송 선로 재폐로 가능성 여부

  지 까지의 해석결과  분석에서처럼 345kV 혼합송 선

로에 차단기 투입 항이 설치 되어있으면, 평균 50% 정도의 

개폐과 압을 감할 수 있어, 연설계 목표치인 2.5PU에 

훨씬 못 미치는 1.2PU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연

설계 목표치에 많은 여유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지 선로길이의 비 에 계없이 

특별한 기술  문제 이 없으면 계통의 효율  운용을 해 

자동재폐로를 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주 차단기는 반

드시 투입 항이 구비되어야 하며, 주 차단기 동작이 에 투

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간  

일부라도 OF 이블인 경우는 화재 발생 우려 등 2차 재해 

발생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아 용을 권하지 않는다.

5. 결  론

  본 논문은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재폐로를 결정여부를 

단하기 한 목 으로 개폐과 압을 다양한 조건에서 실

계통을 근거로 상세 해석하 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선로구간길이  고장 항의 

고장조건과 충 용량에 따라 ‘가공+지 ’의 총 20개 이스

를 검토하 으며, 3상 재폐로 방식을 용하 다. 한 투입

항은 실제 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520Ω을 고려하 다.

  (2) 피뢰기와 투입 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345kV 혼합

송 선로의 순수 개폐과 압을 분석한 결과 최  3.44PU를 

보 으며, 모든 경우에서 연설계 목표치를 훨씬 과한다.

  (3) 피뢰기만 용시 345kV 혼합송 선로의 연설계 목

표치 유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 화율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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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개폐과 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4) 피뢰기와 520Ω의 투입 항 용시 개폐과 압은 최

 1.2 PU이하로 약 50%의 개폐과 압이 감되어 345kV 

연설계 목표치에 많은 여유를 보인다.

  (5) 요약하면, 피뢰기에 의한 총 평균 감율은 23.3% 인 

반면 투입 항만으로는 50.5%, 투입 항+피뢰기는 52.3%로 

투입 항과 피뢰기 모두 고려시 피뢰기에 의한 감율은 

1.8%에 불과해 부분의 345kV 혼합송 선로의 개폐과 압

은 투입 항에 의해 감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45kV 

혼합송 선로에서는 연설계 목표치를 유지하기 해 반드

시 투입 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 차단기에는 반드시 투입 항이 구비되어 있고, 

이것은 주 차단기 동작이 에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만

족할 경우에는 지 선로의 거리 비 에 계없이 특별한 기술

 문제 이 없으면 자동 재폐로를 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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