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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distributed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have increased due to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energy.
To utilize these energy source effectively, a method of applying the
energy storage system(ESS) in distribution system has been
considered. In this paper, we simulated the one line-to-ground fault
in power system with ESS. Based on these simulations, we analyzed
the effect on Over Current Relay(OCR) operation. As a result, ESS
operation modes result fault current fluctuation. Thus, OCR need to
reset the pick up current. This paper analyze effect of ESS in
distribution system according to OCR setting by using
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EMTP).

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전력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동절기 및 하절기
전력피크시의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
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전력수급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기에 개선방
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시된 개선방안 중 하나는 다양한 신재생 에
너지 자원을 이용한 분산전원이다. 이러한 에너지원들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은 배전계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SS는 배터리와 같이 이용되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
에서 계통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이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
니라 기존의 교류 방식에서의 발전 및 송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예비전
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계
통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SS를 연계하여 loop계통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ESS의 두 가지 상태인 충전 및 방전을 모의하여 배
전계통의 1선지락 사고 발생 시 고장전류를 EMTP/ATPDraw를 통해
확인하고 고장전류 상승에 따른 OCR의 정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2.1 과전류 계전기
배전계통에 과부하나 고장이 발생하면 기준치 이상의 대전류가 도체
에 흐르게 된다. 이러한 대전류는 저항 비례하여 높은 줄 열을 발생시켜
전력설비의 소손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정상적
인 대전류가 흐르면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여 배전계통의 고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기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전류계전기(OCR)이다. OCR은 입력에 따른 출력을 제
어하는 보호기기로서 계전기에 설정해놓은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
면 동작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하는 보호계전기이다. 과전류계전기는 동
작 시간 특성에 따라 순시형, 정한시형, 반한시형 등으로 분류된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한시형 계전기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동작하므로 입
력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차단된다. 따라서 주
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순시형은 순간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동작하기 때문에 입력전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빨리 차단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단락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실제 배전계통
에서 사용되는 순시 및 한시 특성을 모두 가지는 효율이 높은 반한시
계전기를 EMTP/MODELS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여 적용하였다.

  2.2 EMTP/ATPDraw를 이용한 모의 배전계통 모델링
ESS가 연계된 배전계통에서의 고장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기
기들을 구성하여 EMTP/ATPDraw를 이용해 모델링하였다. ESS는 에
너지밀도가 높고 자기 방전율이 낮아 대용량 전력저장장치로 주로 이용
되는 Li-ion방식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방전 동작과 충전 동작을 수
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수식 1과 수식 2로 구성된다 [2].

<그림 1> 동작 시간 특성에 따른 과전류계전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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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battery constant voltage [V]

 : polarisation resistance [Ω]

 : filtered current [A]
 : actual battery charge [Ah]
 : battery capacity [Ah]
 : exponential zone amplitude [V]

 : exponential zone time constant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ESS를 모델링하였으며 정전압을 380[V], 용
량을 150[Ah]로 설정하였다.

<그림 2> 구성된 배전계통 모델

그림 2는 고장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의계통을 모델링 한 구성
도이다. ESS를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제어 및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DC/DC컨버터를 이용하였다 [3]. 컨버터 출력을 AC계
통에 투입하기 위해 양방향 AC/DC 인버터를 이용하였으며, 출력단의
리플 및 고조파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LCR 필터를 연계하여 구성하였
다. 22.9kV 계통에 적용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통해 승압시켜 연계하였
다.

  2.3 모드에 따른 고장전류 모의
본 논문에서는 ESS의 충전상태와 방전상태로 구분하여 각 모드에서
의 부하측 1선 지락사고 발생 시 유발되는 고장 전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각 시뮬레이션은 EMTP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부하의
용량은 40.757 kVA를 이용하였다.

배전계통 내 고장발생시 운전모드가 과전류계전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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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충전모드시의 고장전류

<그림 3> 충전 모드에서의 고장전류 파형

충전 상황을 모의하기 위해서 완전히 충전된 ESS에 방전 저항을 연
결하여 SOC(State Of Charge)를 0.15s동안 감소시킨 후, DC to DC 컨
버터 출력단의 DC-Link 커패시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 모드를 모델링하
였다. 고장저항은 0.1Ω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장발생 시간은 DC-Link가
안정화 된 0.7s이후로 설정하였다. 1선 지락에 의한 최대 고장전류는 그
림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16.061kA로 나타난다. 그림 4에서는 이러한
고장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OCR의 정정 값을 1kA로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OCR의 차단 동작을 확인한 파형이다.

<그림 4> 충전 모드에서의 OCR 동작

0.7[s]에 고장이 일어난 후 급격한 고장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과전류
계전기의 순시 동작에 의해 0.058s만에 회로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OCR의 정정 값을 100A로 바꾼다면 고장전류의 파형은 그
림 5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과전류계전기모델이 순시 동작을 함을 보여
준다.또한, ESS가 연계되지 않은 회로에서 같은 고장을 모의하면
16.065[kA]가 나타나는데, 이를 충전모드의 고장전류와 비교하면 ESS가
배전계통에 연계 되었을 때가 전류가 보다 더 적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충전 모드에서의 OCR 동작

  2.3.2 방전모드시의 고장전류
방전 모드에서, 고장이 없을 경우 계통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11.088A이다. 방전모드에서의 시뮬레이션에서도 2.3.1에서와 같은 조건으
로 1선 지락 고장을 모의할 경우 최대 고장 전류는 그림 6과 같으며
16.067kA이다.

<그림 6> 방전모드에서의 고장 전류 파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전모드에서는 ESS가 독립된 분산전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 전원에 의해서 흐
르는 전류와 ESS가 공급하는 전류의 합이 최대전류가 되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방전 모드에서의 OCR 동작

같은 방법으로 방전모드시의 OCR 정정 값을 1kA로 설정하여 고장을
차단한 파형이다. 방전 모드시의 고장전류보다 충전모드시의 고장전류가
더 작기 때문에 OCR의 동작에 의한 차단시간이 0.009s 빨라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ESS가 연계된 배전 계통 내에
서도 모드에 따라 과전류 계전기의 조정 범위 내에서 정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S의 배전계통 연계시 미치는 영향 중 보호기기인
과전류계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MTP/ATPDraw를 이
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SS가 방
전모드에서의 고장전류가 충전모드에서의 고장전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터리가 방전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
에 보다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동작 모드에 따라
과전류 계전기의 정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 OCR의 순시 또는 한시동작
이 오작동을 하거나 정정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각각의 모드에 따라 새로운 정정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다수의 ESS가 연계되는 경
우에서의 계통의 보호협조 방안이나 보호기기의 정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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