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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배 계통에 도한류기 용시 압 Sag
개선효과를 분석하 다. 기존 배 계통의 Sag는 부분 계통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고장시 고장 류 증가로 인한 압강하로 Sag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 계통에 도한류기가 설치되면, 설치 치  임피던스 크
기에 따라 고장 류가 감되어 Sag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 계통에 도 한류기 용시 한류기 임피던스에 따라 
Sag 개선효과를 CBEMA 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피더 
앞단에 설치할 경우 Sag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피
던스가 클수록, 리액터보다는 항을 쓸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고장 류의 감으로 인하여 차단기 트립시간이 늘어남에 따
라 Sag의 지속시간은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류기 
용시 계 기 재정정을 통하여 트립시간을 조정할 경우 Sag의 크기에 많
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    론

  최근 력수요의 증가로 발 설비 용량의 증가  송 , 배 선로의 
증설로 인하여 계통의 단락용량이 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통에서 고장발생시 고장 류가 차 증가하여 기존의 차단기 용량을 
넘어서는 문제에 맞닿아 있다. 고장 류로 인한 단락용량이 기존의 차단
기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차단기는 고장 류를 차단할 수 없게 
되어 고장이 되어 정 범 가 넓어지게 될 수 있다. 이에 한 책
의 하나로 도한류기가 극 검토되고 있다. 도 한류기를 계통에 
설치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임피던스가 0으로 계통에 아무런 향을 주
지 않는다. 고장이 발생하면 도 한류기에 임피던스가 발생하여 고장
류를 감하여 차단기 용량 이내로 일 수 있게 된다[1]. 이러한 
도 한류기를 사용하면, 고장 류 감 효과 뿐만아니라 한 치에 
설치할 경우 고장시 순간 압강하(Sag)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배 계통에서의 순간 압강하 발생 메
커니즘을 알아보고 도한류기를 설치할 경우 순간 압강하의 개선 
효과를 CBEMA 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배전계통에서의 순간전압강하

  2.1 순간전압강하 발생
  국내 배 계통은 3상 4선식 성  다 지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배
계통에서 고장 발생시 고장 류에 의한 압강하로 배 선로의 각 

치에서는 순간 압강하를 경험하게 된다.
  다음 그림 1은 형 인 국내 배 계통의 구성도를 보여 다.

<그림 1> 배전계통의 구성

  2.1.1 순간전압강하의 크기
  그림에서, 변 소 윗단을 등가 원(Vs=1 [p.u])으로 가정하면, 모선에
서의 압 는 다음과 같이 된다.

  Vbus=
ZL

ZS+ZT+ZL
 (1)

  여기서, 는 원 임피던스, 는 변압기 임피던스, 은 선로 임피

던스이다.
  여기서, 피더 1의 임의의 치에서 고장 항이 없이(  ) 3상단락 

고장발생시 사고 으로 유입되는 고장 류의 증가로 인하여 모선에서
의 압 Vbus는 작아지게 되고, 이 작아진 압에서부터 고장 까지의 
압분포는 선로의 임피던스 분포에 따라 차 작아져 고장 에서는 0
이 되게 된다. 따라서 모선부터 고장 까지의 피더 1의 각 수용가 L1～
L10dms Vbus[p.u]부터 0[V]까지 다양한 순간 압강하를 경험하게 된다. 
피더 2의 수용가도 Vbus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 수용가 치에 따라 다
양한 순간 압강하를 경험하게 된다.

  2.1.2 순간전압강하의 지속시간
  재 배 계통에서는 순간고장 발생시 차단기 완 트립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정 을 방하기 하여 CB에 재폐로 계 기를 추가로 설치
하거나 리클로 를 설치하여, 순간고장 발생시 순시차단하고 일정시간 
후 재폐로 함으로써 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를 들어 피더1 (F1)
의 S2구간에서 구고장 발생시 리클로져가 2F1D로 운 할 경우의 
압 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피더1의 수용가는 여러 번
의 순간 압강하와 순간정 을 경험하게 되고, 인근선로(피더2)의 수용
가는 여러 번의 순간 압강하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 으로 순간정 이 
발생하게 되면, 순간 압강하보다 그 향이 크므로 순간 압강하의 
향을 무시하고 순간정 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인근선로는 순간정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순간 압강하를 고려해야 한다. 한 일반 으로 
구고장보다 순간고장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순
간고장만을 상으로 하 으며, 첫 번째 재폐로에서 고장이 제거되어 정
상운 이 된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한 피더에서 고장발생시 인근의 모
든 선로는 1번의 압강하를 경험하게 되며, 그 순간 압강하 지속시간
은 고장 류 크기에 따라 주보호가 리클로져일 경우에는 리클로져의 순
시트립시간이되고, 과 류계 기(OCR)일 경우에는 OCR의 동작시간이 
된다.

<그림 2> 영구고장 발생시 각 피더의 전압 파형

  2.2 CBEMA 곡선
  CBEMA 곡선은 미국의 컴퓨터설비제조연합 (Computer Business 
Equipment Manufact urers Association : CBEMA)에 의해 제안된 것으
로서 컴퓨터의 압외란에 하여 어느 정도를 견딜수 있는가를 나타내
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이후 압변동에 한 력품질을 설명하기 
한 데이터의 표 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 그림 3과 같다[2].
  그림 3은 CBEMA 곡선의 형 인 모습으로 아래쪽 곡선은 압강
하에 한 설비의 오동작 유무를 나타내고 쪽 곡선은 압상승에 의
한 설비의 오동작 유무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압강하의 지속시간을 나
타내고, 세로축은 압강하의 크기를 나타낸다. 윗 곡선과 아래 곡선 사
이의 Acceptable Condition의 순간 압강하가 발생시 기기는 정상동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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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각 곡선의 내부(Undervoltage/Overvoltage Condition)에 해
당하는 압의 크기와 지속시간의 순간 압강하가 발생할 경우 설비는 
오동작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순간 압강하와 련된 아래쪽 곡
선만을 사용하 다.

<그림 3> 전형적인 CBEMA 곡선

3. 초전도 한류기의 배전계통 적용

  도한류기 용시 순간 압강하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배
계통  도 한류기를 모델리하 다. 모델링한 배 계통은 그림 4와 
같다. 표 1은 배 계통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4> 배전계통 모델링

  <표 1> 배전계통 데이터

항목 데이터

원 154[㎸] / j1.75[%]

변압기 154/22.9[㎸], 45[MVA] / j15[%]

선로임피던스

(ALOC 160[㎟])

Z0 = 8.68 + j22.86 [%/km]

Z1 = 5.76 + j7.9 [%/km]

선로길이
피더1 : S1=3[km], S2=3[km]
피더2 : 5[km]
피더3 : 0[km] -집 부하

부하
피더1 : 2.5 / 5 [MVA] / 역률 95[%] 지상
피더2 :  9 [MVA] / 역률  95[%] 지상
피더3 : 26 [MVA] / 역률  95[%] 지상

그림 5는 모델링한 도 한류기의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상 도 항
값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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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장발생시 초전도 한류기 동작 곡선

4. 초전도 한류기 적용에 따른 순간전압강하 분석

  그림 4의 1번 피더의 각 치(변 소로부터 1, 2, ..., 6 [km])에서 3상
단락 순간고장을 모의하 다. 고장이 변 소로부터 1～3[km]에서 발생
하면, 원측의 과 류계 기에 의하여 CB가 차단되고, 4～6[km]에서 
발생하면 리클로져가 차단하게 된다. CB와 리클로져가 재폐로를 1회 동
작하기 이 에 고장이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도 한류기는 피
더 앞단에 설치하 고 고장 발생시 수용가의 압 형을 표하는 변
소 모선에서의 압 형을 측정하 으며, 측정한 순간 압강하의 크기 
 지속시간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고장지점, 한류기 임피던스에 따른 순간전압강하 크기[p.u.]/
지속시간[ms]

       한류기Z
  고장지 0 1[Ω] 2[Ω] j1[Ω] j2[Ω]

1[km] 0.242[pu]/
410[ms]

0.538[pu]/
447[ms]

0.726[pu]/
516[ms]

0.464[pu]/
496[ms]

0.367[pu]/
449[ms]

2[km] 0.394[pu]/.
450[ms]

0.591[pu]/
497[ms]

0.734[pu]/
577[ms]

0.539[pu]/
552[ms]

0.473[pu]/
497[ms]

3[km] 0.497[pu]/
499[ms]

0.638[pu]/
556[ms]

0.750[pu]/
646[ms]

0.598[pu]/
616[ms]

0.550[pu]/
553[ms]

4[km] 0.572[pu]/
92[ms]

0.678[pu]/
103[ms]

0.766[pu]/
119[ms]

0.646[pu]/
111[ms]

0.610[pu]/
101[ms]

5[km] 0.628[pu]/.
102[ms]

0.711[pu]/
115[pu]/

0.782[pu]/
133[pu]/

0.684[pu]/
123[pu]/

0.657[pu]/
115[pu]/

6[km] 0.664[pu]/
115[ms]

0.738[pu]/
128[ms]

0.796[pu]/
148[ms]

0.715[pu]/
138[ms]

0.694[pu]/
125[ms]

  순간 압강하의 지속시간은 OCR과 리클로져의 트립시간에 의존한다. 
따라서 도 한류기의 상 도 임피던스를 크게할 수록 순간 압강하
의 크기는 개선되지만 지속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여기서, 도한류기
설치시 그 임피던스 크기에 따라 히 보호기기를 재정정하게 되면, 
순간 압강하의 지속시간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은 각 치에서 
고장발생시 도 한류기의 임피던스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순간 압
강하를 CBEMA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의 화살표와 같이 1
[Ω]의 도 한류기 용시 압의 크기는 개선되고 지속시간은 악화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보호기기 재정정을 통하여 지속시간을 원
래 로 다시 개선할 수 있다.

<그림 6> 고장위치 및 한류기 상전도 저항에 따른 순간전압강하
(보호기기 기존정정 및 재정정 비교)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에 의하여 기 력연구원(R-2008-38) 
주 으로 수행된 과제임.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 계통에 도한류기 용시 순간 압강하 개선효
과를 분석하 다. 순간 압강하 측면에서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도 한류기를 피더 앞단에 설치시 순간 압강하 개선 효과가 가
장 크다.
2) 도 한류기의 상 도 항값이 클수록 순간 압강하의 압크기 
개선효과가 크다.
3) 도 한류기의 상 도 항값이 클수록 순간 압강하의 지속시간
은 더 길어진다.
4) 도 한류기 설치시 보호기기를 히 재정정 함으로써 순간 압
강하의 지속시간을 추가 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도 한류기를 피더 앞단에 설치하고, 상 도 항값을 가능한 
크게 하고 그에 따라 보호기기를 히 재정정하면, 순간 압강하를 최
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도 한류기의 상 도 항값 결정은 보

호 조 등 다른 추가 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안재민, 김진석, 문종필 외 3명, “배 계통에 도 류 제한기 
용시 보호 조 분석”, 한 기학회 논문지, 제 57권, 5호, pp. 755-760, 
2008년 5월.
[2] J-F Moon, S-Y Yun, J-C Kim,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Repetitive Voltage Sags on Low-Voltage Loads”,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22, No. 4, pp. 2395-2400, Oct.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