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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fault current has increased to exceed the
rated breaking capacity of protective device due to the growth of the
power demand on the power system where is changed into the loop-,
mesh-, network grid. To limit fault current, th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is announced with various methods. In many
researches, the current limiting effect with the SFCL has been
analyzed considering the rated breaking capacity of the CB with one
fault condition. However, the power system has various short circuit
and operation conditions. In order to select the capacity of the SFCL
with reclosing operation and burden of the fault current on the
protective devi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system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is,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current rate was improved.

1. 서    론

전력계통의 복잡화 및 확장은 전력사용의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 전력계통의 변화는 전력공급의 대안으로
적합하지만 계통의 구성이 복잡화되는 지역에서 고장발생시 고장전류가
더욱 증가하여 전력계통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전력계통의 용량 증가 및 복잡한 루프 구조에 의한 계통 등가 임피던
스의 감소에 따른 고장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계 모선 및 선로
를 분리하거나 직렬리액터 설치하는 계통 등가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보호설비보다 차단용량이 큰 전력기
기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들은 정
상상태에서 전력 손실, 전압 강하 및 설비비용의 큰 부담을 동반하는 추
가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1-2].
위에 서술된 고장전류 문제 대응방안에서 고장전류를 저감하는 기능과
손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초전도 특성을 이용한 초
전도 한류기를 활용하는 고장전류 제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력계통에 초전도 한류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용량 증
대 방안과 보호협조가 가능하도록 보호기기의 동작이 분석되었다 [3-5].
초전도 한류기를 전력계통에 적용시 고장전류 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
수의 연구 결과는 고장전류를 전력계통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대표적
인 보호설비인 차단기의 정격 차단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력계통에서는 순간고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폐로 동작을 수행하며,
고장전류에 의하여 전력설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재폐로 동작시
첫 번째 차단동작에서 갖는 차단용량보다 감소하는 두 번째 차단용량을
보상하고, 고장전류에 대한 전력기기의 위험을 보상하여 초전도 한류기
에 의한 고장전류 제한효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전도 한류기를 통한
전력계통의 전력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울 확보하기 위하여 차단기의 재
폐로 동작과 고장전류 크기를 반영하여 초전도 한류기의 설비 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단기의 재폐로 및 고장전류에 의한
설비의 위험도를 초전도 한류기 설치를 위한 고장전류 평가 방안에 적
용하였다.

2. 본    론

  2.1 고장전류 평가 방안
초전도 한류기를 전력계통에 설치하기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를 통하여
고장전류가 제한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 (식 (1))과 차단기의 차단용
량에 대하여 초전도 한류기의 영향을 받는 차단기에 흐르는 고장전류
비율을 평가하는 방안 (식 (2))이 제시되었다 [6-8].
본 논문에서는 차단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상하시 위하여 차
단용량을 이용하여 초전도 한류기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인 식 (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 (1)

Current Rate IC B r ate kA

I fau lt C B kA
식 (2)

K : 고장전류 유입비율
SFCL : 초전도한류기
iSFCL : 고장시 SFCL을 통해서 흐르는 고장전류
itotal : 전체 고장전류
i1, i2, i3 : 연결선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고장전류

  2.2. 차단기 재폐로시 차단용량을 고려한 평가
기존 초전도한류기의 설계 조건에 따른 전류용량 선정 방안은 차단기
의 정격 차단전류 용량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계통
보호를 위하여 재폐로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재폐로 차단기의 반복적
인 재투입에 재폐로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용량이 감소한다. 재폐로의
시간 간격이 표준 규정시간보다 빠르게 수행되면 절연매질이 유입식인
경우 절연유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고 가스인 경우 가스 이온의 증가로
차단용량이 처음 동작시 갖는 차단용량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재폐
로 차단기의 동작시 절연매질의 차단용량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초전도 한류기가 고장전류를 충분하게 고장전류를 제한하고 효과적인
차단용량 확보를 위하여 고장전류 평가 방안인 식 (2)을 통하여 동작용
량이 보정되어야 한다.
그림 1은 재폐로시 차단기 차단내력 변화에 따른 고장전류 효과를 보
여준다.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 용량을 초과하는 고장전류 (X)를 초전
도한류기를 이용하여 차단용량이 만족하는 범위 (○)로 제한하였을 경우
차단기를 단일 동작시키면 차단 동작에 적합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차단기에 재폐로 동작을 허용하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용량은 감소하여 재폐로 동작 후 제한된 고장전류를 차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폐로 차단기의 재폐로 동작이 허용되면 고장전류를 재폐로
동작시 차단 가능한 차단내력의 범위 (●) 까지 고장전류를 제한해야 하
며, 초전도 한류기 전류용량 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재폐로에 따른 차단기 차단내력 
변화에 따른 고장전류 효과

표 1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시한 전압 등급별 재폐로 계전기의 동작
정정지침을 보여준다. 전압 등급이 증가할수록 차단기의 동작 속도는 빨
라지고 재폐로 동작의 허용 횟수는 감소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공적인
재폐로 동작을 위하여 재폐로 동작 사이의 시간 간격은 전압 등급이 증
가할수록 길어짐을 알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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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폐로 차단기의 재투입 동작간의 시간이 충분하여야 하지만
시간 간격과 절연매질의 회복 특성의 위험성에 대하여 재폐로 차단기의
차단용량 확보를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의 동작용량을 보정할 수 있도록
표 2와 같은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압 등급 속 도 재폐로간 정정시간

345 [kV] 고속도 1회
1 Φ 48 [Hz]
3 Φ 24 [Hz]

154 [kV] 고속 1회 3 Φ 18 [Hz]

66 [kV] 중속 1회 3 Φ 15 [Hz]

22.9 [kV] 저속 2회 3 Φ 0.5 초, 15 초

<표 1> 재폐로 계전기 정정 지침

재폐로시 차단용량
(정격 차단용량 대비)

재페로 가중치 (Wr)

60 [%] 이하 1 / 0.6

80 [%] 이하 1 / 0.8

100 [%] 이하 1.0

<표 2> 재폐로시 차단용량에 따른 가중치

2.3. 고장전류에 의한 전력기기 위험도를 고려한 평가
그림 2와 그림 3은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기기인 차단기의 동작 영향과

열발생에 의한 영향을 보여준다 [10].

<그림 2> 고장전류에 대한 차단기 동작 영향

<그림 3> 고장전류에 의한 열적 영향

그림 3은 고장전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차단용량을 초과하는 고장
전류에 의하여 차단기의 동작 실패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지속적인 고장전류의 통전 허용은 전력기기에서 발
생하는 열을 증가시키고 고장전류에 의한 전력 손실과 기기 손상의 영
향이 증가한다. 고장전류에 의한 기기의 손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를 통해 고장전류를 충분히 감소시킴과 동시에 설치된 보
호기기와 협조를 이루어 고장전류가 지속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열발
생에 의한 전력기기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에서 고장 발
생시 보호기기는 순시동작을 우선함으로 고장이 제거되는 시간이 순시
동작으로 일정하고 고장발생 지점의 동일하면 전력기기의 열발생 부담
은 고장전류 크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초전도 한류기를 통하여 고장전
류를 많이 저감시키면 고장전류의 감소로 열적 부담이 감소되므로 초전
도 한류기의 동작 용량 산정에 열발생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표 3은 보호기기의 순시동작까지 지속되는 고장전류에 의한 전력기기
의 손상 위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고장위치와 짧은 시간
의 일정한 고장 지속시간을 가정하면 열적 가중치를 간략히 정할 수 있
다. 고장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 용량이 유지되면 고장전류는 차단기
에 큰 영향이 없으며, 정격 차단용량에 적합한 고장전류의 크기까지는
기존 초전도 한류기의 동작용량으로 설계하면 된다. 그러나, 정격 차단
용량을 초과하는 고장전류는 충분한 고장전류의 제한을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의 동작 용량이 증가할 필요가 있어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

정상상태 대비
전류 비율

열적 가중치 [(WT(r)]

r ≤ 0.5 0

0.5 < r ≤ 1 1

r > 1 r2

<표 3> 전류비율에 따른 열적 가중치

따라서,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초전도 한류기의 동작용량을 위하여 차
단기의 재폐로 동작과 고장전류에 대한 열손상 영향을 고려하면, 식 (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전도한류기 동작용량
= 기존 초전도한류기 동작용량 × W(r) × WT(r) (3)

3. 결    론

전력계통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고장전류로부터 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 적용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전도 한류기가 전력계통에서 효과적인 영향을 발생하기 위하여
보호설비의 차단용량을 이용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
기기의 재폐로시 차단용량의 보정방안과 고장전류 크기에 의한 전력기
기의 손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단기의 재폐로
상태의 차단용량 보정과 고장전류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효과적인 고장
전류 제한을 위한 초전도 한류기의 동작 용량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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