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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계통에서 고장발생시 고장 류의 크기를 제한하기 
한 한류기는 통 인 력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실계
통에 한류기를 도입하기 해서는 한류기가 계통보호 조에 미치는 
향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류기의 실계통 용시 
보호 조에 한 문헌조사를 토 로 한류기와 보호시스템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상 계 등을 검토하 다.

1. 서    론

  정상상태과 고장상태의 한류기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비선형 인 특성 
때문에 보호시스템과 한류기와의 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진다. 한류기가 통 인 력기기들과는 달리 실계통에 
용된 역사가 상 으로 짧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공개된 문헌들이 

많지 않으나 CIGRE와 EPRI에서는 이와 련된 주제로 기술보고서들이 
발간되기도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연구보고서들의 문헌조사를 토
로 한류기의 실계통 용시 보호시스템과의 상 계와 보호 조에 
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하여 검토하 다.

2. 본    론

  2.1 전력계통 보호방식
  력계통 보호에 사용되는 표 인 보호방식들과 한류기의 향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1.1 과전류 보호방식
  고 류보호방식은 압 는 비교  규모가 작은 방사상선로 등에 사
용하거나 송 선로 후비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내회로과 류보호
는 과 류계 기에 연결된  CT (Current Transformer)에서 검출한 
류의 해석에 기 하고 있다. 검출되는 류값은 실효값, 기본  성분, 피
크값 등이 될 수 있으며, 세 값을 과하면 즉시 Trip신호를 발생하거
나 일정한 지연시간 는 미리 정의된 반한시특성에 의해 Trip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한류기는 고장시 류크기에 향을 주기 때문에 검출된 
류의 크기에 따라 동작되는 과 류보호방식에 향을  수 있다.

  2.1.2 거리계전방식
  거리계 방식은 고장  거리측정으로 사고검출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
즘 상으로는 복잡하지만 장치 구성면에서 비교  간단하고 보호구간 선
택이 용이하며 통상 3단계 이상의 보호 조를 얻기 쉬워서 송 선로 보
호방식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고장에 의해 계통 구성이 변화되고 이
에 따라 임피던스도 변하므로 미리 정의된 범  안으로 임피던스 값이 
변화되면 Trip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장시에 한류기 동작에 의
해 계 기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값이 향을 받게 되므로 보호성능에 
향을  수 있다.

  2.1.3 방향성 보호방식
  과 류보호는 과 류계 기에 연결된  CT (Current Transformer)에
서 검출한 류의 해석에 기 하고 있다. 검출되는 류값은 실효값, 기
본  성분, 피크값 등이 될 수 있으며, 세 값을 과하면 즉시 Trip신
호를 발생하거나 일정한 지연시간 는 미리 정의된 반한시특성에 의해 
Trip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한류기는 고장시 류크기에 향을 주기 때
문에 검출된 류의 크기에 따라 동작되는 과 류보호방식에 향을  
수 있다.
 과 류보호는 과 류계 기에 연결된  CT (Current Transformer)에서 
검출한 류의 해석에 기 하고 있다. 검출되는 류값은 실효값, 기본
 성분, 피크값 등이 될 수 있으며, 세 값을 과하면 즉시 Trip신호

를 발생하거나 일정한 지연시간 는 미리 정의된 반한시특성에 의해 
Trip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한류기는 고장시 류크기에 향을 주기 때

문에 검출된 류의 크기에 따라 동작되는 과 류보호방식에 향을  
수 있다.

  2.2 보호구간의 개념
  그림 1은 계 기가 담당하는 보호구간의 를 보인 것이다. 주보호 구
간는 최 한 빨리 고장을 제거하는 계 기에 할당된 구간을 의미한다. 
후비보호구간은 주보호구간과 첩되며 주보호 계 기 외에 다른 계
기가 담당하는 구간이다. 내부고장은 주보호 구간 내에서 감지되며 외부
고장은 주보호 구간 밖에서 감지된다. 즉, 주보호 구간 내의 고장은 최
소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외부고장은 주보호 동작을 하지 않고 특정한 
지연시간을 가지면서 동작할 수 있다. 

<그림 1> 보호구간의 개념: 주보호 및 후비보호

  그림 2는 한류기가 계 기 보호구간 내에 있는 사례를 보인 것이다. 
과 류(50/51)  거리계 기(21) 측면에서 볼 때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만일 간선에 다른 계 기가 없다면 보호구간이 추가 으로 간
선의 변 소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선 구간들  하나에서 한류기
가 감지되나 계 기 검출 류는 한류기 류와 다른 값이 될 수가 있다. 
반면 차동계 기(87) 는 담당하는 구간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 다수의 
터미 이 있는 차동계  시스템인 경우에는 보호구간이 추가의 변 소
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개별 터미 에서 류가 측정되므로 
한류기 치는 아무런 계 기 동작에 아무 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2> 한류기가 50/51, 21 및 87 보호구간 내부에 있는 경우

<그림 3> 한류기가 50/51, 21 및 87 보호구간 외부에 있는 경우

  그림 3은 다른 경우로서 한류기가 계 기 보호구간 바깥에 있는 경
우이다. 과 류(50/51)  거리계 기(21) 측면에서 볼 때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만일 간선에 다른 계 기가 없다면 보호구간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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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선의 변 소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선 구간들  하나에서 
한류기가 감지되나 계 기 검출 류는 한류기 류와 다른 값이 될 수
가 있다. 반면 차동계 기(87) 는 담당하는 구간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
다. 다수의 터미 이 있는 차동계  시스템인 경우에는 보호구간이 추가
의 변 소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개별 터미 에서 류가 측
정되므로 한류기 치는 아무런 계 기 동작에 아무 향을 주지 않는
다. 

  2.3 고장시 한류기 특성
  그림 1은 한류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고장 류 형과 한류기의 
한류특성을 정의하는 기본 자료들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그림 4> 고장전류 파형 및 특성
(a : 고장전류 차단기능 있는 FCL, b : 차단기능 없는 FCL)

  계 기 측정값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 cycle  이후의 특성을 나
타내는 항목들은 (1) 최소 기 류 (순시치), (2) 동작시간 (ta), (3) 평
균 류 (계 기 측정값, 즉 일반 으로 기본  류성분), (4) 체 고장
회로의 X/R비,  (5) 최  허용가능한 고장 류 지속시간 이다.

  <표 1> 보호계전기 측면에서 한류기 종류별 제한 조건

한류 리액터 반도체 한류기  도 한류기

   기 특성 (first cycle behavior)

기 류 N/A 정격 류보다 큼 정격 류보다 큼

동작 시간 N/A 1 msec 미만 수 msec

평균 류
류크기 큼. 
형왜곡 없음

형왜곡 큼 형왜곡 음

X/R비 변동없음
R증가, DC 
offset 감소

R증가, DC 
offset 감소

   기 이후 특성 (follow current behavior)

평균 류
정격 류보다 
매우 큼

기보다 작음 기보다 작음

X/R비 변동없음 시스템 의존
R증가, DC 
offset 감소

류왜곡 없음
상제어에 의해 
왜곡이 커짐

없음

최  허용 
고장지속시간

1～3 sec. 연속 운  가능 수 cycle

  2.4 한류기와 보호시스템간 상관관계
  력계통의 고장 시에 보호시스템에 미치는 한류기의 향은 (1) 보호
방식, (2) 보호방식의 부차 요소들, (3) 한류기의 치, (4) 고장 치  
(5) 고장시 한류기의 특성 으로 분류될 수 있다.
  FCL과 보호시스템 사이의 일반 인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보호
방식, 보호방식의 부차  요소들, 한류기의 치  고장 치 간의 상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1) 과 류 (50/51)
계 기에서 측정된 제한 고장 류 최소값이 과 류 함수의 픽업 류 임
계값을 과하기만 한다면 향을 받지 않는다.
  (2) 방향성 (67)
방향계 기는 그 자체로 픽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향을 받지 않는다. 
방향계 기는 과 류 는 거리계 기과 같이 사용된다. 픽업은 과 류 
는 zone 임피던스에 기 한다.
  (3) 거리 (21)
FCL은 고장 루 과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zone 임피던스를 증가시킨
다. Zone reach가 충분한지(Zfault < Zpickup)와 정확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는 리액턴스와 항 임피던스 성분 모두에 해당된다. 매우 큰 
는 작은 X/R비 (>5 는 <1/5)는 임피던스 단의 정확성을 떨어뜨
린다. 이는 FCL의 X/R비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FCL 자체의 특성
을 알아야만 한다. 
  (4) 차동 (87-Low)
차동계 기는 과 류 pickup 는 과 류 보호함수를 가질 수 있다.
  (5) 차동 (87-High)

고임피던스 보호는 어떤 pickup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계 기는 항상 
active 상태이다. 차 류만이 물리 으로 합산되고 계 기에 의해 측정
된다.
  (6) 한류기는 고장 류를 어도 모든 로세스 시간과 지연 시간의 
합계만큼 고장 류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한류기의 류 지속시간에 의
존한다.
  (7) 한류기로 인한 항성 임피던스는 한류기가 없을 때에 비해 X/R
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계통 임피던스 상각이 방/후방 상 
감지 범  외로 나갈 수 있다. 이는 방/후방 방향성 평가의 오류를 
래할 수 있다.
  (8) 추가 인 상각 변이는 계 기 알고리즘 내의 신호 필터에 의해 
래될 수 있다. 이러한 필터링은 한류기가 류 형을 심각하게 왜곡

시키는 경우에 특별히 필요해진다. 결과 으로 발생되는 추가 인 상
강 변이는 방향성이나 한류기에 의해 한류 기법에 의존 인 임피던스 
측정에 향을  수 있다. 
  (9) 고장 류 방향을 별하기 해서는 압이 사용되어야 한다. 
FCL은 원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장상의 압은 충분히 정
확한 측정을  해 낮아질 수 있다. 건 상 는 메모리에 장된 고장 
이 의 압을 이용하는 것이 재 계 기에서 사용하는 해결책이다 후
자의 경우에 원 임피던스 한 방향과 용되는 zone reach를 결정하
는데 역할을 한다.  Zone reach 특성은 원 임피던스에 기 해서 
polarized될 것이다. 한류기는 원 항 그리고/ 는 리액턴스를 효과
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고려되는 새로운 원임피던스의 X/R비를 변화
시킬 수 있다. 방향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상치 못한 원임피던스를 
처리해야 한다. MHO-계 기 알고리즘이 옛날 것이라면 방향 별의 
오류 는 무 짧은 zone reach가 래될 수 있다
  (10) 외부 고장: 고장 류는 한류기가 없을 때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보호계 기 안정성에 미치는 정 인 향을 미친다. 내부고장: 고장
류 감소로 인해 민감도가 떨어진다.
  (11) 계 기와 한류기 사이의 고장은 지연시간 없이 제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선택성(selectivity)에의 향이 없을 수 있다. 반면 한류기를 통
과하는 류가 감소함에 따라 다음에 치한 변 소의 inter-in-feed가  
blinding effect를 크게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변 소를 지나는 고장들
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고 계 기는 먹통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한류기 
임피던스와 inter-in-feed 원임피던스의 비에 의존 이다.
  (12) 원임피던스비(source impedance ratio, SIR)의 정의는 아래 그
림과 같으며 한류기 임피던스에 의해 크게 증가한다. 반한시 계 기에 
의해 감지되는 재 류등 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보호 조 재검토가 
필요하다.

  (13) 이론 으로, 차동보호방식과 다른 보호방식간에는 보호 조가 존
재하지 않는다. 외 으로 모든 피더가 CT를 갖추지 않고 모선보호를 
하는 경우에 CT가 없는 피더의 과 류보호와 차동계 기간 보호시간의 
조가 필요해진다. 이러한 경우, 한류기에 의해 과 류계 기의 트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 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3. 결    론
 한류기가 통 인 력기기들과는 달리 실계통에 용된 역사가 상
으로 짧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공개된 문헌들이 많지 않으나 근 가
능한 CIGRE와 EPRI의 련 기술보고서들을 토 로 한류기의 실계통 
용시 보호시스템과의 상 계와 보호 조에 해 검토가 필요한 사

안들에 하여 검토하 다. 향후 추가 인 문헌조사  산모의를 통해 
한류기와 보호시스템간 보호 조에 한 정량 인 분석을 토 로 한 연
구가 수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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