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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급 초전도한류기의 적용에 따른 선로보호용 비율전류차동계전기의 
동작특성 및 보호협조 분석

Analysis on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and Protection Coordination between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and the Trigger-type SFCL in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조 용 선*․김 진 석*․임 성 훈†․김 재 철* 

(Yong-Sun Cho․Jin-Seok Kim․Sung-Hun Lim․Jae-Chul Kim)

Abstract  -  The fault current of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is greater than that of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is more needed to reduce the increased fault 

current. The trigger-type SFCL consists of th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element (HTSC), the current limiting 

reactor (CLR) and the circuit breaker (CB). The trigger-type SFCL can be used to supplement the disadvantages of the 

resistive-type SFCL.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which is usually applied to the 

protection device of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are expected to be affected under fault condition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trigger-type SFCL.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by the fault conditions, 

between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and the trigger-type SFCL in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through the PSCAD/EMTD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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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우리나라의 력계통은 수요의 증가  수도권지역

의 부하 집 화 상으로 인해 계통 내, 주변압기의 용량을 

용량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계통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며, 분산 원의 구성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

한 변화로 인해 고장 발생시 고장 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보호기기의 차단용량이 과되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 인 계통의 운 을 해 

고장 류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한 방안들이 제안되어 지

고 있다. 그 , 용량 차단기로의 교체와 고임피던스 기기 

사용  직렬리액터 채용 등의 방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

안들은 평시 손실 발생과 압강하 발생으로 계통의 안정도

를 하시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한류기

는 평상시에는 항을 갖는 도성질을 이용하여 계통

에 미치는 향이 없으며, 고장발생 시 고장 류의 빠른 감

지  제한특성으로 고장 류의 크기를 감소하기 한 가장 

효과 인 방안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지고 있다. 최근 

용량 발 기의 집 개발과 장거리 용량 송 의 효율화 

 각 지역간 력연계를 통한 안정 인 공 을 해 송

계통 도입은 필수 이다. 그에 따라 고장 류의 증가 한 

필연 인 부분이다. 이에 하여 본 논문에는 우리나라의 

일반 인 송 계통에 용되는 주보호기기인 비율 류차동

계 기와 송 계통에서 보다 효과 인 고장 류 감을 

한 도한류기의 용여부에 따른 동작특성  후비보호

기기간 보호 조에 해 PSCAD/EMTDC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 다 [1-3].

2. PSCAD/EMTDC 시뮬 이션

2.1 송  도한류기의 구조  동작특성

도한류기는 도소자(HTSC)만으로 구성되어진 

항형 도한류기가 기본 인 모델인데, 이는 간단한 구조 

 동작특성을 갖는 모델이지만, 고장발생시 모든 고장 류

가 소자에 도통되어지기 때문에 HTSC의 손 상이 발생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송 계통

의 용을 한 도한류기는 트리거형 도한류기를 

모델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4-5].

그림 1과 2는 각각 송  도한류기의 구조와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송  도한류기는 HTSC와 스 치

(CBSC)  류제한소자(CLR)의 병렬구조로써, 평시에는 

HTSC의 도상태임에 따라 류는 iSC로 흐른다.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류(iF)로 인해 HTSC의 퀜치 동작에 따른 

항(RSC)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 발생하는 항에 따라 일

부 iF는 iSC에서 iCLR로 흐르게 된다. 일정시간 이후에 CBSC

가 동작함으로써 HTSC에 흐르는 고장 류를 차단시킨다. 

이러한 동작특성은 고장 류로 인해 HTSC가 손되는 

항형 도한류기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함이다. 이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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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의 송 계통 구성도.

Fig. 4 Simplified configuration of power transmission system.

든 iF는 iCLR의 방향으로 흐름으로써 CLR에 의해 제한되어 

진다 [6-8].

그림 1 송  도한류기 구조.

Fig. 1 Structure of trigger-type SFCL for the transmission 

system.

그림 2 송  도한류기 동작특성.

Fig. 2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rigger-type SFCL for the 

transmission system.

2.2 선로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일반 으로 송 계통에 용되는 보호계 시스템은 배

계통에 용되는 것과 다르다. 이는 송 계통에 용되는 

보호계 시스템은 고장에 해 보다 빠른 동작과 높은 신뢰

도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으로 송

계통 보호계 시스템의 주보호기기인 비율 류차동계 기와 

후비보호기기인 거리계 기  방향성과 류계 기를 용

하고 있다. 비율 류차동계 기는 보호하고자 하는 구간 내

에서 고장발생시 보호구간 입출력 류의 차 류가 설정 값

을 과하는 경우 고장으로 인식하여 계 기가 동작하는 특

성을 갖는다. 반 로 구간 외의 고장에는 입출력 류의 차

류가 설정 값을 과하지 않아 고장으로 인식하지 않아 

계 기가 동작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9-11]. 

그림 3(a)와 (b)는 송 계통에 용된 비율 류차동계

기의 고장 치에 따른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비율 류차동

계 기는 보호구간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고장과 외부에서 

발생되는 고장에 따른 동작특성을 갖는다. 그림 3(a)는 비율

류차동계 기의 보호구간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동작

류와 억제 류간의 차 류가 발생하고, 차 류의 크기가 

설정된 값을 과하는 경우로써,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

역을 넘어 고장으로 인식하고 계 기를 동작시킨다. 그림 

3(b)는 보호구간 외부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차 류가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 류 값이 비

동작 역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

기가 고장을 인식하지 않아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림 3 선로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a) 내부고장 경우.      (b) 외부고장 경우. 

Fig. 3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a) Case of Faultinternal.   (b) Case of Faultexternal.

3.  모의 시뮬 이션 구성  결과 분석

3.1 모의 시뮬 이션 구성 

그림 4는 PSCAD/EMTDC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구성

한 모의 송 계통 구성도이다. 송  도한류기(SFCL)

와 비율 류차동계 기(87)간 고장조건에 따른 동작특성을 

알아보기 해 고장 치 Fault1과 Fault2를 모의하 다. 고장

치 Fault1은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에서 고장발생 

시, 차 류의 발생에 따른 내부고장 인식으로 그림 3(a)와 

같은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을 상할 수 있다. 반 로 

고장 치 Fault2는 외부고장 인식으로 인해 그림 3(b)와 같

이 비율 류차동계 기가 동작하지 않는 것을 상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1의 고장 치 Fault1에서 고장지  

 고장  임피던스 변화의 고장조건과 각 고장모의 시, 송

 도한류기의 용여부에 따른 비율 류차동계 기

의 동작특성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선로1과 2의 고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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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고장 치 고장조건

CASE 1

Fault1

고장지  : 3, 6, 9, 12, 14 [km]

CASE 2 고장  임피던스 : 0, 5, 15, 50 [Ω]

CASE 3
선로1 

내부고장 

고장지  : 3 [km] 

고장  임피던스 : 0 [Ω]

CASE 4 Fault2
선로1 

외부고장

고장지  : 3 [km]

고장  임피던스 : 0 [Ω]

표   2  사례연구의 구성.

Table 2 Configurations of the case study.

Fault1과 Fault2를 통하여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여부에 

따른 보호기기간 보호 조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논문

에 사용된 모의 송 계통의 라미터 값은 표 1과 같다.

변압기 400 [MVA], 345/154 [kV], j11 [%]

선로

(ACSR 410㎟*2)

0.238+j1.044 [Ω/km] ( 상)

0.043+j0.344 [Ω/km] (정상)

선로 구간 : 15 [km]

표   1  계통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power system.

3.2 송  도한류기의 용에 따른 선로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선로1의 고장 치 Fault1에서 고장지   고장  임피던

스의 변화에 따른 비율 류차동계 기와 송  도한류

기간 동작특성에 해 알아보기 한 고장조건을 표 2를 통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5와 6은 사례연구 CASE 1의 고장조

건으로 모의 송 계통에서 고장 치 Fault1에서 고장발생 

시, 송  도한류기를 용하지 않은 경우(그림 5)와 

송  도한류기를 용한 경우(그림 6)에 비율 류차

동계 기의 동작특성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고

장지 에 따른 선로 임피던스 값의 변화로 고장 류의 차이

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율 류차동계 기의 차 류 

크기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그래 에 나타나는 각 고장지 별 동작 류

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5와 

동일한 고장조건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에 따른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고

장지  3~12[km]의 결과로 선로1에 용되어진 송  

도한류기만이 동작한 경우와는 달리, 고장지  14[km]의 경

우에는 선로1과 2에 용되어진 두 개의 송  도한류

기가 동작한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장지

에 따라 고장발생 시, 선로에 흐르는 고장 류의 크기가 변

화되고, 이에 따라 동작여부가 결정되는 송  도한류

기의 동작에 한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6에서 동작 류

의 크기가 그림 5에 비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송  도한류기의 용에 따른 고장 류의 감효

과로 인한 차 류  동작 류의 크기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송  도한류기의 용에 따른 향

은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 역을 넘어가는 시 에서 

기동작에는 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율 류차동계 기의 순시동작이 매우 빠르게 동작함

으로써 송  도한류기의 동작여부에 따른 향을 크

게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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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SE 1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 선로

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Fig. 5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in CASE 1 without S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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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SE 1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후, 선로

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Fig. 6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in CASE 1 with SFCL.

그림 7과 8은 사례연구 CASE 2에 한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은 송  

도한류기를 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고, 그림 8은 

송  도한류기를 용한 경우에 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7은 고장  임피던스의 크기변화로 인해 고

장발생 시, 고장 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

율 류차동계 기의 차 류  동작 류의 크기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5와 마찬가지로 비율 류차동

계 기의 동작특성 그래 에서 각 고장  임피던스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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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ASE 3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 고장

류 형.

(a) 선로1 구간.     (b) 선로2 구간.

Fig. 9 Waveforms of fault current in CASE 3 without SFCL.

(a) Line section 1.  (b) Line section 2.

그림 10 CASE 3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후, 고

장 류 형.

(a) 선로1 구간.     (b) 선로2 구간.

Fig. 10 Waveforms of fault current in CASE 3, with SFCL.

(a) Line section 1.  (b) Line section 2.

에 따른 동작 류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장  임피던스가 50[Ω]인 경우에 고장 치 Fault1의 내부

고장이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동작 역으로 넘어가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부고장 시, 고 항의 발생

으로 인한 비율 류차동계 기의 오부동작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율 류차동계 기의 오부동작에 한 연구에

서 더욱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2].

그림 8은 그림 7과 동일한 고장조건에서 송  도한

류기의 용에 따른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체 으로 사례연구 CASE 2의 결과는 CASE 

1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송  도한류기의 용

에 따른 고장 류의 감효과와 그에 따라 비율 류차동계

기의 차 류  동작 류가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송  도한류기의 계통 용은 비율 류차동계

기의 기 동작에는 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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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SE 2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 선로

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Fig. 7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in CASE 2 without S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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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SE 2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후, 선로

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특성.

Fig. 8 Operation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ratio differential 

relay for line protection in CASE 2 with SFCL.

3.3 모의 송 계통에서 송  도한류기와 선로 

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  방향성과 류계  

기간 보호 조 분석

본론 3.2 에서 나타난 결과그래 를 보면 고장 치 

Fault1에서 고장발생 시,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 류는 

고장지 이나 고장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른 향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 다. , 송  도한류기의 용에 

따른 고장 류 감효과로 인한 향을 확인하 지만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시 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에서는 모의 송 계통에 주 보

호계 시스템으로 비율 류차동계 기를 용하고, 후비 보

호계 시스템으로 방향성과 류계 기를 용하여 사례연구 

CASE 3과 4의 고장조건에 따라 고장 치 Fault1과 Fault2에

서 고장을 모의하여 송  도한류기의 용여부에 따

른 보호기기간 보호 조를 알아보기 한 시뮬 이션을 진

행하 다. 

그림 9와 10은 사례연구 CASE 3의 고장조건으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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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ASE 4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 고

장 류 형. 

(a) 선로1 구간.     (b) 선로2 구간.

Fig. 11 Waveforms of fault current in CASE 4 without 

SFCL.

(a) Line section 1.  (b) Line section 2.

그림 12 CASE 4에서 송  도한류기의 용 후, 고

장 류 형.

(a) 선로1 구간.     (b) 선로2 구간.

Fig. 12 Waveforms of fault current in CASE 4 with SFCL.

(a) Line section 1.  (b) Line section 2.

치 Fault1에서 고장을 모의하 을 경우, 송  도한류

기의 용여부에 따른 고장 류의 형을 나타내고 있다. 

본론 3.2 에서 확인한 결과와 동일하게 송  도한류

기의 용에 따라 고장 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 송  도한류기의 용은 비율 류차동계

기의 기 동작시 에 큰 향이 없기 때문에 그림 9와 10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율 류차동계 기의 동작시간이 

1.06 로 동일한 시간에 동작하여 고장 류를 제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과 12는 사례연구 CASE 4의 고장조건으로 고장

치 Fault2에서 고장을 모의하 을 경우, 송  도한

류기의 용여부에 따른 고장 류의 형을 나타내고 있다. 

고장 치 Fault2는 비율 류차동계 기가 설치되어 있는 보

호구간 선로에서 외부고장이므로 비율 류차동계 기는 고

장에 해 인식하지 않고, 동작 한 하지 않는 것을 본론 

2.2 의 그림 3(b)에서 확인하 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송

 도한류기를 용하지 않은 경우에 후비 보호계

시스템으로 용된 방향성과 류계 기가 고장 치 Fault2를 

기 으로 양쪽 선로에 흐르는 고장 류에 따라 각각 1.09 , 

1.11 에 동작하여 고장 류를 제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송  도한류기의 용으로 그림 11에 비해 

고장 류의 감효과와 선로에 흐르는 고장 류 크기에 따

라 송  도한류기의 동작여부 특성을 확인하 다. 이

때, 방향성과 류계 기는 송  도한류기의 용에 따

른 고장 류의 감소로 인해 동작시간이 지연되는 반한시 특

성이므로, 방향성과 류계 기의 동작시간이 각각 1.11 , 

1.14 로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은 

방향성과 류계 기의 정정을 통하여 붕괴된 보호 조를 재

설정을 해야 한다.

4. 결  론

본 논문은 재 배 계통의 용을 넘어 송 계통 용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도한류기와 

재 우리나라의 송 계통에서 일반 으로 주 보호계 시스

템으로 사용되는 비율 류차동계 기간 동작특성을 알아보

기 해 사례연구 CASE 1과 2와 같은 고장조건의 설정을 

통해 PSCAD/EMTDC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송  도한류기의 계통 용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효

과로 고장발생 시, 발생하는 고장 류 크기의 감효과를 확

인하 다. , 기존 배 계통에 사용되는 반한시 특성을 갖

는 과 류계 기  리클로져와 같은 계 기와는 달리, 비율

류차동계 기는 고장인식 후, 동작 역을 넘는 시 인 

기 동작에는 송  도한류기의 용에 한 큰 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비율 류차동계 기의 빠른 순

시동작으로 인한 결과라고 상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특

성을 이용하여 모의 송 계통에서의 보호기기간 보호 조를 

알아보기 해 진행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확인하 다. 각 사례연구 CASE 3과 4의 고장조건으로 고장

치 Fault1과 Fault2에서 고장모의 시, 비율 류차동계 기

의 내부고장과 외부고장에 따른 동작여부특성에 해 확인

하 다. , 사례연구 CASE 4의 고장조건으로 고장 치 

Fault2에서 고장모의 시, 송  도한류기의 용여부에 

따른 주 보호계 시스템으로써 비율 류차동계 기와 후비 

보호계 시스템인 방향성과 류계 기의 보호 조를 확인하

다. 이는 재 진행 인 송  도한류기에 한 연

구에 이어 실제 계통 용을 모의한 시뮬 이션으로써, 더욱 

더 많은 선행연구와 모의실험  시뮬 이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선로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뿐

만 아니라, 변압기보호용과 모선보호용 비율 류차동계 기

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모의실험을 통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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