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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선로 내 초전도 한류기와 전력기기들의 복합 구성을 통한 고장 

검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mplex Composition By SFCL and Power Equipments 

for Fault Detection in HVDC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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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tection in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have the very fast velocity of fault detection. Because Fault in 

HVDC has the fast propagation, large currents, high interruption cost. The focus to velocity caused possibility of errors like a 

detection error like a high impedance fault. In this paper, Proposed complex composition for get the reliability and velocity. 

That used SFCL(Super 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Protection Zone and 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The 

SFCL was detect the fault by quench and DTS&Protection Zone were perceive the detect by variation too. To examine the 

proposed method, PSCAD/EMTDC simulated. The results of simulation, proposed methods could the detect of fault to whole 

HVDC line. And that improved the reliability of fault clearing.  

Key Words : HVDC line, Relay, Reliability, Fault detection,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Quench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Korea.

   E-mail : jckim@ssu.ac.k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Korea .

Received : June 7, 2018; Accepted : July 6, 2018

1. 서  론

HVDC를 활용한 전력전송은 기존 HVAC(High Voltage 

Alternative Current)의 주파수와 무효 전력 문제점을 타개함으

로써, 국가 간 전력계통의 연계와 신·재생에너지의 연계 등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국가와 다양한 프로젝트들

에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직류 전력계통은 고가의 구성 기기들과 대용량 전력 전송에 

따른 정전 비용 등을 고려시, 계통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이며 다양한 연구 결과와 문제

점들이 분석되어 나타나고 있다[1~2].

HVDC 전력 계통은 HVAC 전력계통 대비 주파수에 의한 리액

턴스 성분의 임피던스가 거의 없어 시스템 임피던스가 매우 작

다. 이로 인해 고장 발생 시 고장전류의 증가와 전압의 감소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고장의 파급 또한 빠르다. 이러한 특성 때

문에 고장 발생 시 빠른 고장 제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다

양한 고장 검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3~4].

최근에는 전류와 전압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주요

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규정화되거나 신뢰성이 검증된 

명확한 방안은 없으며 빠른 검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만이 제안되

고 있다. 고장 검출 속도 위주의 연구와 적용은 차단기의 오·부

동작을 유발 가능하다. 한 예로 고저항, 원거리 사고와 같이 변화

량이 작은 경우에 시간당 변화량을 활용한 방안은 동작 시간이 

느려지거나 부동작 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또한 제안되고 

있는 모든 방안들이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고려하는 연구는 미흡

한 상황이다[5~11].

본 논문에서는 초전도 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와 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그리고 계전

기를 활용한 복합 구성의 고장 검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전도 한류기는 정상 상태일 경우 저항을 갖지 않으나 고장 

발생시에는 퀜치 현상으로 인해 임피던스를 갖게 되므로 임피던

스의 변화량 계측을 통해 고장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퀜치로 인

한 초전도체의 상태 변화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므로 고장 검출 

속도도 매우 빠르다. DTS는 통전 전류와 온도의 변화량을 계측 

가능하며 고장 발생 시 고장전류와 전류의 증가로 인한 열 변화

량이 함께 발생하므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고장 판단이 가능하

다. 디지털 계전기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하며 본 논문

에서는 고장 발생 시 변화하는 고장전류와 임피던스를 기반으로 

Protection Zone을 설정하여 고장 검출에 활용하였다.

위의 제시된 방안들은 각 방식별로도 고장 검출이 가능하나 

계측, 연산 등의 과정에서 오·부동작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검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 교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복합 

구성 형태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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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 검출 방안

2.1 초전도한류기의 퀜치를 활용한 고장 검출

초전도한류기는 초전도체의 특성상 평상시에는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고장 발생 시에만 임피던스가 발생하여 고장 전류

를 저감 시켜주므로 이상적인 기기로 평가되고 있다. 근래에는 

직류 차단기의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 고장전류 저감 등을 위

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고장 판단을 위한 활용 관

련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12~14].

초전도한류기의 초전도체는 임계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초전도 상태에서 벗어나는 퀜치 현상이 발생하며 본 논문에서는 

해당 현상을 활용하여 고장을 검출하였다. 임계전류 이상의 전류

는 정상 전류가 아니므로 고장으로 판단 가능하며 퀜치 현상은 

매우 빠르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므로 고장 판단의 속도도 빠르

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존 계전기 활용 방안 대비 정확성과 속도 

등의 측면에서 고장 검출의 신뢰성을 향상 가능하다.

퀜치 현상은 초전도체의 임피던스와 온도 변화를 수반한다. 아

래 수식 1은 본 논문에 적용된 저항형 초전도 한류기의 상전도 

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이다. 상전도 저항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회복 시에는 1, 2차로 나누어 회복시간과 기울기를 갖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15~16]. 또한 온도 변화는 주울 열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으며 두 정보의 상호 검토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exp

   







    

         

       

  상전도저항
  상전도저항도달까지의시정수
  퀜치발생시간
  차회복시간   

  차회복시기울기   

  차회복시초기저항값   

     (1)

2.2 Protection Zone 설정을 통한 고장 검출

아래 그림 1과 같이 직류 전력계통을 구성시 사전 검토와 조

정을 통하여 Protection Zone을 구성하고 Zone 특성에 적합한 

보호 방안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Zone5에 해당되는 직류 선로의 경우,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전류와 전압 변화량 등을 통해 빠른 고장 검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변화량을 활용한 계전 방식은 매우 빠르게 고장 

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고저항, 원거리 지락사고 등과 같

이 시간 변화량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고장 검출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Zone 5 직류 선로 내

에 선로 임피던스와 고장전류의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하위 

Protection Zone을 설정하였다. 직류 계통은 고장 발생 시 주파

수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아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비교적 일정

하게 나타나므로 Protection Zone을 통해 고장 판단뿐만 아니라 

위치 추정도 가능하다.

사전에 모의 상정 사고 분석에 의해 Protection Zone 설정을 

위한 궤적을 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3개의 Zone을 설정

하였다. 고장 검출은 고장 발생 시 나타나는 고장전류와 임피던

스의 궤적선의 궤도 내에 설정을 하였으며 이는 귀착점에서 설정

을 할 경우 계산 오류, 지락저항 등에 따른 값의 변동으로 검출

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sampling rates를 고려하여 계측 

값이 Protection Zone 내에 해당되는 데이터 개수를 설정하여 

궤적의 급격한 변화,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궤적 이탈이 

결과 판단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정 가능하며 검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17].

그림 1 Protection Zone 구성

Fig. 1 Composition of Protection Zone

2.3 DTS의 케이블 온도 변화량을 활용한 고장 검출

 DTS는 케이블의 실시간 상태 감시, 허용 전류, 고장 위치 추

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고장 검출과 

확인을 위한 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DTS의 온도 측정은 빛과 열

의 특성을 활용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을 통해 검증을 진

행하였다.

온도의 계산은 IEC 60287을 준용하였으며 현재 IEC에서는 

5kV 이하의 직류케이블에 대한 수식만 규정되어 있어 해당 수식

을 적용하였다.

수식 1의 Δθ를 통해 온도 상승분을 구하였으며 케이블의 최

고 동작 온도는 70℃로 계산되었다. 일반적인 교류용 케이블은 

절연체의 가교(Crosslink) 공정으로 인해 90℃까지 활용이 가능

하지만 현재 직류용 케이블은 가교 부산물이 절연체 신뢰성에 영

향을 주어 가교가 거의 이루지지지 않은 상태로 제품이 제작·적

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최신 기술 현황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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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T는 케이블 각 구성 층의 열 저항이며 이는 수식 2를 통

해 계산되었다. 수식 2에 따른 케이블의 구조는 도체, 절연, 베딩, 

외장, 피복으로 간략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수식 2의 t와 d는 

절연 두께(t1), 베딩 두께(t2), 피복 두께(t3), 도체 지름(d1), 금속시

스 바깥지름(d2), 외장 바깥지름(d3) 이다[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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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층의바깥지름      

    (3)

2.4 상호 보완 구성을 통한 전 선로 보호 방안

앞서 제안된 고장 검출 방안들 중 하나를 적용하거나 각 방안

을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고장 검출의 한계가 존재하며 

검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방안들은 상호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하며 복합 구성 방식으로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전도 한류기의 퀜치를 활용한 방안은 퀜치 현상이 큰 고장

전류에 의해 발생이 되므로 고장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가 될 수 있으나 선로 전 구간에 적용할 경우 비용 측면의 한계

와 낮은 임계전류와 높은 부하 전류가 상충되며 신뢰성의 문제

가 발생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전도 한류기는 높은 고장전류가 

발생하는 BUS 근거리 사고를 검출하는 역할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Protection Zone과 DTS를 활용한 방안은 초전도 한류기로 검

출하기 어려운 BUS 근거리 사고 외에 전 구간을 검출한다. 계측

의 오차로 검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검출 정보를 상호 검토 하도록 적용하였다.

해당 3가지 방안을 혼합 구성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

으며 해당 방안은 그림 2와 같은 흐름을 갖는다.

 Zone 5-1 고장은 큰 고장전류를 가지는 근거리 사고를 의미

하며 초전도체의 퀜치 여부를 통해 빠른 고장 판단을 한다.  

Zone 5-2 고장은 초전도 한류기의 임계전류보다는 낮은 고장전

류를 갖는 구간이다. Zone 5-3은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저항 지락 사고, 원거리 사고, 낮은 고장전류로 고장 검출의 어

려움을 갖고 있는 구간이다.

그림 2 상호 보완적인 계전기 알고리즘 구성

Fig. 2 Composition of Relay algorithm by mutual supple- 

mentation

3.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제안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PSCAD/EMTDC를 활용

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PTP(Pole To Pole) 기반의 회로를 구

성하였다. PTP 회로 구성은 복잡하지 않으므로 제안된 방안의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다.

그림 3 시뮬레이션 회로

Fig. 3 Circuits for simulation

CABLE 1은 전력 전송을 위한 케이블이며 DTS 설비를 갖추고 

있다. 총 100km 의 선로 길이를 갖으며 선로 내에서 고장을 모

의하였다. 고장 점은 Zone 5-1, 5-2, 5-3을 검토하기 위하여 

10, 50, 90 km 총 3개의 고장 점을 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다. CABLE 2는 귀로 회로이며 초전도 한류기와 차단기는 각 

인버터 측과 컨버터 측 근거리에 배치하였다. 인터버 측 초전도

한류기와 차단기가 SFCL 1, CB 1이며 컨버터 측 초전도 한류기

와 차단기는 SFCL 2, CB 2이다.

퀜치 현상은 SFCL 1에서 검출을 하고 Protection Zone과 

DTS 신호는 CABLE 1에서 계측·판단하였으며 차단기의 동작은 

CB 1을 통해 확인하였다.

3.1 Zone 5-1 사고 발생시

Bus로부터 10km 떨어진 지점에 1선 지락 고장 발생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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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앞서 설정한 Zone 5-1의 모의 결과이다. 해당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A는 고장 전류를 나타낸 결과이

며 초전도 한류기 도입에 따른 영향을 확인 가능하다. B는 초전

도 한류기 동작시 발생하는 상전도 저항과 주울 열 발생 결과이

며 이를 활용하여 퀜치 현상을 판단하고 발생시킨 차단기의 동작 

신호 결과이다.

그림 4 Zone 5-1 고장 발생 결과

Fig. 4 Fault Results of Zone 5-1

초전도 한류기가 동작하지 않고 고장 검출에 1ms가 소요되고 

이후 차단기가 즉시 동작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고장전류 

피크치는 약 28kA 수준이다. 하지만 초전도 한류기가 동작함에 

따라 고장전류의 증가가 제한되고 최대 고장전류 피크치도 약 

13.7kA로 낮아짐을 확인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직류차단기의 요구 성능이 낮아지고 설계 및 구현, 

경제적 비용의 부담 저감, 동작 신뢰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4의 B는 초전도 한류기에서 발생한 상전도 저항과 주울 

열 그리고 퀜치 여부로 발생된 차단기의 신호를 나타낸다. 고장 

발생 후 설정된 임계전류를 상회함에 따라 상전도 저항이 발생하

고 고장전류와 저항의 증가로 주울 열도 증가함을 확인 가능하

다. 두 현상의 상호 검토를 통해 퀜치 현상 발생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퀜치 신호는 상전도 저항과 주울 열을 확인 후 발생되

므로 고장과 상전도 저항 발생 시점보다는 미소하게 지연 발생

한다.

초전도체는 고장 제거 이후 회복 기울기에 따라 초전도 상태

로 복구되며 이는 초전도체와 냉각기의 구성에 따라 기울기는 다

르므로 실 계통 구성시 사전 검토가 필요 된다.

3.2 Zone 5-2 사고 발생시

Bus로부터 50km 떨어진 지점에 모의 고장 발생 결과를 그림 

5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Zone 5-2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Zone 5-2는 앞서 초전도 한류기의 퀜치 현상을 이용하여 고

장 발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구간이며 Protection Zone 설정

과 DTS를 활용하여 고장을 검출하는 구간이다. 앞서 서술된 바

와 같이 초전도 한류기를 이용한 전 구간 선로의 검출은 비용 

측면의 한계가 존재하고 작은 고장전류까지 임계전류로 설정시 

높은 부하전류를 갖는 HVDC 계통에서의 검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의 A는 고장 전류와 케이블 도체의 온도 변화 결과이

다. 케이블 도체 온도의 변화 요인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이므로 

두 파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5의 B는 Protection Zone과 

DTS를 활용하여 고장을 검출한 결과이다. Protection Zone 설정

에 의해 해당 Zone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DTS를 통해 온도 

변화량 정보를 활용하여 상호 교차 검토를 수행한다. 이후 최종

적으로 차단기에 동작 신호를 보내게 되며 고장 검출이 가능함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5 Zone 5-2 고장 발생 결과

Fig. 5 Fault Results of Zone 5-2

3.3 Zone 5-3 사고 발생시

그림 6은 통해 Bus로부터 90km 떨어진 지점의 모의 결과이

며 Zone 5-3에 해당되는 결과이다. 앞서 서술된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저항, 원거리 구간 사고의 고장 검출이 가능한지 확

인하기 위함이다.

그림 6의 A는 고장 전류와 케이블 도체의 온도 변화, B는 

Protection Zone과 DTS를 활용한 고장 검출 결과이다. 고장전류

의 크기가 작아 고장 발생 여부를 검토해주는 역할인 DTS의 정

보가 이전보다 늦게 발생 하여 최종적인 차단기의 신호가 이전 

50km 고장 발생 시보다 늦게 전달되었다. 이는 Δθ의 설정을 낮

추면 더 빠르게 검출도 가능하나 온도 변화의 폭이 높지 않으므

로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의 결과를 통해 문제

가 되고 있는 고저항, 원거리 사고 등에 대해서도 제안된 방안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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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Zone 5-3 고장 발생 결과

Fig. 6 Fault Results of Zone 5-3

4. 결  론

본 논문에서 HVDC 계통 내에 고장 검출을 위하여 초전도 한

류기의 퀜치 특성, DTS의 온도 변화량 계측, 변동성이 적은 

HVDC 계통 내에 고장 전류와 임피던스의 특성 기반의 

Protection Zone의 설정을 복합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

당 방안을 통하여 기존 방안들 대비 고장 검출의 신뢰성을 향상 

가능하였고 고저항, 원거리 사고 등 고장 검출이 어려운 현안 문

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초전도 한류기의 퀜치 현상은 큰 고장 전류가 발생을 할 경

우에만 나타나므로 고장 검출에 높은 신뢰성을 갖는 방안이나 

선로 전 구간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 수명, 신뢰성 등에 영향으

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Protection 

Zone과 DTS를 함께 적용하였다. Protection Zone과 DTS를 활

용한 방안은 선로 전 구간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이며 계측 및 

연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상호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였

다. 이를 통하여 선로 전 구간에 높은 신뢰성을 갖는 고장 검출

이 가능하였다.

해당 방안의 부수적인 효과로 초전도 한류기 도입에 따른 고

장 전류의 제한과 이를 통해 직류 차단기의 부담도 저감 가능함

을 예상 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토폴로지와 기기적 구성을 갖는 HVDC 계통을 

대상으로 검토를 수행 후 적합성을 판단하여 해당 방안을 적용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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