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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송전계통에 차단기의 전류비율을 고려한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 분석

Analysis on Installation Location of SFCL considering Current Rate of 

Circuit Breaker in a Power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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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ower system configuration is changed to solve increasing power demand. This changes in power system 

configuration with mesh-, network grid generate the problem of fault current increas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has been expected the one of the 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And there has already been reported much to the 

application and research of SFCL in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However, the application and research of SFCL are 

insufficient in a transmission power system. Also, the fault current limiting effect by the SFCL varies with installation location 

of SFCL. Therefore, this paper constructed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through experiment and analyzed installation 

location method of SFCL using the current rate of each circuit breaker (CB) according to faul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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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해 분산전원을 도입하거나 전력계통의 구성을 루프화 및 네트워

크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통의 변화가 전력공급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력수요 증가에 따

른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계통의 변화로 인해 전원의 크

기 및 변압기 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계통의 등가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되어 고장발생시 고장전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

게 된다. 고장전류의 증가는 차단기 및 보호기기들의 동작특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계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된다

[1-3].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임피던스 기기 

및 한류 리액터 설치, 모선분리 운용, 대용량 차단기로 교체 등의 

많은 대책이 사용되고 있다[4]. 그러나 위의 대책들은 기기 설치

에 대한 공간 확보 문제 및 평상시의 전력손실 발생 그리고 기

기 교체의 비용 및 기술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대책들보다 효율적으로 고장전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초전도 한류기가 대책 

중 하나로서, 배전급 초전도 한류기 개발과 적용에 따른 고장전

류 저감 효과와 보호기기들의 동작특성 변화 등에 대해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5-8]. 

송전급 초전도 한류기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전력계통 적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송전급 초

전도 한류기를 계통에 설치할 때 설치 위치를선정하는 방안에 대

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설치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

서 각 선로에 설치되어있는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고려

하여 적절한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다.

2. 초전도 한류기 고장전류 저감 평가방안

2.1 고장전류의 흐름

참고문헌[9-10]에서는 초전도 한류기를 모선에 설치할 때 설

치위치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초전도 한류기의 모선 설치

위치에 따라서 초전도 한류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 크기가 달라

지기 때문에 전체 고장전류에 대한 초전도 한류기를 통과하여 흐

르는 고장전류의 비인 고장전류 유입비율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

해 고장전류의 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참고문헌[9-10]에서 제시된 방법은 모선에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초전도 한류기는 모선뿐만 아니라 각 선

로 인출점 그리고 변압기 2차측,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측 등 다

양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초전도 한류기를 통과하는 고

장전류만을 고려하게 되면 각 선로에 흐르는 고장전류는 고려하

지 못한다. 즉, 각 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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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전도 한류기 설치한 송전계통 모의실험 회로도

Fig. 2 Experimental circuit of power transmission system 

with SFCL

는 고장전류가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되면 계통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통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전도 한류기의 적절한 위치선정 방법으로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를 고려하였다.

그림 1은 Fault 1(모선고장)과 Fault 2(선로고장)에 대한 고장

전류의 경로를 나타내었다. 먼저 Fault 1 발생시 각 차단기를 통

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는 각 선로를 통해 흐르는 고장전류와 같

다. 이를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고장점 전류(  )는 

고장난 모선에 연결된 선로에서 유입되므로  ,  ,  , 

의 합과 같다.

CBn을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 =  (1)

(=1, 2,···, 7)

그림 1 고장위치별 고장전류 경로

Fig. 1 Fault current path on fault location

그러나 Fault 2 발생시,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들 

중 식 1과는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즉 CB을 통과하는 고장전

류가 식 2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CB을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 =    (2)

따라서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의 크기는 고장위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의 크기가 CB의 정격차단전류 이하일지

라도   의 크기가 CB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

게 되면 차단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3, 11-14].

2.2 차단기 정격차단전류를 고려한 초전도 한류기 설치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각 차단기

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의 저감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분석을 위해 

식 3과 같이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에 대한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의 비율(Rate)을 제시하였다.

Rate(R) 차단기의정격차단전류
차단기를통과하는고장전류

(3)

Irated CB A
ICB A

고장전류의 크기가 증가될수록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기 때문에 전류비율(R)에서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가 차단

기 정격차단전류의 30%미만, 50%미만, 80%미만 100%미만 마다 

가중치(Weight)를 0.25씩 증가되는 0.25, 0.5, 0.75, 1로 산정하였

다. 그리고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는 경우는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가중치를 2로 산정하였다. 이를 표 1

에 나타내었고 가중치를 적용한 차단기 부담평가지표(Fault 

Current Index)를 식 4와 같이 표현하였다[11-14]. 

따라서 계통에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할 경우 식 4의 차단기 부

담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보다 적절한 설치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차단기부담평가지표(FCI) = 전류비율(R) × 가중치(W) (4)

비율 (R) 가중치 (W)

0  R ≤ 0.3 0.25

0.3  R ≤ 0.5 0.5

0.5  R ≤ 0.8 0.75

0.8  R ≤ 1 1

1  R 2

표 1 전류의 비율 값에 따른 가중치

Table 1 Weight factor according to the current rate

3. 모의실험 구성

그림 2는 모의실험을 통해 구성한 송전계통 회로도이다. 본 논

문에서 적용한 초전도 한류기는 전압특성에 적합하고 초전도 소

자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트리거형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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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기를 선정하였다[5-7, 13-15].

모의실험 회로도에 대한 구성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고장의 

종류는 1선 지락고장이고 고장위치는 앞서 그림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고장위치별로 고장전류의 경로가 달라지고, 차단기를 통

과하는 고장전류의 크기 또한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fault 1(선로고장)과 fault 2(모선고장)를 모의하였다.

초전도 한류기는 고장발생시 계통의 임피던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설치할수록 고장전류 저감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적인 부분, 보호기기간의 협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의 계통구성 특성상 전원 공급이 양측(G , G)에서 

이루어지고, 고장전류 또한 양측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초전도 한

류기 설치 개소는 2개소로 하였다. 또한, 전류를 측정하는 방향은 

각 전원단에서 선로측으로 측정하였고, 이는 그림 2에서 나타낸 

전류방향과 같다. 고장위치별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는 표 3과 

같다.

구분 데이터

전원(G , G) 400[V], j18[%] (Base 1[kVA])

변압기
Tr.1 = 3 [kVA]

Tr.2 = 3 [kVA]

선로
D , D  = 0.09 + j0.73 [Ω] 

D , D  = 0.14 + j1.06 [Ω]

부하

Load  = 10 [Ω]

Load  = 20 [Ω]

Load  = 25 [Ω]

한류소자  CLR = 2.3 [Ω]

표 2 모의실험 회로 구성 데이터

Table 2 Configuration data of experimental circuit

사례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 고장위치

w/o 미설치 Fault 1, Fault 2

case 1 CB  측 및 CB  측

Fault 1

(선로고장)

case 2 CB  측 및 CB  측

case 3 CB  측 및 CB  측

case 4 CB  측 및 CB  측

case 5 CB  측 및 CB  측

Fault 2

(모선고장)

case 6 CB  측 및 CB  측

case 7 CB  측 및 CB  측

case 8 CB  측 및 CB  측

표 3 고장위치에 따른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

Table 3 Application locations of SFCL according to Fault 

location

4. 모의실험 결과 및 분석

4.1 Fault 1 발생시 고장전류 분석

Fault 1(선로고장) 발생시 고장전류 값을 분석하기에 앞서, 차

단기 부담 평가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는 

모의실험 결과값에 적절하게 15[Arms]로 선정하였다. 또한 CB
과 CB는 고장이 발생한 선로에 설치된 차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CB과 CB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인 과 는 매우 작은 값

을 갖게 되며, 이 값들이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게 된다. 

따라서 과 는 파형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은 case 1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case 1은 고장이 

발생한 선로 양 측에서 모선 측에 설치된 CB  측과 CB  측에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먼저 와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인 15[Arms]를 초과한 파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초

전도 한류기를 설치한 경우 선로 양 측으로 유입되는 고장전류를 

저감시켜주기 때문에 와 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

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 3 Case 1의 전류파형

Fig. 3 Current waveforms of case 1

다음으로 과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된

다.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선로의 임피던스를 증가시켜 모의실험

특성상 회로 전체의 등가임피던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과 

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초전도 한류기가 한 측 선로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변압기 2차측 전류인 과 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은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하게 

되지만 은 정격차단전류 이하로는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상분석의 경우  ,  ,  , 은 부하전류의 흐름과 

고장전류의 흐름이 모두 전원단에서 선로 안쪽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고장시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림 4는 case 2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case 2는 초전도 

한류기를 CB  측과 CB  측에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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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se 3의 전류파형

Fig. 5 Current waveforms of case 3

그림 4 Case 2의 전류파형

Fig. 4 Current waveforms of case 2

먼저 과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

하지 않았을 경우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는 파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G이 공급하는 고장전류 

경로에 초전도 한류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과 는 차단기

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와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는 파형

을 나타낸다.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G를 통해 공급되는 고장전

류 경로에 있는 차단기인 CB와 CB을 통과하는 고장전류에 대

해서는 저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와 은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를 초과한 결과가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는 case 3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case 3은 초전도 

한류기를 case 2와 반대로 전원 G에 가까운 CB  측과 CB  측

에 설치한 경우이다. 따라서 결과 또한 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

은 경우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한 파형을 나타낸다. 또한,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G을 통해 공급되는 고장전류의 경로에 

있는 차단기인 CB와 CB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에 대해서는 저

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와 가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

를 초과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와 의 파형을 분석하면, 초전도 한류기가 설

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는 파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게 되면 G가 공급하는 

고장전류 경로에 초전도 한류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과 

은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한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6은 case 4의 전류파형을 나타낸다. case 4는 각 변압기 

2차측인 CB  측과 CB  측에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따라서 case 4는 G과 G를 통해 공급되는 고장전류를 저감시

키기 때문에 계통 전체의 고장전류를 줄여준다. 그 결과  , 

 ,  ,   파형을 분석하면, 초전도 한류기 설치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지만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되는 파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Case 4의 전류파형

Fig. 6 Current waveforms of case 4

표 4는 fault 1 발생시, 초전도 한류기 설치 위치 사례별로 고

장점 전류 값과 각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 값들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고장점 전류의 값은 각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의 값 그리고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보다는 큰 값을 보

이고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에 따라 감소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 를 제

외하고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의 값은 차단기의 정격차단전

류를 초과한다. 

초전도 한류기 설치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전류 값에 대해서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임을 나타낸

다. 그러나 case 1의 은 초전도 한류기 설치로 회로전체의 

임피던스 증가되기 때문에 감소한 값을 보이지만 저감효과가 크

게 미치지 못하여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는 감소하지 못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case 2와 case 3에서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저감하지 못한 경우는 초전도 한류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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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se 5의 전류파형

Fig. 7 Current waveforms of case 5

그림 8 Case 6의 전류파형

Fig. 8 Current waveforms of case 6

위치 특성상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반대 측 전원에서 

공급되는 고장전류에 대해서는 저감시키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식 4, 5를 이용하여 각 사례별로 차단기 전류의 비율

(R)을 계산하여 FCI의 합을 나타내었다.

SFCL 설치위치 w/o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고장점전류 [Arms] 32.49 23.54 29.46 29.06 24.73

  [Arms] 15.17 13.81 11.07 16.37 13.47

  [Arms] 15.35 12.73 8.04 21.55 13.05

  [Arms] 0.72 2.07 6.25 4.09 0.68

  [Arms] 17.13 10.81 21.42 7.51 11.72

  [Arms] 1.38 3.37 6.42 4.50 1.33

 [Arms] 18.29 15.70 16.51 10.60 11.65

∑FCI 8.83 4.92 6.43 6.12 2.97

표 4 Fault 1의 경우 초전도 한류기 위치에 따른 고 장전 류 

값 및 ∑FCI 값

Table 4 Fault current and ∑FCI value according to 

application location of SFCL on Fault 1

분석결과,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FCI의 

값이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case 2와 case 3은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반대 측의 고장전류 경로에 설치된 차단기의 FCI 

값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보다 ∑FCI의 값이 높게 나

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1은 고장이 발생한 선

로 양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FCI 값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전체적

인 임피던스의 증가로 과 의 값은 감소하지만 은 차

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case 1의 ∑

FCI 값은 case 4보다 높은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4는 전체적으로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

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모든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

가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를 나타낸다. 따라서 ∑FCI값이 가

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 Fault 2 발생시 고장전류 분석

Fault 2(모선고장) 발생시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는 Fault 1과 

동일한 15[Arms]로 선정하였다. 

그림 7은 case 5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case 5는 고장이 

발생한 Bus 1에 연결된 선로 인출점인 CB  측과 CB  측에 초

전도 한류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먼저 와 의 파형을 분

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G이 공급하는 

고장전류는 CB와 CB을 거치지 않고 고장점으로 빠지게 되고 

G에서 공급하는 고장전류는 G와 고장점 사이의 임피던스가 크

기 때문에 와 이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초

전도 한류기 설치시 선로 임피던스 증가로 인해 고장전류는 저감

한 형태를 보인다. 

파형의 위상분석으로 평상시 와 의 부하전류는 G에
서 선로 측으로 흐르고 있지만 고장전류는 고장이 발생한 Bus 1

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하전류의 위상과 180반전되어 흐르게 

된다. 

다음으로 과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고장전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인 

15[Arms]를 초과하게 된다. 초전도 한류기 설치한 경우 회로의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증가하여 고장전류의 값을 감소시키지만 그 

영향은 미비하다. 따라서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와 마찬가지로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된다. 

과 의 위상은 송전계통 특성상 전류의 위상차를 갖고 

공급하기 때문에 각 변압기 2차측에 흐르는 전류인 과 

의 부하전류에는 약간의 위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장발생시 파형의 위상이 같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case 6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case 6은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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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ase 7의 전류파형

Fig. 9 Current waveforms of case 7

그림 10 Case 8의 전류파형

Fig. 10 Current waveforms of case 8

SFCL 설치위치 w/o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고장점전류 [Arms] 33.28 28.35 27.74 28.89 25.38

  [Arms] 17.03 16.04 13.19 13.30 13.22

  [Arms] 9.52 6.27 4.93 11.64 7.16

  [Arms] 6.74 6.03 9.61 3.95 4.99

  [Arms] 10.04 8.18 6.49 12.11 7.47

  [Arms] 6.93 6.84 9.94 4.90 5.35

 [Arms] 17.89 15.19 13.71 14.81 11.33

∑FCI 6.09 5.21 3.15 3.49 2.28

표 5 Fault 2의 경우 초전도 한류기 위치에 따른 고 장전 류 

값 및 ∑FCI 값

Table 5 Fault current and ∑FCI value according to 

application location of SFCL on Fault 2

한류기를 CB  측과 CB  측에 설치한 경우이다. 먼저 과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 은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된다.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회로전체의 임피던스는 증가되고 CB  측 초전도 

한류기는 G을 통해 공급되는 고장전류를 저감시켜준다. 또한, 

CB  측 초전도한류기의 영향으로 선로 임피던스가 증가되어 고

장전류를 저감시킨다. 따라서 초전도 한류기 설치시 과 

은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 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과 는 차

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초전도 한류기 설치로 

인해 증가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모의송전계통의 회로구조

가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case 6의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 특성

상 고장발생시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한 선로의 임피던스가 증가

하고 설치하지 않은 선로의 임피던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

문에 초전도 한류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의 고장전류가 증가되

는 결과를 나타낸다.

전류위상의 경우는 CB과 CB  사이에는 load 2가 분기하고 

있기 때문에 load 2의 영향으로 부하전류 위상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고장발생시 은 고장이 발생한 Bus 1 

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하전류의 위상과는 180반전되어 흐르

게 된다.

그림 9는 case 7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case 7은 초전도 

한류기를 CB  측과 CB  측에 설치한 경우이다. 설치위치는 case 

6과 CB  측은 동일하고 선로에 설치되는 초전도 한류기가 서로 

대칭이 되게 설치된다. 따라서 과 의 파형분석결과는 초

전도 한류기 설치위치로 임피던스가 증가되는 선로만 다를 뿐 초

전도 한류기 설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case 6과 동일하다. 그리

고 와 의 파형도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초전도 한류기 설치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다. 이것은 case 6의 과   파형분석과 동일하지만, 임피던

스가 증가되는 선로만 CB  측 선로가 아닌 초전도 한류기가 설

치된 CB  측 선로의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류위상의 경우는 CB과 CB  사이에는 load 1이 분기하고 

있기 때문에 load 1의 영향으로 부하전류 위상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고장발생시 은 고장이 발생한 Bus 1

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하전류의 위상과는 180반전되어 흐르

게 된다.

그림 10은 fault 2 발생시 case 8의 전류파형을 나타낸다. 

case 8은 앞선 경우인 fault 1 발생시 case 4와 같은 위치에 초

전도 한류기가 설치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고장발생시 모든 경로의 고장전류를 저감시킬 수 있어 

모든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를 저감시켜준다. 즉, 초

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 은 정격차단전류

를 초과하지만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으로써 정격차단전류 이하

로 감소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와 의 파

형을 분석하면, 와 의 크기가 초전도 한류기 설치의 유·

무에 따라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초전도 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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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fault 1 ∑FCI 사례 fault 2 ∑FCI

w/o SFCL 8.83 w/o SFCL 6.09

case 1 4.92 case 5 5.21

case 2 6.43 case 6 3.15

case 3 6.12 case 7 3.49

case 4 2.97 case 8 2.28

표 6 고장위치에 따른 초전도 한류기 설치 사례 ∑FCI

Table 6 Sum value of fault current Index according to 

application location of SFCL on Fault 1, 2

설치시 고장전류는 저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는 fault 2 발생시,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 사례별로 고

장점 전류 값과 각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 값들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고장점 전류의 값은 각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

전류의 값 그리고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

고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에 따라 감소한 결과를 나타낸다. 초

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

과하는 전류는 과 임을 나타낸다.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

한 경우, case 5의 과 을 제외하고 차단기의 정격차단전

류 이하임을 나타낸다. case 5는 각각 선로에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고장전류의 저감효과는 나타나지만 각 변압기 2

차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위치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에도 과 은 차단기의 정

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각 사례별로 차단기 전류의 

비율(R)을 계산하여 FCI의 합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앞선 경우

인 표 4와 동일하게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FCI의 값이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case 5은 과 이 차

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이하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FCI의 값이 

다른 사례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case 6과 case 7은 차

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는 값을 보이는 전류는 없지만, 초

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의 고장전류가 증가하기 때문

에 ∑FCI의 값이 case 8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case 8은 차단

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고장전류가 모두 감소하여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이하를 나타낸다. 따라서 ∑FCI 값이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낸다. 

표 6은 fault 1과 fault 2에 대해 각각의 초전도 한류기 설치 

사례별 ∑FCI 값을 나타낸다.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

우, ∑FCI 값은 fault 2보다 fault 1의 경우가 더 높은 값을 갖게 

된다. 이것은 고장위치에 관계없이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된 차단

기인 CB과 CB은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되지만, 

Fault 1의 경우는 고장이 발생한 선로 양측에 설치된 차단기인 

CB와 CB도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를 초과하게 되어서 ∑FCI 

값이 fault 2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였을 때 차단기 부담 평가지표가 감소하게 되지

만 각 변압기 2차측에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한 case 4와 case 8

의 경우가 ∑FCI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fault 1과 fault 2에 대해 FCI를 고려하여 초전도 한류기의 적절

한 설치위치를 분석하면 모의 송전계통에서 변압기 2차측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트리거형 초전도 한류기를 각 사례별로 설치한 

모의 송전계통을 구성하여 fault 1(선로고장)과 fault 2(모선고장)

를 모의하였다. 그리고 차단기를 통과하여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단기 부담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초전도 한류기의 설

치위치를 선정하였다.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고장전류는 감소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별로 각 차단기

를 통과하는 고장전류를 분석한 결과, 양 측 전원 중 한 측에만 

초전도한류기가 설치된 경우, 다른 전원 측에서 공급되는 고장

전류는 저감시키지 못하고 고장전류 경로에 설치된 차단기는 정

격차단전류를 초과해버린다. 그리고 병렬구조인 송전계통에서 

초전도 한류기가 하나의 선로에만 설치된 경우, 초전도 한류기

가 갖게 되는 임피던스의 영향으로 초전도 한류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로의 임피던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선로에 설치된 차단기에 흐르는 고장전류가 오히려 증가되는 결

과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로의 고장전류를 

저감시킬 수 있는 모선 부근인 변압기 2차측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모선고장 

뿐만 아니라 선로고장에 대해서 고려하였으며, 계통에 설치된 차

단기를 평가한 차단기 부담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초전

도 한류기 설치로 인해 전체적인 고장전류가 줄어드는 결과뿐만 

아니라 각 차단기에 흐르는 고장전류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다 

더 계통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초전도 한류기 설치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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