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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pplication of fault current limiter(FCL) reduces
power system fault current for circuit breaker to operate properly due
to reduced fault current. Also FCL reduces through fault current to
the power system equipments. But FCL has changed power system
parameters for short time, before application the magnitude of
register, triggering current and protective relay coordination have to
be studied.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protective relay coordination with
FCL. And propose better solution to assist improving of power
system oper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FCL.

1. 서    론

한류기의 실계통 적용은 계통용량 증대에 따른 증가한 고장전류를 저
감시켜 기존 차단기로도 저감된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변압기 주요 전력기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고장전류를 저감시켜 전력설
비의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류기는
일시적으로 계통정수를 변경시켜 실계통 적용시 한류저항의 크기, 한류
기 동작 전류, 기존 보호설비와의 보호협조를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요 검토대상 중에서 한류기와 기존 보호계전
기와의 보호협조를 중심으로 한류기의 실계통 설치시 검토했던 것을 살
펴보고 향후 한류기와 보호계전기간 보호협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한류기
상용화된 한류기는 방폭형한류기와 리액터를 한류저항으로 적용한 한
류기 인데, 방폭형의 경우 동작 후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이로인한
정전시간의 증가와 유지보수 비용의 증대문제가 발생한다. 리액터를 한
류저항으로 적용한 경우는 계통의 안정도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번 시험운전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계통의 안정도에 악영향
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차단기처럼 사용이 가능한 <그림 1>의 구조를
갖는 한류기를 설치하였다.

<그림 1> 한류기 구조도

여기서 한류저항(CLR)은 5.2Ohm이 선정되었으며 한류기의 동작은
3000A에 설정되어 있다.

  2.1.1 한류기가 설치된 곳의 계통정수와 고장전류
한류기가 시험설치된 계통 중 한곳은 지중과 가공선로가 혼재하는 배
전선로인데, 최대 긍장이 30km나 되는 곳이다. 해당 선로의 계통 정수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 154kV 선로 등가임피던스

 : 100MVA를 기준으로 한 변압기 임피던스

 : 단위길이당 선로 임피던스

계통정수를 바탕으로 한류기 설치 전후를 변전소 인출점부터 최대긍장
까지의 고장전류를 계산해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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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류전/후의 고장전류

<그림 2>에서 세로축은 고장전류이고 가로축은 선로의 길이(km)를
표시한다. 적색선은 한류전 고장전류이고 청색은 한류후 고장전류이다.
그림에서 보면 큰 고장전류의 경우 한류되는 전류의 크기가 크고 작은
고장전류의 경우 한류되는 고장전류가 작은데, 이는 선로임피던스는 저
항분과 리액터분이 공존하고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한류기
의 임피던스는 저항분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2.1.2 보호계전기와 다회로 차단기의 설정
변전소 과전류보호계전기의 설정치와 다회로 차단기의 설정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보호기기의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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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와 한류기동작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낸 보호협조도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변전소 과전류계전기와 다회로차단기의 보호협조도

보호협조도로만 검토하면 하위 다회로차단기의 순시동작치가 상위 변
전소의 순시동작치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어서 다회로 차단기 하단에 3
상 단락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호협조는 불가능하게 된다.
변전소 순시설정치가 너무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회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 하단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하면 해당 설정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고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다회로차단기의 순시설정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변전소 차단기의 설정치와의 보호협조 검토
가 필요해 보인다.
  

  2.2 보호기기와 한류기의 보호협조 방안
한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전선로의 과전류보호계전기의 보호협조 기
준은 <표 2>와 같다[1].

<표 2> 한전의 배전선로 보호협조 기준

I3max: 전위보호기기 설치점의 최대 3상단락 전류

다회로차단기가 설치된 위치는 변전소로부터의 긍장은 2.143km이고
이를 기준으로 다회로차단기가 설치된 지점의 최대3상 단락전류를 계산
하면 I3max는 5,710A 이고, 한류기가 투입되었을 경우 I3max는 2,285A
이다.

  2.2.1 순시협조.
인출점 고장전류는 변압기 2차측 3상 단락전류와 같으므로 이를 계

산하면 6,966A가 된다. 이 전류는 한류기 설치전 다회로차단기 설치지점
과의 고장전류보다 1.2배만큼만 커서 정정기준은 1.5배를 만족시키지 못
해 순시보호협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전선로에 한류기가 투입된 경
우 고장전류는 3배만큼 차이가 나서 순시보호협조가 가능하다. 이 때 변
전소 순시요소의 설정은 한전의 배전선로 보호협조 기준에 맞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여기서,
 : 순시 TAP 계산값

최근의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순시 TAP은 소수점 1∼2자리까지 설정
이 가능하나 소수점자리설정이 불가능한 계전기를 고려하면 순시 TAP
을 30(3600A)에 설정할 수 있다.
다회로차단기의 경우 순시설정은 전위 선로보호장치가 없는 일반부

하를 상정할 때 한전의 정정기준인 “회선당 운전전류의 6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선당 운전전류는 한시 설정치의 기준값이 되므로 이

를 토대로 계산하면 운전전류를 계산하면 267A가되고 여기에 6배를 해
주면 다회로차단기의 순시설정은 1600[A]가 된다.

  2.2.2 한시협조.
변전소 한시요소의 설정치를 고정하고 다회로 차단기의 한시레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때 보호협조를 검토해야 할 지점은 다회로 차단기
의 순시설정지점이고, 이곳에서 협조시간만큼 시간간격을 두고 설정하면
된다. 현재의 설정치도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다. 보호협조도를 그려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한류기와 기존 보호기기와의 보호협조도(안)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한류기 동작으로 순시보호협조가 됨을 볼
수 있다.

3. 결    론

한류기가 설치된 계통에서 한류기와 기존 보호기기와의 보호협조에
관해 살펴보았다. 단순하게 한류기와 한류기 상/하단에 설치된 보호기기
만을 상정하고, 간단한 정정기준을 중심으로 순시협조 방안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실계통에서는 다회로 차단기 하단 대형 고객 계통이 연계되
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고객계통과의 보호협조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 운영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한류기 시험운전을 하며 가급적 기존 보호설비의 설정치 변경

없이 진행하여 설치장소에 따라 순시보호협조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한류기로 인해 고장전류가 줄어들어 계통에 설
치된 전력기기가 겪는 고장전류는 줄어들어 배전설비의 수명단축을 막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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