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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초기 고장전류의 크기에 따라 피크전류제한 기능을 갖도록 하나의 철심에 기존 1차 코
일과 2차 코일이 병렬로 연결된 초전도 소자1과 추가적인 철심을 사용하여 3차 권선에 초전도 소자2
가 연결된 이중철심 구조의 초전도한류기를 제안하였다. 사고 초기 피크전류를 분담하기 위한 두개의
초전도 소자의 최적의 동작전류에 대한 분석을 등가모델을 통해 자속경로를 해석하였다. 또한, 감극결
선과 가극결선의 권선방향에 따른 피크전류제한 기능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1. 서론
1.1. 설계이론
1.1.1 구조 및 원리

고장전류의 증가는 전력설비에 기계적, 열적, 전기
적 스트레스를 주고 차단기의 차단내력을 초과하는
등 비용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락발생
에 따른 고장전류 증가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초전도체의
특성을 이용한 초전도한류기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고장 초기시 피크전류 제한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초전도 소자 두개가 순차적으로 피크전류를 분담하
도록 초전도 퀜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과 같
이 이중철심을 사용하였으며, 코일 1과 코일 2는 병
렬로 연결되었고, 최종단에는 초전도소자 1이 배치
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일 1과 코일 3은 또
다른 철심에 절연변압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코일 3의 최종단에 초전도소자 2를 배치한 형태이
다. 제안한 이중철심 구조의 병렬연결형 초전도한류
기의 동작원리는 지락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는, 초전도소자는 초전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저
항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는 각 코일에 흐르는 전
류에 의해 발생되는 철심내부의 자속경로가 서로 상
쇄되기 때문에 3차 코일을 포함한 1, 2차 두 코일에
는 영전압이 유기되며 이로 인해 초전도한류기 전체

전압도 영전압을 유지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
우, 사고전류에 의한 퀜치 발생 때문에 코일 1과 병
렬로 연결된 초전도소자 1의 저항발생이 1, 2차 두
코일들로부터 자속이 상쇄되지 않고 발생된다. 이것
은 3차 코일을 포함하여 두개의 1, 2차 코일에 전압
이 유기되고 결과적으로 초전도한류기의 첫 번째 사
고전류 제한작동에 기여한다. 게다가, 철심에 크게
유기된 자속이 초기 일시적인 사고전류의 요소가 큰
경우, 제3차 코일에 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2차 코일에 연결된 초전도소자 1로
흐르는 전류가 큰 사고전류에 의해 첫 번째로 퀜치
된 후, 그의 임계전류를 초과한다면 두 번째 사고전
류 제한동작이 순차적으로 코일 1과 코일 3에 연결
된 초전도소자 2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 356 -

[그림 1] 이중철심 병렬연결된 초전도한류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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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3차코일에 자속경로가 갖도록 초전도소
자가 두 개가 있는 이중철심 병렬연결된 초전도한류
기의 등가 회로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L1, L2, L3,
Rsc1, Rsc2는 코일의 자기인덕턴스와 초전도소자의 저
항을 각각 나타낸다. 등가회로에 대한 해석을 간단
하게 하기 위하여, 코일들간 상호 인덕턴스를 그림
2에서 생략하였다. 첫 번째 사고전류 제한동작에 대
한 초전도한류기의 첫 번째 동작전류 (Iop1)와 두 번
째 사고전류 제한동작에 대한 초전도한류기의 두 번
째 동작전류(Iop2)의 표현 방정식은 방정식 (1)과 (2)
에 나타내었다. 이는 코일 2와 코일 3에 연결된 각
각의 초전도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그의 임계전류에
이르게 되는 조건을 그림 2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방정식 (1)과 (2)에서 코일들간 결합계수는 1
이며, 코일 3의 저항은 무시한다고 가정하였다.


  ± 
   







 
   




(1)

2. 본론
2.1. 실험결과 및 논의

그림 3은 사고가 0°에서 발생한 이후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의 권선비에 따른 가극결선인 경우의 이
중철심 구조의 병렬연결된 초전도한류기의 피크전류
제한특성을 보여준다. 초기 사고전류의 순간적인 요
소가 큰 경우,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권선비가 0.5
일 때 사고 발생 직후 2차 코일에 연결된 초전도소
자 1이 퀜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b)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권선비가 0.25일 경우, 2차 코일
에 연결된 초전도소자 1이 퀜치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3(a)와 3(b)와 같이 코일 3에 흐르는 전류
는 3차 코일에 연결된 초전도소자 2의 임계전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아주
낮은 일시적 요소를 갖는 초기 사고전류 때문에 발
생한 것이다.

(2)

방정식 (1)에서, "+" 또는 "-"의 기호는 코일 1과
코일 2의 권선 방향이 가극 결선 또는 감극 결선에
따라 결정된다. 방정식 (1)과 (2)로부터 이 초전도한
류기가 효과적으로 피크전류제한 동작을 하기 위해
서는 초전도한류기의 동작전류 Iop2의 값이 초전도한
류기의 동작전류 Iop1의 값보다 휠씬 높게 선택되어
야 함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
일 1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와 비교하여, 코
일 2은 낮은 자기 인덕턴스 값을 갖도록 하고, 코일
3은 높은 자기 인덕턴스 값을 갖도록 설계해야만 동
작전류 Iop2가 피크전류 제한 동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사고각 0°에서 가극결선인 경우 이중철심 구조의 병렬연결된
초전도한류기의 피크전류 제한특성(N3=15 Turn). (a) 권선비
(N2/N1=0.5). (b) 권선비 (N2/N1=0.25)

[그림 2] 이중철심 병렬연결된 초전도한류기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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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임계전류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
국, 초전도소자 2가 퀜치되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사고시 피크전류를 순차적인 초전도소자로 제
한하기 위해서는 코일 1은 낮은 자기인턱턴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일 2보다 코일 3이 조금 더 높은
자기인덕턴스 값을 갖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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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N1=0.5). (b) 권선비 (N2/N1=0.25)

그림 3(a)와 4(a)처럼 코일 1과 코일 2와의 권선
비가 0.5일 때, 사고발생시 감극결선일 때보다 가극
결선인 경우, 코일 2에 흐르는 전류가 더 높음을 보
여주고 있고, 감극결선일 때 코일 3에 흐르는 전류
의 방향이 바뀌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극결
선이고 코일 1과 2의 권선비가 05, 0.25일 경우, 초
전도소자1만 퀜치되고, 초전도소자2는 임계전류값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퀜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S. H. Lim, H. S. Choi, D. C. Chung, Y. H.
Jeong, Y. H. Han, T. H. Sung, B. S. Han,
“Fault Current Limiting Characteristics of
Resistive Type SFCL Using a Transformer”,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15, pp.
2055-2058, 2005.
[2] H. Kado and M. Ichikawa, M. Shibuya, M.
Kojima, M. Kawahara, T. Matsumura,
“Inductive type fault current limiter using
Bi-2223 thick film on MgO cylinder with
Bi-2212 buffer Layer”,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15, pp. 2051-2054, 2005.
[3] S. C. Ko, S. H. Lim, and T. H. Han,
“Analysis on fault current limiting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of a flux-lock type
SFCL with an isolated transformer", Physica
C, Vol. 484, pp. 263-266, 2013.

3. 결론

본 논문에서 두 개의 자속경로를 갖도록 이중철
심을 이용한 병렬연결형 초전도한류기를 제안하였으
며, 고장 발생 초기 사고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고
장조건 중의 하나인 1차 코일과 2차 코일간의 권선
비에 의한 그의 유용성이 단락실험을 통해 분석되었
다. 모의단락실험 결과분석으로부터, 이중철심 구조
의 병렬연결형 초전도한류기의 코일 3과 코일 2에
연결된 초전도소자들이 순차적으로 퀜치되지 않고
코일 2에 연결된 초전도소자 1만 작동하였다. 그 이
유는 초기 사고전류의 순간적인 요소가 커서 초전도
소자 1이 퀜치되어 작동하였으나, 코일 3에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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