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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로의 상학  상사성을 이용한 류제한기 

구조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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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for a Structure of Current Limiter using a Phasic Similitude of 

Magnetic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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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current limiter using a magnetic switching which is based on magnetic flux change in the 

case of fault is proposed. This current limiter consists of iron-core and three parts of coils. One is the primary coil 

connected to the power system. Another is the secondary coil wound to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primary coil's 

winding. The other is the secondary of the secondary coil which is a movable copper plate winding and located below 

the secondary coil. In the normal state, the magnetic flux produced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coils flows to the 

opposite directions each other and becomes to be canceled out. Therefore the voltages induced between the coils are zero. 

In the case of a fault, at the moment of a fault occurrence recognition, the switch connected to a secondary coil is 

opened and the secondary of the secondary coil is pulled out to the outside of the iron-core. Then, magnetic flux 

becomes to flow through the iron-core. Accordingly, the voltage is induced between the both ends of the primary coil 

and makes the current reduc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ut off the circuit breaker easily with the proposed current 

limiter.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limiting effects and the detailed results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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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용량 력사용에 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력사용  

력설비가 차 규모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송 용량

이 증가하는 등 력계통이  용량화 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용량화 력설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단락

류의 증가는 기존에 설치된 력설비가 가진 단락용량보다 

더 큰 단락용량을 가진 력설비를 요구하고 이에 한 충

분한 차단능력을 가진 력설비로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등 

비용의 증가와 설비의 형화  기술 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등의 문제 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술 으로나 경제 으로 력설비의 안정 인 운

을 하여 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류를 감

소시켜 이를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즉, 류제한기

의 개발이 필수 이게 되었다[1]. 류제한기는 정상상태에

서는 력계통에 미치는 향이 고 고장 발생시에는 고장

류 인지 즉시 계통에 흐르는 고장 류를 감소시키고 그 

순간 차단기를 open하여 고장 류를 용이하게 차단함으로써 

은 용량의 차단기로도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단기의 동작책무와도 조할 수 있어

야 한다.[2]

따라서 단락용량이 큰 력계통에서 류제한기를 사용하

면 차단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차 용량화되고 있는 력계통에서 차단용량 증가

에 따른 차단설비 교체 등의 투자 산 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류제한기는 많은 종류와 방식의 기기들이 연구되어 왔

지만, 최근 들어 도 한류기에 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도를 이용한 한류기를 실 계통에 용

하기 해서는 도 단  소자들의 직·병렬 연결을 통한 

용량증 와 재료 인 제약[3][4] 즉, 단  소자의 통 용량 

 한류 항 증가 등 용량화 구 에 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5]

본 논문에서는 력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고

장 류 인지 즉시 류제한기의 자계 스 칭을 통하여 인덕

턴스를 변화시킴으로써 순간 으로 역기 력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력계통의 고장 류를 감소시킨 후 그 순간 차

단기를 open함으로써 은 용량의 차단기로도 큰 고장 류 

차단이 가능한 류제한기를 제안하 다. 이는 용량화 구

이 가능하고 구조  동작이 간단하다는 장 이 있으며, 

재 부분의 차단기 설비에 사용되는 SF6가스가 기후

약에 따라 의무감축 상 온실가스로 지정이 되었고 환경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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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력설비의 도입  차 확  사용되고 있는 등 차단

기 련 기술의 일  환이 필요한 시 에서 단락용량 문

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2 . 본  론

2 .1 . magnetic switching을 이용한 상학  상사성을    

     가진 류제한기

본 논문에서는 magnetic switching을 이용하고 상학  

상사성을 가진 류제한기의 구조에 하여 제안하고자 한

다. 그림 1의 (a1)과 (b1)은 기 제안했던 구조의 류제한기

로써 가동철심부가 상·하부 고정철심부 사이에 결합하기 

과 후의 자속의 변화에 따른 인덕턴스의 변화로 회로에 흐

르는 류를 감소시키는 구조의 류제한기이다.[6] 이 시스

템은 동일권선, 동일 turn수로 권선이 감겨져 있는 상부  

하부 고정철심부와 이들 고정철심부 사이에 치하면서 순

간 으로 90° 회 하여 자속의 변화를 발생시켜 인덕턴스를 

변화시키는 가동철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철심부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극은 같은 자극이 되도록 권선이 감

겨져 있는 구조이다. 고장 에는 가동철심부가 상‧하 고정

철심부 사이에 결합되기 이며 상부  하부 고정철심부에

서 자속이 서로 반 방향으로 발생하여 상쇄되므로 회로 내

의 총 자속은 0이 되고, 따라서 권선양단에 압강하도 발생

하지 않는다.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인지 즉시 가동철심부

가 상부  하부 고정철심부 사이에 결합하고 그동안 상쇄

되었던 자속이 가동철심부를 통하여 흐르게 되므로 고정철

심부에 감긴 권선에 압강하가 발생하고 회로의 류를 감

소시킴으로써 차단기를 용이하게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1의 (a2)와 (b2)는 철심과 철심외곽의 1차권선  2

차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권선과 2차권선은 서로 반

방향으로 감겨져 있어, 고장 에는 각각의 권선에 의해 발생

된 자속이 서로 반 방향으로 흘러 상쇄되므로 회로내의 총

 

      (a1) 고장                (b1) 고장 후

    

      (a2) 고장                (b2) 고장 후

    

       (a3) 고장                (b3) 고장 후

 

       (a4) 고장                (b4) 고장 후

그림 1  상학  상사성의 류제한기

Fig. 1  Current limiters with phasic similitude

자속은 0이며 압강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2차권선을 철심 밖으로 쳐 내면 회로에는 그동안 상쇄

되었던 자속이 1차권선에 의한 자속만이 흐르게 되므로 1차

권선 양단에 압강하를 발생시켜 회로의 류를 감소시키

게 된다.

그림 1의 (a3)와 (b3)는 고장 에는 철심의 앙에 치

한 동 으로 인하여 상부권선과 하부권선에서 서로 반 방

향으로 발생한 자속이 간에 치한 철심으로 흐르지 못하

고 서로 상쇄되다가 고장발생 즉시 동 의 한쪽면을 쳐 내

게 되면 간철심을 통하여 자속이 흐르게 되므로 권선에 

압강하를 발생시켜 회로의 류를 감소시키는 구조의 

류제한기이다.

그림 1의 (a4)와 (b4)는 3상 류제한기의 구조로 고장

에는 각 상의 상부  하부권선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서로 

상쇄되어 자속의 흐름이 없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간에 

치한 가동철심부가 회 하여 각 상의 고정철심부 사이에 결

합하게 되고 가동철심부를 통하여 자속이 흐르게 되므로 이 

때 발생한 압강하에 의해 회로의 류를 감소시키게 되는 

구조이다.

그림 1에 표시된 각각의 류제한기는 기 제안한 류제

한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고장발생시 open되어 있던 

자기회로가 close되고 close되어 있던 기회로가 open되는 

magnetic switching을 이용하여 역기 력을 발생시켜 회로

에 흐르는 류를 감소시킨다는 원리를 응용하는 면에서 각

각 상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에서의 류제한기 구조는 (a1)과 (a2)의 경

우에는 량물의 가동철심부와 2차권선을 움직여야 하므로 

기기구 시 곤란할 수 있으며 (a3)는 동 으로 이루어진 구

조물의 한쪽면을 철심 밖으로 쳐내기 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평상시에도 부분을 통한 자속의 흐름이 생

길 수 있으며 (a4)는 3상 동시 자계 스 칭을 한 구조로

서 (a1)과 유사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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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기구 시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고 작

동이 간단하며 기기손상이 고 소형의 액 에이터로 동작

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류제한기 구조에 하여 제안하

고자 한다.

2 .2  구조  동작원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류제한기는 자속의 변화를 통한 

인덕턴스의 변화를 이용하여 순간 으로 역기 력을 발생시

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써 자속이 흐를 수 있는 철심과 

철심을 심으로 최외곽에 치하면서 원과 부하에 연결

된 1차권선, 철심과 1차권선 사이에 치하면서 2차권선 스

치와 연결된 2차권선  2차권선과 동일선상의 하부에 

치하면서 연이 없으며 이동이 가능한 동 권선으로 이루

어진 2차권선 secondary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동일 철심

에 감겨진 1차권선과 2차권선은 서로 반 방향으로 감겨져 

있는 구조이며 2차권선 secondary 회로는 1회 권선이 된다. 

아래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agnetic switching

을 이용하는 류제한기의 구조와 이 회로에 원을 공 하

는 교류 원  부하로 구성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의 (a)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상태에서

는 2차권선의 스 치가 close 되어 있고 2차권선 secondary

도 상시 폐회로로 존재하므로 1차권선에서 발생한 자속 Φ1

과 2차권선에서 발생한 자속 Φ2  2차권선 socondary에서 

발생한 자속 Φ2sec은 서로 반 방향으로 발생하고 서로 상쇄

되어 회로내의 총 자속은 0이 된다. 따라서 회로에는 권선

에 의한 자속의 변화를 발생하지 않으며 한 1차권선  2

차권선, 2차권선 secondary의 양단에는 압강하가 발생하

지 않게 되어 회로에 미치는 향이 없는 일반 인 회로인 

상태가 된다.

그림 2의 (b)와 같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 류 

인지 즉시 2차권선의 스 치를 open한다. 이 때 스 치에 

걸리는 차단 압이 클 경우 차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

안한 시스템에서는 2차권선 secondary가 동일철심에 폐회로

로 치하고 있기 때문에 철심에 흐르는 자속의 격한 변

화를 방지하므로 2차권선 스 치의 차단 압은 설이 없는 

이상 인 상태에서는 0이 된다. 따라서 2차권선에 연결된 

스 치는 최소한의 용량을 가진 스 치를 사용하여도 차단

동작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2차권선의 스 치를 

open하게 되면, 2차권선의 류 I2 = 0 이 되고 이에 따라 2

차권선 secondary에는 1회 권선이므로 1차권선의 류와 

turn수에 비례하는 큰 류가 흐르게 된다. 이 때 순간 으

로 2차권선 secondary를 기계 인 힘으로 철심 바깥쪽으로 

쳐 내리면 회로에는 1차권선과 open 된 상태의 2차권선만이 

남게 되고, 1차권선에 의하여 철심에 큰 자속이 발생하게 되

므로 1차권선은 큰 인덕턴스를 가진 회로가 되고, 따라서 1

차권선  2차권선 양단에 압강하를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생된 1차권선의 압강하는 회로의 류를 크게 감소

시키게 되고 이 순간 차단기가 고장 류를 용이하게 차단하

게 할 수 있게 하는 류제한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류제한기는 2차권선 secondary를 쳐 내

릴 때 동 만을 이동하게 되므로 그림 1과 같이 상학  

상사성을 갖는 여러 형태의 류제한기의 구조에 비해 회로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의 액 에이터 사용이 가능한 장 을 

갖는다.

(a) 고장 

(b) 고장 후

      ※   : 1차권선에 의해 발생한 자속

           : 2차권선에 의해 발생한 자속

           : 2차권선 secondary에 의해 발생한 자속

그림 2  magnetic switching을 이용한 류제한기 구조

Fig. 2  Structure of current limiter using magnetic switching 

2 .2 .1  등가회로 분석

그림 3의 (a)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류제한기의 

등가회로로부터 각각 권선의 기자력은 아래와 같다.

Y    ×                                 (1)

Y    ×                                (2)

Y    ×                    (3)

단, Y  1차권선의 기자력

    Y  2차권선의 기자력

   Y  2차권선 secondary의 기자력

     1차권선의 tur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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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권선의 turn수

   2차권선 secondary의 turn수

    1차권선의 류

    2차권선의 류

     2차권선 secondary의 류

여기서 1차권선과 2차권선의 기자력의 총 합은 같아야 하

므로 의 식들로부터,

 Y    Y    Y                          (4)
×  ×   ×                  (5)

식 (5)로부터 1차권선과 2차권선  2차권선 secondary에

는 기자력 평형을 이루도록 류가 흐르게 되고, 2차권선  

2차권선 secondary에 걸리는 압은 각각의 권선이 폐회로

를 구성하므로 각 권선의 설자속을 무시하면,

                              (6)

이 때,     는 각각 1차권선, 2차권선  2차권

선 secondary에 유기되는 압을 의미한다.

그림 3의 (b)와 같이 고장 류가 발생하면 2차권선의 스

치를 open한 후에 2차권선 secondary를 철심 밖으로 쳐 

낸 상태가 되고 회로에는 1차권선과 open된 상태의 2차권선

만이 남게 된다. 이 때 1차권선에 흐르는 류는 철심에 자

속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1차권선  2차권선 양단에 압강

하를 발생시켜 회로의 류를 감소시키는 류제한기의 역

할을 하게 된다.

(a) 고장 

(b) 고장 후

그림 3  magnetic switching을 이용한 류제한기 등가회로

Fig. 3 Equivalent circuit of current limiter using magnetic 

switching

2 .2 .2  철심 하부의 Gap

그림 2에서 나타냈듯이 자속이 흐르는 철심의 하부에 고

장 발생시 2차권선 secondary를 철심 밖으로 쳐 내기 한 

Gap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Gap은 정상상태에서는 1차권선

과 2차권선  2차권선 secondary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서

로 상쇄되므로 Gap의 크기에 상 없이 회로의 총 자속은 0

이 되고 압강하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

의 Gap은 회로에 미치는 향이 없게 된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1차권선에 의해 발생한 자속이 철심과 Gap을 통

하여 흐르게 되는데 이 때의 Gap은 자기회로에서 자속 Φ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기 항 ℜ(reluctance)와 련이 있으며 

ℜ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ℜ 

  


                (7)

보통 철심으로 사용되는 규소강 의 포화 자속 도는 

1.86T이며, 이 때 자기장의 세기 에 의해 370.04

가 된다. 그림 4의 회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Gap이 자기회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각 라

미터를 용하면, 고장 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  (=3.0m)               (8)

 


   ≫          (9)

가 되어 고장시의 자기회로는 자속 도가 포화(B = 1.86T)

인 상태가 된다. 이때 Gap 내에서도 자속 도 1.86T를 유지

하기 한 Gap의 크기는,

  

 

×

                  (10)

                                                     

                 


 


                           
×

이 때, 과 는 각각 Gap과 철심의 자기 항을, 

S는 자속이 흐르는 면 을 의미한다.

 

    

 

 
×

× 
≧        

이어야 하므로

  ≦                                  (11)

즉, Gap이 0.068m 이내일 경우 자기회로는 자속 도가 

포화상태를 유지하므로 고장시 자기회로에 미치는 향이 

없게 되며, 따라서 2차권선 secondary를 철심 밖으로 쳐 내

기 한 Gap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고장 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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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권선의 turn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Gap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N = 100

IR = 200 A

IF = 1,000 A

μ0 = 4π×10
-7 
wb/A-t·m

μr = 4,000

  ※    권선의 turn수,    정상상태에서의 류

        고장상태에서의 류

        자유공간의 투자율,    상  투자율

그림 4 Gap을 가진 자기회로  라미터

Fig. 4 Magnetic circuit with Gap and parameters

2 .2 .3  동 이 철심을 빠져나올 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

두 개 이상의 자기장 발생원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은 이

들 자기장 발생원 사이에 서로 당기거나 치는 힘이 발생

하는데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자속 성분이 자속집 이라고 

하는 자속의 순 증가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상호 척력이 

작용하고 자속성분이 서로 반  방향인 발생원간에는 상호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제안한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한 후 2차권선의 스 치를 

open하게 되면 2차권선에는 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

고 2차권선 secondary에 큰 류가 유기되는데, 이 때 2차

권선 secondary에는 쯔의 법칙에 의하여 1차권선에서 형

성된 자속의 방향과 반 방향의 자속이 되도록 류가 흐르

게 되므로 1차권선과 2차권선 secondary에는 그림 5의 (a)

의 F2sec와 같이 상호간에 척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2차

권선 secondary가 철심 밖으로 용이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이상 인 경우를 가정하면 2차권선 secondary가 Gap을 

완 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1차권선과 2차권선 secondary는 

서로 반 방향의 자속을 발생시켜 상쇄시키므로 Gap에 흐

르는 자속은 없다. 따라서 2차권선 secondary가 Gap을 빠져

나갈 때까지는 1차권선과 2차권선 secondary간에는 상호척

력이 지속 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2차권선 secondary가 Gap을 완 히 빠

져나가기 이라도 설에 의한 자속이 Gap을 통하여 흐를 

수 있으므로 2차권선 secondary가 Gap을 빠져나갈 때 받는 

힘의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의 (b)와 같이 1차

권선에 의해 발생한 자속  일부분의 설자속 Φ’1이 Gap

을 통하여 흐르게 되면 철심에 감긴 2차권선 secondary에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한다.

  ×′                   (12)

여기서,      2차권선 secondary가 받는 힘

          2차권선 secondary의 류

        ′    Gap에서의 자속 도

           도체의 유효길이

도체의 유효길이란 자기장 안에서 자기장에 직각인 성분

의 길이를 말한다. 따라서 2차권선 secondary는 류의 방

향과 자속의 방향이 일직선인 ⓐ~ⓑ  ⓒ~ⓓ 부분과 자속

의 흐름이 미치지 않는 ⓓ~ⓐ 부분은 힘의 발생과 무 하게 

되고 ⓑ~ⓒ 부분만이 Φ’1의 향을 받아 상기 식 (12)의 힘

을 받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힘의 방향은 의 왼손

법칙을 용하면 2차권선 secondary의 ⓑ~ⓒ 부분도 아랫방

향으로 향하는 힘 F'2sec을 받게 되어 더욱 용이하게 2차권

선 secondary를 철심 밖으로 쳐낼 수 있게 된다.

(a) 동 이 철심을 빠져나올 때 받는 힘의 방향

(b) Gap에 흐르는 자속에 의한 동 이 받는 힘의 방향

    ※ ′   : Gap에 흐르는 자속
      F2sec : 2차권선 secondary가 1차권선에 의해 받는  

                힘의 방향

       F’2sec : 2차권선 secondary가 Gap에 흐르는 설  

                 자속에 의해 받는 힘의 방향

그림 5  동 이 받는 힘의 방향

Fig. 5  Direction of force applied to copp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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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동 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2차권선 secondary

가 철심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 

시스템 구 시 최소한의 액 에이터 사용이 가능한 장 으

로 작용하게 된다.

2 .2 .4 류제한기 동작을 한 리액턴스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2차권선

의 스 치를 open하고 2차권선 secondary를 철심 밖으로 쳐 

내면 1차권선에 자속의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발생된 

압강하로 인해 회로의 류를 감소시키는 류제한기로서의 

동작을 하게 된다. 이 때 1차권선에 발생하는 인덕턴스를 

히 조 하면 고장시 회로에 흐르는 고장 류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의 (a)와 같이 회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의 원 압을 1.0pu, 리액턴스를 j0.2pu  고장 류를 

5.0pu로 가정하고 그림 6의 (b)에서와 같이 류제한기를 이

용하여 고장 류를 50% 감소시킨 2.5pu로 감소시킬 때 1차

권선의 인덕턴스를 그림 4의 회로의 라미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3)

      

 


× ××
 

                       (14)

      

 


  



××

     × ×         (15)

이 때의 리액턴스는   ×  이며 이 값을 

Base Impedence로 나 면 고장 류를 감소시키는 류제한

기의 인덕턴스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a) 류제한기가 없는 상태의 고장 류()

    

(b) 류제한기를 이용한 감소된 고장 류( ′)
그림 6 고장발생시 류제한기 동작에 따른 고장 류

Fig. 6 Fault current according to current limiter operation

2 .3  구조  동작원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류제한기를 이용하여 류의 변화

를 확인하기 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시 사용한 라

미터는 표 1과 같고, 고장발생시 류제한기의 2차권선의 스

치가 open되고 2차권선 secondary를 철심 밖으로 쳐 내기 

·후의 모습을 그림 7의 (a),(b)와 같이 나타내었다.

라미터 Value 라미터 Value

AC Source(V) 150
회로부하

항 RD(Ω)
4.0

1차권선

항 R1(Ω)
0.40

2차권선

항 R2(Ω)
0.35

1차권선

인덕턴스L1(mH)
59.88

2차권선

인덕턴스L2(mH)
68.32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2 .3 .1  류제한기 동작 ‧후의 압  류의 변화

류제한기 동작 ·후의 압과 류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그림 7의 (c)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각각 권

선의 압과 류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표 2와 같이 나타

내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원 압에 하여 류제한기

가 동작하기 과 동작한 후의 각각의 회로 류에 해당하는 

1차권선의 류를 비교하면 류제한기가 동작한 후의 류

는 동작하기 의 류에 비하여 평균 약 7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1차권선의 압도 류제한기가 동작한 

후에 크게 증가하여 1차권선의 류를 제한하는 압강하가 

발생함을 한 알 수 있다.

2차권선 

SW : Close

   

2차권선 

SW : Open

  

  (a) 동작        (b) 동작 후       (c) 실험장치

그림 7 류제한기 동작 ‧후의 모습

Fig. 7 Before and after current limiter operation 

2 .3 .2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류제한기는 설이 없는 이상

인 경우라면 정상상태에서는 1차권선에 유기되는 압은 0

이며, 따라서 압강하가 없는 일반 인 회로로 작용을 하게 

되고, 고장시에는 1차권선에 역기 력이 유기되어 회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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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압

(V)

동작 동작 후

1차권선 2차권선 1차권선 2차권선

압(V) 류(A) 압(V) 류(A) 압(V) 류(A) 압(V) 류(A)

50.5 7.0 9.77 0.1 9.31 47.3 2.27 47.1 0

100.1 14.2 19.35 0.2 18.60 93.3 4.51 93.2 0

147.6 21.7 27.70 0.3 27.00 140.5 6.93 140.2 0

표   2  류제한기 동작 ‧후의 압과 류

Table 2  Voltages and currents before and after current limiter operation

를 제한하게 되며 이 때 1차권선의 인덕턴스가 크면 클수록 

류제한 효과는 더 커진다.

본 실험에서는 정상상태에서도 원 압에 하여 약 

14%의 1차권선 압이 유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작상 설자속을 충분히 일 수 없었고 한 권선에 감

겨있는 도선의 자체 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연

구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력계통에

서 고장 류 발생시 본 시스템을 용하면 고장 류를 크게 

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차단설비도 더 

은 용량의 차단기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의 감에도 기여

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었다.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력 요구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력계통도 차 용량화 되어감에 따라 더 큰 단락용량을 

가진 설비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기술 , 경제 인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류제한기 개발을 목 으로 연구를 진

행하 다.

특히 력설비의 친환경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SF6 가스 연의 력설비 사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상

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류제한기를 사용하면 환경문

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향후 활용

범 가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류제한기는 평상시에는 각 권선에

서 발생하는 자속이 서로 상쇄되어 발생되는 압강하가 없

는 상태에서 고장 류 발생시 순간 으로 권선에 자속을 발

생시켜 인덕턴스에 의한 역기 력을 유기함으로써 회로에 

흐르는 고장 류를 제한하고 고장 류 차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용한 것으로, 차단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켜 설비를 보호하고 은 용량의 차단기 사용과 이에 

따른 투자 산의 감에도 기여함은 물론, 작동이 간단하고 

기기손상이 으며 소형의 액 에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모든 차단기의 사용분야에 활용

될 수 있으므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단되며 력

설비의 안정성  신뢰성에도 큰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다만 실험시 제작상 설자속을 충분히 일 수 없었고 

권선에 감긴 도선의 자체 항으로 인하여 정상상태에서도 

류제한기에 일정한 압강하가 발생하는 등의 사항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며 고압 력계통에 사용될 수 있는 

설비로의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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