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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ault current has been increasing due to expansive substation facilities for meeting the increase of
demand. To limit increasing fault current in a power system, among methods th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has been considered to be adopted in the power grid. However, in case of adopting SFCL in the power system,
most of SFCLs need to solve problems such as recovery, cost. With efforts to solve those problems, the novel fault
current limiting device which is called hybrid SFCL is developed. To apply the hybrid SFCL, it has to be needed to
analyze application possibility and itself operation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fault current limiting and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hybrid SFCL with first half cycle the limiting operation in case of various resistances of
superconducting element were analyzed throug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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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원
설비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전력계통의 고장전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증가하는 고장전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단
기의 교체, 직렬리액터 채용 또는 고임피던스 기기 사용 등
의 방안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들은 평상
시 손실 발생 및 전압강하 발생, 계통의 안정도를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고장전류 증가 대안으로 초전도 전류제한기라는 새
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연구되고 있다.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기존의 고장전류 대책 방안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력설비를 사용과 효과적인 전력공급
을 기대할 수 있어 초전도 전류제한기에 많은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 초전도 전류제한기를 전력계통
에 적용하기 위해 고장전류 제한 효과 및 기기의 동작특성,
경제성 등을 보완하여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가 개
발되었다.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크게 저항형 초
전도 소자, 고속 스위치와 한류 소자로 구성된다. 하이브리
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에 있어 초전도 소자는 고장
초기 고장전류를 감지하고 고속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역할
을 함으로써 기존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초전도 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전력부담을 감소시켜 동작특성 및
경제성 등에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장전류의 제
한 동작을 하는 시점에 따라 반주기내 및 반주기 후 고장전
류를 제한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초전도 소자와 한류소자
를 사용하여 고장전류를 제한하는 기기이고 동작 특성상 두
소자 사이에 스위치의 동작이 필요하다. 두 소자 사이의 스
위치가 동작하는 시간은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 특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를 전력계
통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설
계 조건에 따른 동작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반주기내 전류를 제한하는 하이브리드 초
전도 전류제한기의 구성에서 초전도 소자의 저항 크기에 따
른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 특성과 고장전류
의 특성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2.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
2.1 기본 구조
반주기내 고장전류를 제한하는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
한기의 기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초전도 소자, 고속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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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초전도 소자 (Superconducting
element : SC)는 고장발생 초기에 초전도 소자의 퀜치 특성
을 이용하여 고장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 고속 스위치가
동작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고속 스위치는 두 접점(SW1,
SW2)과 구동코일(Driving coil)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전도
소자 퀜치시 구동코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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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접점을 동작시킨다. 한류 소자(CLR)는 고속 스위
치의 동작 완료시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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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질적으로 고장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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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구조.
Fig. 1 Scheme of hybrid SFCL with first half cycle limit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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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내부 전류 파형.
Fig. 2 Waveforms of hybrid SFCL's inside current with first
half cycle limiting type.

3. 모의실험 구성 및 결과 분석
3.1 모의실험 구성 및 방법

2.2 동작 원리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은
두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상상태의 동작으로 초전
도 상태를 유지하는 초전도 소자와 고속 스위치의 B접점
(SW2)을 통해 부하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흐르는 전류
가 초전도 소자의 임계전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류기에
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림 3은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
의 구성에서 초전도 소자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변화에 따라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과 전류제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한 모의실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며, 표 1은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변압기, 선로 임피던스, 부하를 보여준다. 모의계통에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피더 인
출점에 설치하여 모의 단락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고장이 발생하면, 큰 고장전류가 발생하고 하이브리
드 초전도 전류제한기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에 흐르는 전
류는 초전도 소자의 임계전류를 넘는 전류로 퀜치현상이 일
어나고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초전도 소자에 저항이 발생
하게 되면 구동코일(Driving coil)로 전류가 분기되고, 구동
코일의 임피던스는 초전도 소자의 저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구동코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이때 구
동코일로 흐르는 큰 전류에 의해 전자력이 발생하고 이 힘
으로 고속 스위치를 동작시키게 된다. 고속 스위치의 SW1
은 단락, SW2는 개방되는 동작을 함으로써 초전도 소자로
흐르는 고장전류는 차단되며 고장전류는 한류소자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동작 순서로 고장전류를 고장발생 후 반주기
내에 제한하는 형태가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이다. 본 논문은 모의실험에서 하이브리드 초전
도 전류제한기의 고속 스위치를 대신해 전력용 반도체 스위

그림 3 모의실험 회로도.
Fig. 3 Experiment circuit of power system.
표
1 모의계통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power system.

기기명

치를 사용하였으며, 구동코일(Driving coil)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값에 따라 스위치가 동작하도록 구현하여 반주기내 한

변압기

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
였다. 그림 2는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

선로

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세부적인 전류파형으로 고장발
생시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전류의 파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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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파라미터

값

단위

Srate

3

[kVA]

N1/N2

3

R1 + jX1

0.097 + j0.685

[Ω]

R2 + jX2

0.140 + j1.048

[Ω]

Load1, Load2

41.20∠2.62

[Ω]

Load3

10.47∠10.37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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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 동작 특성 분석

를 보여준다. 이는 앞선 설명과 같은 방법으로 초전도 소자

그림 4는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와 반주기내 한류형

에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여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였을 때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초전도 소자에서 나타나는

초전도 소자에 발생하는 전압 및 전류에 의하여 나타난다.

V-I 곡선을 보여준다.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기간 동안 초전도 소자가 직접적으로 고장전

저항 곡선에서 초전도 소잔의 퀜치로 저항이 증가하다가 갑
자기 0이 되는 부분은 구동 코일에 전류가 분기되어 흐르다

류를 제한하므로 오랜 시간동안 저항이 발생․지속되므로

가 전력용 스위치의 동작으로 초전도 소자에 직렬 연결된

여러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SW2가 개방되어 초전도 소자에 흐르는 전류와 양단의 전압

초전도 소자에 많은 부담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에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V-I

이 0이 되어 초전도 소자의 회복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저항
이 0이 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곡선은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곡선보다 반복된 횟수
30

가 현저히 적게 보인다. 이 결과는 반주기내 한류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특성으로 초전도 소자는 짧은 시간에 고
장전류를 감지하고 회복하는 형태로 부담이 적은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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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발생된 저항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
기의 기울기가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보다 작은 것은 짧
은 시간에 고장전류 제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초전도 소자
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크기가 작은 점을 알 수 있다.

Rsh= 2.3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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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병렬저항에 따른 초전도 소자의 저항 변화.
Fig. 5 Resistance of superconducting element in case of

0
-25

various shunt resistances.

-50
Resistive SFCL

-75
-100
-10

0

10
20
Current [A]

30

40

그림 4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와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

류제한기의 초전도 소자 V-I 곡선.
Fig. 4 V-I curves of superconducting element between

초전도 소자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퀜치
시 발생되는 초전도 소자의 저항이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저항의 발생 시간으로부터 초전도 소자에 발생한
저항이 작을수록 구동코일로 흘리는 전류가 적기 때문에 구
동 코일에서 전자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병렬저항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을 분
석하면 그림 6부터 그림 8과 같다.

resistive SFCL and hybrid SFCL.

isc

40

Current [A]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초전도
소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저항형 초전도 전류제한기보다 적
은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주기내 한류형 초전도 전류
제한기에서 초전도 소자의 저항의 크기에 따라 구동코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동작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초전
도 소자의 저항에 크기에 따라 동작 변화를 분석하였다. 초
전도 소자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초전도 소자에 병렬
로 저항을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크기를 변화함으
로써 퀜치시 초전도 소자에 발생하는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병렬로 연결한 저항의 크기는 2.3, 5.2, 10.4 [Ω]으
로 증가시키는 형태로 설계 조건을 정하였고, 병렬 연결된
저항의 변화에 따른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
류제한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5는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
에서 설계 변수로 설정한 초전도 소자의 저항 크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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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내부전류 (Rsh = 2.3 [Ω]).
Fig. 6 Waveforms of hybrid SFCL's inside current (Rsh =
2.3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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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2.3 [Ω]의 병렬 저항을 적용한 경우 반주기내

이는 병렬된 저항이 증가하면서 초전도 소자에서 발생하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구성에서 초전도

는 저항이 증가하여, 구동 코일이 갖는 임피던스의 크기와

소자와 구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 파형이다. 그림
2에서 본바와 같이 고장전류가 초전도 소자로 흐르다가 고

비교하여 구동 코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크기 때문에 구
동 코일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기울기와 크기가 증가함을 알

장 발생으로 큰 전류로 인하여 구동 코일로 전류가 분기되

수 있다. 또한 구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많을수록 구동

고, 구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각 접점의 동작이 이

코일의 전류 크기로 동작하는 접점 스위치의 동작 시간이
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은 병렬 저항이 각각 5.2 [Ω], 10.4 [Ω]을
적용하였을 경우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
제한기의 초전도 소자와 구동코일의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두 결과도 그림 2, 6과 같이 고장전류에 의하여 초전도 소자

실험 결과, 초전도 소자의 저항이 클수록 구동 코일로 흐
르는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구동 코일에 흐르는 전
류의 크기가 클수록 스위치가 좀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반주

에 저항이 발생되고, 구동 코일로 전류가 분기되면서 스위치

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 시간에

가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8의 동작은 반주기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류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동작으로 일정함을 볼 수 있지
만, 구동 코일로 흐르는 전류(id)를 비교하면, 증가되는 기울
기와 크기가 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주기내 한류형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구성요소 중 초전
도 소자의 저항 크기에 따른 동작을 분석하였다. 또한 초전
도 소자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크기에 대하여 고장전류 제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9는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기
를 적용했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고장전류의 파
형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몇 주기 후에 고장전류는 초전
도 전류제한기의 동작으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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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내부전류 (Rsh = 5.2 [Ω]).
Fig. 7 Waveforms of hybrid SFCL's inside current (Rsh =

장 발생 초기에 초전도 소자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되는 특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장발생 후 반주기내에서 초전도 소자가 고장전류를 제한
하기 때문에 초전도 소자에 발생된 저항의 크기에 의존한
다. 또한, 초전도 소자의 저항 크기에 따라 접점 스위치의
동작이 달라지므로 고장전류가 제한되는 시점도 약간의 차
이가 발생한다. 즉, 초전도 소자에 연결된 병렬 저항의 크기
가 2.3, 5.2, 10.4 [Ω] 순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라 초전도 소
자에 발생하는 저항이 증가되므로 고장발생 후 반주기에 제
한되는 고장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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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초전도 전류제한기의 내부전류 (Rsh = 10.4 [Ω]).
Fig. 8 Waveforms of hybrid SFCL's inside current (Rsh =

10.4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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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초전도 소자의 저항변화에 따른 고장전류 곡선.
Fig. 9 Waveforms of fault current in case of various

resistances of superconducting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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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반주기내 한류형 하이브리드 초전도 전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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