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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large demand, the increase of fault current has caused the capacity of power machines in power grid 

to increase. Among several countermeasures, th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has been noticed as one of 

the promising counter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in spite of excellent current limiting performances of 

the SFCL, the application of SFCL to power system has been delayed due to both the limited space for the SFCL’s 

installation and its longer recovery time after the fault remova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hybrid type SFCL 

was developed.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SFCL with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by modelling using PSCAD/EMTDC and experiment. It was shown through the simulation using PSCAD/EMTDC and 

the simulated experiment that the fault current limiting and the fast recovery operations of the hybrid SFCL with the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wer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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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 인 력수요와 분산 원이 증가됨에 따라 용량 

력공 을 해 송․변 설비의 확충과 용량증 가 요구되

고 있다. 용량의 증가는 단락고장으로 인한 고장 류 증가

를 야기 시켰다. 고장 류의 증가는 력계통 설비들과 

력계통의 안정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고장 발

생시 고장 류가 기존에 설치된 차단기  보호기기의 차단

용량을 과하여 교체가 불가피하다. 기존 고장 류 제한 

방법은 선로 차단, 한류 리액터 설치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

하여 왔지만 비용 측면이나 력공  손실  계통 안정도 

측면에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1-3]. 이러한 이유로 고장

류를 제한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도 

류제한기를 용하는 방법은 고장 류 감을 한 좋은 

안 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다 [4-6].

력계통에서의 도 류제한기는 계통의 단락사고로 

인한 고장 류 발생시 고장 류를 제한해 다 [7-8]. 실제

으로 계통에 용 가능한 도 류제한기의 개발은 막

한 도 소자  냉각 비용 뿐만 아니라 상업  실용화 

난 과 기술 인 어려움으로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한 도 류제한기는 이상 인 류제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 소자의 회복 특성 한계로 인

해 재폐로 동작을 만족하기가 어려워 실제 력계통 용시 

기존 설치된 계 기  차단기들과의 조문제를 해결하기

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가 제안되었다 [9-10].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는 도 소자가 고장 류

를 감지해서 트리거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도 소

자의 부담이 기존 도 류제한기에 비해 어들어 회복

특성, 교류손실, 냉각  경제성 등에 하여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어 실용화를 한 실증시험 단계에 있다.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는 구조에 따라 반주기 이내 동작과 

반주기 이후 동작을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에서 

반주기 이후 동작방식의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는 

고장 후 반주기 뒤에 고장 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순시 사

고에 한 보호 조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1].

본 논문에서는 반주기 이후 동작 하이 리드 도 류

제한기를 PSCAD/EMTDC와 모의실험을 통하여 류제한

특성을 분석하 다.

2. 본  론

2.1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구조    

 동작 특성

2.1.1 기본구조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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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도 소자(SC)는 고장 류

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동코일(Driving coil)은 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력으로 고속스 치(SW1, SW2)를 동작 

시킨다. 류제한소자(CLR)는 항형과 유도형으로서 고장

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회로

Fig. 1 Circuit of hybrid type SFCL with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2.1.2 동작원리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는 정상상태에

서는 도 소자와 SW2를 통해서 류가 흐르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 소자에 임계 류 이상의 류가 흘

러 항이 발생한다. 발생된 항으로 인해 구동코일로 

부분의 류가 흐르게 되고, 구동코일로 흐르는 류에 의해

서 발생된 자력으로 고속스 치가 동작을 한다. 이때 고

속스 치  의 스 치(SW1)가 닫히고 반주기 이후 

SW2에 흐르는 류가 0이 되는 시 에 고속스 치의 아래 

의 스 치(SW2)가 개방된다. 이 동작이 완료 되면 반주

기 이후 고장 류는 CLR로 흘러 고장 류를 제한한다.

2.2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모델링

2.2.1 도 소자 모델링

도 소자는 정상상태에서는  항을 유지하고, 임계

류 이상의 류가 흐를 경우 도 소자가 퀜치되어 

항이 발생한다. 이후 임계 류 이하의 류가 흐를 경우 

도 소자가 회복되고, 이러한 상을 모델링하 다 [12]. 식 

(1)은 도 소자의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R0는 퀜치발생시 수렴하는 상 도 항, TF는 시정수를 

나타내고 tfault, tclear, t2ndrecovery는 각각 퀜치 발생시간, 1차 회

복시간, 2차 회복시간을 의미한다. 

도 소자는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 류가 임계 류 이

상으로 흐르면 항이 지수형태로 발생하고, 고장이 제거되

면 의 기울기로 1차 회복을 한다. 회복 항이 이하가 

되면 의 기울기로 2차 회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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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속스 치 모델링

고속스 치는 2개의 a, b 과 을 동작시킬 구동코

일로 구성된다. 구동코일을 항과 리액터성분으로 구성하

여 자력이 기 치 이상 발생하면  을 동작하고 아

래 은 흐르는 류가 0이 되는 순간 개방되도록 모델링 

하 다.

2.2.3 회로구성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PSCAD/ 

EMTDC 해석모델의 회로구성은 그림 1의 기본구조를 고려

하여 구 하 다. CLR의 부분은 항형 는 유도형을 사용

하여 회로를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항형을 사용하

을 경우에 해서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그림 2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모델

링 회로

Fig. 2 Modeling circuit of hybrid type SFCL with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2.2.4 모델링 결과

본 해석모델의 동작 메카니즘을 검증하기 해서, 시뮬

이션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 다. 그림 1과 같이 원, 선로,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그리고 부하로 

회로를 구성하 다. 이때 고장을 부하 앞단에서 모의하여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동작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림 3은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모델링에 흐르는 류 형을 나타낸다. 

고장 발생시 도 소자가 반주기 동안은 고장 류를 제한

하지 않고, 반주기 이후부터 고장 류를 제한하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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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모델링의 

류 형

Fig. 3 Current wave of hybrid type SFCL with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그림 4는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모

델링의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iFCL는 반주기 이후 하이 리

드 도 류제한기에 흐르는 체 류, iSC는 도 소

자에 흐르는 류, ia는  에 흐르는 류, id는 구동코

일에 흐르는 류, iCLR은 CLR에 흐르는 류, RSC는 도 

소자의 발생 항, SSW1은   스 치 동작 신호, SSW2

는 아래  스 치 동작 신호를 나타낸다. 평상시에는 

류가 도 소자와 아래 으로 흐르다가 고장 발생시 

고장 류로 인해 도 소자가 퀜치되어 항이 발생된다. 

이때 고장 류가 구동코일에 흐르게 되고 자력이 발생되

어 일정크기 이상의 자력이 발생되면  이 단락되고 

아래 에 흐르는 류가 0이 되면 이 개방된다. 고

속스 치의 동작 이후 고장 류는 CLR에 흐르게 되어 고장

류를 제한하는 동작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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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모델링

의 동작특성

Fig. 4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hybrid type SFCL with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2.3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모의실험

2.3.1 모의실험 회로

그림 5는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모의실험을 한 회로를 나타낸다. 모의실험 회로는 모델링 

회로에서의 각각의 라미터 값과 동일하게 구성하 으며 

원,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선로 임

피던스, 부하 임피던스로 구성되었다. 반주기 이후 하이 리

드 도 류제한기를 동작시키기 해서 고장을 부하 앞

단(fault1 치)에서 모의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실제 실험

에서는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를 구성

시 기계  스 치를 신하여 DSP와 력용 스 치를 이용

하여 구성하 다.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

기의 동작은 DSP를 통해 구동코일에 흐르는 류를 센싱하

여 일정 값 이상일 경우 각각의 스 치를 동작시키고, CLR

에 흐르는 류가 일정 값 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스 치의 

동작이 처음상태로 복귀되도록 설정하 다. 이때 각각의 설

계변수는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림 5 실험 회로

Fig. 5 Experiment circuit

선로 R1+jL1 [Ω] 0.097 + j0.685

부하 Load [Ω] 41.20∠2.62〫

표  1 회로 설계변수

Table 1 Circuit parameter

2.3.2 모의실험 결과

그림 6은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용시와 미 용시에 하여 류 형을 비교하여 나타낸

다. 고장이 발생 후 고장 류가 증가하는데 반주기 이후 하

이 리드 도 류제한기를 미 용시 고장 류 제한해주

지 않기 때문에 큰 고장 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를 

용시 고장 발생 후 기 반주기동안 고장 류를 제한하지 

않고 반주기 이후 고장 류를 제한해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반주기 동안에 고장 류가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미 용시 보다 약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

한기의 동작 에 도 소자의 퀜치로 발생된 항에 의

한 고장 류 제한 특성이다. 이때 구동코일로 류가 분기

되는데 부분의 류가 구동코일로 흐르게 되지만 약간의 

류가 도 소자로 흐르게 되어 도 소자에 발생된 

항으로 인하여 SW1의 단락되기 까지 류가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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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1이 단락된 이후에는 력용 스 치 자체의 작은 항으

로 인해 류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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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류 형 비교

Fig. 6 Comparison of curren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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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동작

특성

Fig. 7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hybrid type SFCL with 

first half cycle non-limiting operation

그림 7은 실험을 통한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의 모델링과 같이 iFCL

는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에 흐르는 

체 류, iSC는 도 소자에 흐르는 류, ia는  에 

흐르는 류, id는 구동코일에 흐르는 류, iCLR은 CLR에 흐

르는 류, RSC는 도 소자의 발생 항, SSW1은   

스 치 동작 신호, SSW2는 아래  스 치 동작 신호를 

나타낸다. 고장 발생시 고장 류로 인해 도 소자가 퀜

치되어 항이 발생되고 구동코일로 류가 분기되어 흐른

다. 이때 부분의 류가 구동코일로 흘러야 처음 반주기 

동안 고장 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동코일에 흐르는 

류에 의해 일정값 이상의 반발력 발생으로 력용 스 치

가 동작하여 고장 류가 CLR 방향으로 흘러 CLR이 고장

류를 제한해 다. 이후 력용 스 치의 동작으로 인해 

도 소자에 고장 류가 흐르지 않아 회복하게 되고 도 

소자가 회복되면 도 소자에 다시 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CLR에 의해 제한된 고장 류가 도 소자의 임계

류 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제한된 고장 류가 임계 류를 넘

을 경우 도 소자가 다시 퀜치가 되어 항이 발생된다.

그림 8은 항형 도 류제한기와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의 도 소자 V-I 곡선을 나타

낸다. 항형 도 류제한기의 곡선을 보면 고장 발생

시 V-I곡선의 기울기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 소자에 항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곡선의 기울기가 큰 것은 발생된 항이 크고 

그만큼 오랫동안 도 소자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의 V-I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항형 도 류제한기 보

다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 

소자의 발생 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울기가 

게 생성되는 것은 그 만큼 짧은 시간에 고장 류를 감지하

고 회복되기 때문에 부담이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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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 류제한기 종류에 따른 도 소자의 V-I  

 곡선

Fig. 8 V-I curve of superconducting element according to   

 SFCL typ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

기의 동작특성을 실험과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다.

 반주기 이후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는 고장 발생

시 고장 류를 도 소자가 직  제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여 트리거 역할만 한다. 그리고 고속스 치를 이용하

여 고장 류를 CLR에 흐르게 하여 고장 류를 제한하는 동

작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반주기 동안에는 류를 제한

하지 않고 반주기 이후 류를 제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항형 도 류제한기와 다르게 도 

소자의 부담이 어 회복특성이 좋아 경제  부담이 어들

고 크기도 어들어 실계통 용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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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통에 하이 리드 도 류제한기 도입에 따른 

보호기기간의 조 계 분석을 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계

통 용을 한 검토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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