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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터의 권선수에 따른 매트릭스형 한류기 최적화 설계

Optimal Design of Matrix-type SFCLs According to Turn Number of Reactors

정 동 철*

(Dong Chul Chung)

Abstract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quench characteristics of matrix-typ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s 

(MFCLs) according to the turn number of reactors. The reactors used in MFCLs apply magnetic field to superconducting 

elements within reactors when fault currents surge into MFCL systems. It makes the fast and simultaneous quenches 

between superconducting elements. Also reactors decrease the fault power burden of superconducting elements by 

bypassing the partial fault currents to itself, when quench occurs. These structure proposed in this work can be expected 

to achieve much more current limiting capacity even though it uses less superconductors compared with other type 

SFCLs. Three reactors were made by Bakelite. These reactors with the turn number of 190, 380 and 570, had the length 

of 270 mm and diameter of 80 mm. We reported experimental results, including fault currents, fault voltages and 

resistance in superconducting elements according to the turn number of reactors. We confirmed that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useful in next future plan for the real pow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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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력계통 설비는 날이 갈

수록 용량이 거 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하

여 계통에서의 사고의 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에서 다

양한 종류의 고장 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도 한류기는 지 까지 개발된 한류기  가장 뛰

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도 한류기 성능은 고장 력

은 1/4 주기 (시간으로 환산시 0.0042 ) 안에 차단할 수 있

으며 재까지 항형, 변압기형, 유도형, 자속 구속형 등 다

양한 종류의 도 한류기들이 제안되고 개발 에 있다 

[1-3]. 

도 한류기는 도체 고유의 상 이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도체의 임계 류를 과하는 고장 류가 계통이 

인입되었을 때 도체가 매우 빠른 시간에 항을 발생시

키는 상 이를 일으킨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바 있는 매

트릭스형 한류기는 도체에 자기장을 인가하는 형태를 

가진 것으로 도체의 동시 퀜치 특성 향상과 더불어 한

류용량 증 에도 유리하다. [3-4].

매트릭스형 한류기는 최  고장 류가 발생했을 때 사고

를 감지하고 고장 류의 일부를 리액터로 우회시켜 도

체에 자기장을 인가하는 트리거 트와 실제 고장 류를 제

한하는 류제한 트, 일부 고장 류를 우회시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병렬 리액터로 구성되어있다. 매트릭스형 한류

기의 동작원리는 고장 류가 한류 시스템으로 인입 시 트리

거 트의 도체는 빠른 퀜치로 인한 항을 발생시키고 

이 항 성분에 의해 고장 류의 일부를 리액터로 우회시킨

다. 우회된 고장 류는 리액터 내에 탑재된 류제한 트

의 도체에 강한 자기장을 인가, 도체의 속 퀜치를 

유도한다. 이때 리액터는 자기장의 인가뿐만 아니라 고장

력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리액터의 일부 고장 력 분담은 도 소자의 력분담을 

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숫자의 도체를 가지고 

좀더 높은 용량의 한류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매트릭스형 한류기의 리액터의 권선 수에 

따른 류 제한 특성에 하여 조사하 으며 이를 매트릭스

형 한류기 내에서의 고장 류, 고장 압, 항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최 의 리액터 권선 수를 도출하 다.

2. 실험 장치의 구성

2.1 매트릭스형 한류기용 리액터의 제작

리액터는 베이클라이트 재질로 제작하 으며 리액터의 길

이는 270 mm, 리액터의 직경은 80 mm 고 동일한 제원으

로 총 3개의 리액터가 제작되었다. 각각의 리액터는 190 

turn과 380 turn, 570턴의 권선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 1에 

그 사진을 제시하 다. 한 각각의 권선을 가진 리액터를 

LCR 메터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1.52 Ω, 2.38 Ω, 3.57 Ω

의 항과 4.52 mH, 7.58 mH, 13.67 mH의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었다. 각 리액터 안에 1개의 트리거 트 도 소자와 

2개의 고장 류제한 트 도 소자가 탑재되어있다. 3개

의 도 소자는 meander line 형태의 선로를 가지고 있으

며 제작된 meander line의 폭은 2 mm, 체 길이는 540 

mm 다. meander line의 제작을 해 사용된 도 소자

의 임계 온도는 87-88 K, 임계 류 도는 2-3 MA/cm
2
으

며 상온에서 공기 의 수분에 의한 열화를 막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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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작된 리액터 사진.

Fig. 1 Photograph of fabricated reactors.

그림 2 매트릭스형 한류기의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s for MF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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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매트릭스형 한류기의 한류 실험 회로.

Fig. 3 Experimental circuits for MFCLs.

YBCO 박막에 0.1 um의 을 증착하 다. 

2.2 매트릭스형 한류기의 구성

그림 2에 매트릭스형 한류기의 등가회로를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매트릭스형 한류기는 1개의 트리

거 트와 두 개의 류제한 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

개의 도 소자가 사용되었다. 그림에서   는 

각각 고장 류 유입으로 3개의 도체에 발생한 항을 

의미하며 은 리액터의 자체 인덕턴스, 과 는 류

제한 트에 병렬로 연결된 익덕턴스로 1 mH의 값을 갖는

다. 더불어 과 는 류제한 트에 병렬로 연결된 

항으로 10 Ω의 값을 갖는다.   는 트리거 트와 

류제한 트에 사고시 인가되는 압을 의미하며 은 

체 고장 류, 는 트리거 트로 유입되는 류, 는 

리액터 로 우회하는 류, 과 는 류제한 트로 

유입되는 류를 의미한다. 그림 3에 매트릭스형 한류기의 

실험회로를 제시하 다. 은 선로 항, 은 부하 항 이

며 을 닫으면 정상 상태의 력계통을 의미하며 가 

동시에 닫힐 경우가 사고 상태를 의미한다. 인가된 고장 압

은 540 V이고 총 5 주기 동안 고장 류를 인가하 으며 시험 

완료 후 실험 회로에 사용된 모든 스 치를 개방하 다 [3-4]. 

3. 실험결과

3.1 고장 류 특성

그림 4에 고장 류가 유입되었을 때, 리액터의 권선수 

190, 380, 570 turn에 따른 고장 류 패턴을 제시하 다. 그

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체 인 고장 류 는 세 리액

터 공히 38.7 A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나 그림 4 

(a)에 제시된 것처럼190 turn의 권선수를 가진 리액터에서 

트리거 트의 류 가 6.1 A로 다른 권선수의 리액터보

다 은 류값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0 

turn을 가지는 리액터의 리액턴스가 무 어 트리거 트

의 도체가 충분한 퀜치를 이루기 에 고장 류가 리액

턴스로 우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체 인 

고장 류 과 리액터 우회 류 가 거의 근사 으로 

동일한 고장 류 패턴을 보여주었다. 실제 고장 류를 제한

하는 류제한 트의 고장 류 과 는 4.8 A와 5.2 A
로 두 류 값이 근사 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장 류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4(b)와 그림 4(c)에 제시된 것처럼 380 turn과 570 

turn을 가지는 리액터에 흐르는 류 는 각각 19 A와 

18.8 A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트리거 

트의 도체에 충분한 퀜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고 3주기 이후 류제한 트의 도체에 흐르

는 류 과도 380 turn의 경우 4.8 A와 5.2 A, 570 
turn의 경우 4.7 A와 5.1 A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7.58 mH, 380 turn 이상의 권선수를 갖는 리

액터가 고장 류를 효과 으로 제한하기에 충분한 권선수라

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이상의 경우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2 고장 압 특성

그림 4에 고장 류가 유입되었을 때, 리액터의 권선수 

190, 380, 570 turn에 따른 트리거 트와 류제한 트에 

걸린 고장 압 패턴을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류제한 트의 첫 번째 도체의 고장 압 은 사

고 3주기 이후에 동일하게 150 V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류제한 트의 두 번째 도체에서 분담하고 

있는 고장 압 는 사고 3주기 이후에 근사 으로 동일하

게 126 V 다. 이는 체 으로 류제한 트의 도체

의 고장 력 분담이 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트리거 트 도체의 압 는 380 turn를 갖는 리

액터에서 사고 직후에는 51 V, 사고 3주기 이후에 는 26 V

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570 turn을 갖는 

리액터에서 트리거 트 도체의 압 는 사고 직후

에 90.1 V, 사고 3주기 이후에는 45 V로 안정화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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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리액터 권선수에 따른 고장 류 패턴; (a) 190 turn 

(b) 380 turn (c) 570 turn. 

Fig. 4 The pattern of fault currents according to (a) 190 

turn, (b) 380 turn and 570 turn. 

(a)

(b)

(c)

그림 5 리액터 권선수에 따른 고장 압 패턴; (a) 190 turn 

(b) 380 turn (c) 570 turn. 

Fig. 5 The pattern of fault voltages according to (a) 190 

turn, (b) 380 turn and 570 turn. 

알 수 있다. 그러나 190 turn을 갖는 리액터에서 고장 압 

는 사고 직후부터 사고기간 내내 0 V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트리거 트의 도체에서 고장 류 

유입으로 인한 퀜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고장 류가 부분 리액터로 우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의 고장 류 패턴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리액터가 고장 류의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고장 력의 과다한 집 은 리액터 권선의 소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력계통에 투입을 

해 매트릭스형 한류기를 설계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요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3.3 항 특성

그림 6에 권선수 190 turn, 380 turn, 570 turn에 따른 매

트릭스형 한류기 내의 항 발생 곡선을 제시하 다. 그림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0 turn의 권선수를 가진 리액터에

서 트리거 트의 도체의 항이 사고직후부터 사고기

간 체를 통해 ‘0’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5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트리거 트 도체의 퀜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체 으로 볼 때 

570 turn의 권선수를 가진 리액터에서 도체 간 항 차

가 가장 었으며 자기장을 인가하는 리액터의 권선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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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리액터 권선수에 따른 항 패턴; (a) 190 turn (b) 

380 turn (c) 570 turn. 

Fig. 6 The pattern of resistances according to (a) 190 turn, 

(b) 380 turn and 570 turn. 

함에 따라 트리거 트의 체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이

며 리액터와 병렬로 연결된 트리거 트의 체의 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자기장을 

인가하는 리액터의 향으로 류제한 트 각 도 소자

의 항값의 차이가 어든다는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매트릭스형 한류기에서 사용되는 리액터의 

권선수에 따른 류제한 특성을 조사하 다. 실험 결과 190 

turn의 권선수를 갖는 리액터에서 트리거 트 도체의 

퀜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으며 380 turn 이상의 권

선수를 갖는 리액터들에서는 각 도체 간의 한 고장

력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권선수가 

증가할수록 도 간의 항차가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권선수가 380 turn 이상인 리액터의 

한 인덕턴스로 인해 고장 류의 우회가 도체의 퀜치 이

후에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고장 류의 우회가 

리액터 내부의 도체에 강력한 자기장을 인가하여 

도체 간의 동시퀜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매트릭스형 한류기를 향후 력계통

에 투입할 때 요한 공정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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