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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고장전류 저감 기능을 갖는 초전도 한류기의

최적 저항 결정 방안

A Decision Method for the Optimal Insertion Resistance of a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with Reduction of an Asymmetric Faul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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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ault currents characteristics contain decaying DC offset. First cycle peak value of fault currents is higher than 

steady-state fault current value. These characteristics can affect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evice. To reduce the asymmetric 

fault current, the method using  a series connection  of  two  hybrid-typ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SFCL) 

components, an auxiliary SFCL and a main SFCL, has been proposed. The auxiliary SFCL limits the first half cycle fault 

current, while main SFCL limits the steady state fault currents. This paper proposed a decision method of the optimal 

insertion resistance of auxiliary and main SFCL component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scheme, the various 

simulations are performed by using 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E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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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용량화, 계통 간 연계 확대 

및 분산 전원 도입 등 전원 설비의 증대가 진행됨에 따라 전력 

계통의 총 임피던스 감소로 인한 고장전류 증가가 야기되고 있

다. 고장전류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초전도 한류기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 SFCL)를 계통에 적

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초전도 한류기

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1-4].

지금까지 개발된 초전도 한류기 중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

는 저항형 초전도 한류기에 비해 초전도체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반주기 이후 동작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

는 고장 발생 반주기 후에 고장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호협조

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5, 6].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의 초전도 소자 및 한류 소자의 임피던스는 계통 

내 보호기기의 차단용량 및 정상상태 고장전류를 고려하여 설계

된다. 

하지만,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고장전류는 계통 조건 

및 고장 발생 시점에 따라 초기에 직류 성분이 포함된 비대칭 

고장전류(asymmetric fault current) 특성을 갖으며 그 크기나 

파형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고장전류의 정상상태 크

기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초전도 한류기의 경우에는 고장전류 크

기에 따른 임피던스 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실제 원하는 값으로 

고장전류를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7]. 기존 하

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의 비대칭 고장 전류 제한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비대칭 고장전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 초전도 

한류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8].

본 논문에서는 상기 방안을 기반으로 계통 고장 시 발생하는 

비대칭 고장전류 제한을 위한 보조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 결

정 방법 및 정상 상태 고장 전류 제한을 위한 메인 초전도 한류

기 투입 저항 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보조 초전

도 한류기 투입 시 최대 비대칭 고장전류의 크기와 투입 이전의 

정상 고장전류의 크기를 등식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여 투입 저항

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EMTP를 이

용한 모의를 수행하였다. 

2. 비대칭 고장전류와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

2.1 비대칭 고장전류

전력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전류는 고장 발생 직후 

과도상태에서 시간 축에 대하여 비대칭인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비대칭 전류는 시간 축에 대하여 대칭인 교류 성분(ac 

component)과 시간 경과에 따라 진동 감쇠하며 소멸하는 직류 

성분(dc component)으로 나누어진다. 직류 성분은 교류 성분의 

오프셋을 유발하며 오프셋의 정도는 계통의 회로정수(X/R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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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장 발생 각 90°

(b) 고장 발생 각 0°

그림 2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 적용 시 고장전류 파형

Fig. 2 Fault current waveforms of hybrid SFCL

고장 발생 시점의 전원 위상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저항

과 인덕터가 연결된 직렬 R-L 회로에서의 비대칭 전류 특성은 

전압 방정식에 관한 미분방정식의 해로 구할 수 있고 식 (1)과 

같다[9, 10]. 

   




sinsin  (1)

여기서,

 : 고장 발생 시 전원 위상

 ,   tan  ,  

고장 발생 직후의 과도 상태에서, 직류 성분의 크기는 고장 발

생 시점에서의 전원 위상에 따라 식 (2)와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된다.







   

 

   ± 







 (2)

그림 1은 고장 발생각이 90도인 경우와 0도인 경우의 고장전

류 양상을 나타낸 일반적인 파형이며, 0도인 경우 고장 발생 최

초 1주기 내에서 파고치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 고장 발생 각 90°

(b) 고장 발생 각 0°

그림 1 고장 발생 각에 따른 고장전류

Fig. 1 Fault current according to fault angle

2.2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는 크게 초전도 소자, 고속 스위치 

그리고 한류 소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상 시 초전도 소자

와 고속 스위치를 통해서 정상 전류가 흐르고, 고장 발생 시 초

전도 소자에 임계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러 퀜치가 발생되면 고속 

스위치가 동작하여 병렬로 연결된 한류 소자로 전류를 우회시켜 

한류 임피던스에 의해 고장전류를 제한하는 동작 특성을 가지며,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 고장 발생 반주기 이내 또는 이후 동작을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공통적으로 초전도 소자는 

고장 발생 시 트리거 역할만을 하므로 저항형 초전도 한류기에 

비해 초전도 소자의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어 회복 

시간, 소형화, 경제성 등의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고장 발생각에 따른 반주기 이내 및 이후 동작 초전

도 한류기 적용 시 고장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2(a)는 고

장 발생각이 90도인 경우이며, 그림 2(b)는 고장 발생각이 0도인 

경우이다.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초전도 한류기 동작 시 정상 상

태 고장전류를 제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주기 이후 동작 

초전도 한류기의 경우 고장 발생 최초 1주기 내의 비대칭 고장

전류 크기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반주기 이내 동작 초전도 한류기의 경우 고장 발생 최초 

1주기 내의 비대칭 고장전류 크기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비대칭 고장전류 크기 제한만을 고려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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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전도 한류기 동작 순서도

Fig. 3 Flowchart of SFCLs operation

계하게 되면 정상 상태 고장전류를 실제 원하는 값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 비대칭 고장전류를 고려한 초전도 한류기

3.1 보조 초전도 한류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장전류는 고장 발생 각에 따라 그 

크기가 정해지며, 고장 발생 시 최초 1주기 내의 비대칭 고장전

류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기존의 초전도 한류기의 경우 

비대칭 고장전류와 정상 상태 고장전류를 동시에 제한하기 어려

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 대의 초전도 한류기를 직렬로 

구성하여 1 대는 정상 상태 고장전류 제한을 위한 반주기 이후 

초전도 한류기를 메인 초전도 한류기로 설정하고, 나머지 1 대는 

비대칭 고장전류 차단이 용이한 반주기 이내 초전도 한류기를 보

조 초전도 한류기로 설정하여 계통에 설치하여 비대칭 고장전류

를 저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8].

상기 방안은 그림 3의 동작 순서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각 검출부(A)에서 정상 운전시의 전압 파형 영교차 시각

(zero-crossing time)과 고장 발생 시 검출된 시각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고장 발생 각을 계산하며, 이 때 계산된 각도가 0도 부

근일 경우 비대칭 고장전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즉시 제한하

도록 보조 초전도 한류기(B)가 우선 투입되고, 이후 메인 초전도 

한류기(C)가 퀜치되면 스위치 제어부(D)에 의해 절체 스위치

(SW1, SW2)가 동작하여 보조 초전도 한류기를 초전도 상태로 

회복하고 이후의 정상 상태 고장전류에 대해서는 메인 초전도 한

류기를 이용하여 제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4는 제안된 초전도 한류기의 보조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 크기를 변경시켰을 경우의 고장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4(a) 90도 고장의 경우 보조 초전도 한류기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고장전류 파형이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4(b) 0도 

고장의 경우 보조 초전도 한류기가 동작하게 되므로 투입 저항을 

증가시킬수록 비대칭 고장전류 저감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a), (b)에서 메인 초전도 한류기 동작 이후

의 정상 상태 고장전류는 보조 초전도 한류기의 투입 저항 변화

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a) 고장 발생각 90도

(b) 고장 발생각 0도

그림 4 보조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에 따른 특성 곡선

Fig. 4 Fault current waveforms according to resistances of 

aux.SFCL

만일 보조 초전도 한류기를 실 계통에 적용할 경우, 투입 저항

이 너무 작다면 비대칭 고장전류 저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투입 저항이 너무 크면 고장 발생 최초 1주기 내의 고장전류를 

필요 이상 저감시키게 되어 보호기기의 오·부동작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고장전류 저감을 위한 초전

도 한류기의 최적 투입 저항 결정 방법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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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전도 한류기 최적 투입 저항 결정 방안

3.2.1 보조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

일반적으로 고장 발생 시 고장전류는 선로의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 전압보다 tan-1(X/R)인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비대칭 고장전류의 파고치는 교류 성분과 직류성분의 합이 최대

가 되는 고장 발생 최초 반주기 부근(0.5 cycle)에서 나타나게 되

며, 참고문헌 [10]에서는 비대칭 고장전류의 파고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 (3)과 같은 근사 법을 제시하고 있다.

    
  




 (3)

여기서,  



보조 초전도 한류기의 최적 투입 저항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의 식 (3)을 기반으로 보조 초전도 한류기 투입 시 최대 비

대칭 고장전류(Ipeak_0deg(with RauxSFCL))를 투입 이전의 정상 상태 

고장전류(Ipeak_s.s(w/o RauxSFCL))에 최대 비대칭 고장전류 교정 계

수 K1을 곱한 값으로 저감하는 등식 제약 조건을 수립하였으며, 

아래의 식 (4)와 같다.

 _ deg   ∙ _   (4)

본 논문에서는 상기 등식 조건을 간략화하기 위하여 고장 발

생 시 가장 큰 고장전류를 발생시키는 3상 단락의 대칭 고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대칭 고장의 경우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분 만을 이용하여 식 (3)의 R과 X를 식 (5)~(6)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단락 사고의 경우 고장 저항의 크

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식(5)의 Rfault를 생략할 수 있다. 

보조 초전도한류기가 동작하는 경우의 투입 저항을 Raux.SFCL이라

고 하면 식 (3)의 R을 R+Raux.SFCL로 교체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양변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식 (7)과 같다.  

   (5)

  (6)


 



 ∙

  
(7)

여기서,   


 

         : 전원임피던스의 저항 성분

          : 선로 정상분 임피던스의 저항 성분

          : 고장저항

         : 전원임피던스의 리액턴스 성분

          : 선로 정상분 임피던스의 리액턴스 성분

따라서 전원 임피던스 및 선로의 임피던스를 대입한 후, 식 

(7)을 Raux.SFCL에 대하여 전개하면 보조 초전도 한류기의 최적 저

항 값을 결정할 수 있다.

3.2.2 메인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

메인 초전도 한류기의 경우, 반주기 이후의 정상 상태 고장전

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동작한다. 투입되는 저항 값을 결정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8)과 같은 등식 제약 조건을 수립하였다. 

_·    ∙ _·   (8)

상기 식은 초전도 한류기 미적용 시의 정상 상태 고장전류

(Ipeak_s.s(w/o RM.SFCL))를 1.0[pu]로 설정하고, 여기에 정상상태 고

장전류 교정 계수 K2(단,K2<1)를 곱한 값을 메인 초전도 한류기 

투입 시의 고장전류 값(Ipeak_s.s(with RM.SFCL))으로 제한하도록 설

정하는 방안이다.

등식 조건을 다시 나타내면 식 (9)와 같다.

  
   

 ∙

   
(9)

여기서 양변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메인 초전도 한류기에 대

한 식으로 나타내면 식 (10)과 같으며 식 (5),(6)을 대입하여 투

입 저항(RMSFCL)을 결정할 수 있다.

 

∙ ±


  
   

(10)

4. 사례 연구

4.1 모의 계통

그림 5는 제안한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 결정 방법의 타당

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의 선로를 나타낸다. 전원 임피던스의 

X/R 비를 표 1과 같이 case 1~5의 경우로 설정하였으며, 모의 

선로에 초전도 한류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초전도 한류기

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0.1[s]에 Zline1과 Zline2 사이에 3상 

단락의 영구 사고를 각각 모의하였다.

그림 5 모의 선로

Fig. 5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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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전도 한류기 미적용 시 고장전류 파형

Fig. 6 Fault current waveforms without SFCLs

case
X/R

(Zsource)

Ipeak_0deg/Ipeak_s.s

[pu]

Tpeak_0deg

[cycle]

1 2 1.248 0.396

2 4 1.377 0.418

3 6 1.463 0.430

4 8 1.522 0.441

5 10 1.562 0.448

표   2 보조 초전도 한류기 미적용 시 고장전류 크기

Table 2 Fault current magnitude without SFCLs

그림 7 제안한 초전도 한류기 적용 시 고장전류 파형

Fig. 7 Fault current waveforms of proposed SFCL 

항목 데이터

전원 전압 22.9[kV-Y]

선로임피던스

(R+jX )

0.182+j0.391[Ω/km]

Zline1, Zline2 = 5[km]

부하 Load : 10[MVA] / p.f 95[%]지상

전원임피던스

(R+jX)

SFCL 투입 저항

Main aux.

case 1 1+j2[Ω] 3.005[Ω] 1.1225[Ω]

case 2 1+j4[Ω] 4.800[Ω] 2.2250[Ω]

case 3 1+j6[Ω] 6.702[Ω] 3.3981[Ω]

case 4 1+j8[Ω] 8.658[Ω] 4.6051[Ω]

case 5 1+j10[Ω] 10.640[Ω] 5.8290[Ω]

표   1 모의 선로 파라미터

Table 1 Test system parameters

 

표 1의 보조 및 메인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 값은 식 (7), 

(10)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 값이다. 이 때, 투입 저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 계수 K1, K2를 다음과 같이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11)

상기 교정 계수 값은 등식 제약 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한 목표 값을 의미한다. 즉, 비대칭 고장 전류는 보조 초전도 한

류기 투입 시 1.0[pu]로 저감되어야 하며, 정상 상태 고장 전류

는 메인 초전도 한류기 투입 시 0.7[pu]로 저감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4.2 모의 결과

4.2.1 초전도 한류기 미적용 시 고장전류

그림 6은 초전도 한류기가 미 적용된 모의 선로에 전원 임피

던스를 case 1~5까지 변경시켰을 경우의 0도 고장전류 파형을 

나타내며, 각각의 고장전류 파고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전원 임피던스의 X/R 비가 증가함에 따라 

파고치 발생 시각도 고장 발생 최초 반주기(0.5 cycle)에 가까워

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0도 고장전류의 파고치(Ipeak_0deg)도 

1.248[pu]에서 1.562[pu]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초전도 한류기 적용 시 고장전류

다음의 그림 7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안한 최적 투입 저항 

결정 방법을 통하여 설정된 보조 초전도 한류기와 메인 초전도 

한류기를 선로에 투입한 경우의 고장 모의 결과이다. 그림 6과 

마찬가지로 고장 발생 각이 0도일 경우에 대하여 모의하였으며, 

고장 각 검출부 동작 설정 범위를 만족하므로 보조 초전도 한류

기의 동작이 활성화되어 투입 저항에 의해 최초 1주기 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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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고장전류의 크기가 1차적으로 제한되고, 이후 메인 초전도 

한류기에 의해 고장전류의 크기가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비대칭 고장전류의 파고치는 case1의 경우, 보조 초전

도 한류기 도입 전 1.248[pu]에서 도입 후 0.9979[pu]로 약 

20.5% 가량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 설정값인 

1.0[pu]와 –0.21%의 오차를 보인다. 표 3에 case 1~5에 대한 

비대칭 고장전류 파고치와 저감률을 나타내었다.

case
X/R

(Zsource)

Ipeak_0deg/Ipeak_s.s

[pu]
Reduction ratio[%]

1 2 0.9979 20.50

2 4 1.0053 26.99

3 6 1.0188 30.38

4 8 1.0310 32.26

5 10 1.0460 33.01

표   3 초전도 한류기 적용 시 고장전류 크기

Table 3 Fault current magnitude with SFCLs

모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식 (4)의 등식 제약 조건을 전

제로 하여 식 (7)을 만족하는 저항값(Raux.SFCL)을 보조 초전도 한

류기의 투입 저항으로 설정한 다음 계통에 투입하였을 경우 정상 

상태 고장전류의 크기는 0.7[pu]로 유지하며 비대칭 고장전류의 

크기를 약 1.05[pu]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기존의 하이브리드 초전도 한류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계통에 고장 발생 시 비대칭 고장전류의 저감을 위한 보조 

초전도 한류기와 메인 초전도 한류기의 상호 동작 방안이 제시되

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실 계통에 투입하기 위한 

보조 및 메인 초전도 한류기의 최적 저항값 결정 방법을 제안하

였다. 

보조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의 경우, 최대 비대칭 고장전류 

발생 시점이 고장 발생 최초 반주기 부근에 형성되는 특성을 이

용한 기존의 비대칭 고장전류 크기 계산 근사 법을 응용하여 결

정 방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메인 초전도 한류기 투입 저항의 

경우, 정상 상태 고장전류의 크기에 교정 계수를 곱한 값을 메인 

초전도 한류기 투입 시의 고장전류 값으로 제한하는 등식 제약 

조건을 설정하여 투입 저항을 결정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EMTP를 이용한 모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대칭 고장전류를 투입 이전의 정상 상태 

고장전류 5% 오차 범위 이내의 크기로 제한함을 확인하였고, 정

상 상태 고장전류의 크기 또한 설정한 값으로 제한함을 확인하였

다. 모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적 투입 저항이 설정된 

보조 및 메인 초전도 한류기로 접근한 고장전류 저감 방안은 비

대칭 고장전류의 최댓값을 정상상태 고장전류 레벨로 저감시켜줌

으로써 계통에 연결된 기기들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기기의 정

상 동작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의 동작 방안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1선 지락 등 

불평형 고장에서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과전류 계전기 및 재폐로 

차단기와의 보호협조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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