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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그리드 안정성 향상을 위해 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가 적용된 

직류 차단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C Interruption Technology using a Transformer Typ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to Improve DC Gri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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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terruption system with the transformer typ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TSFCL)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interruption system with a TSFCL is a technology that it maximizes the interruption function of a mechanical 

DC circuit breaker using a transformer and a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By a TSFCL, the system limits the fault 

current till the breakable current range in the fault state.  Therefore, the fault current could be cut off by a mechanical DC 

circuit breaker.

  The Interruption system with a TSFCL were designed using PSCAD/EMTDC. In addition, the Interruption system with a 

TSFCL was applied to the DC test circuit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a current-limiting and a interruption oper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ruption system with a TSFCL interrupted the fault current in a stable when a fault 

occurred. Also, The current-limiting rate of the Interruption system with a TSFCL was approximately 69.55%, and the 

interruption time was less than 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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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 반도체 및 전력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직류 송배전에 대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직류 송전 및 배전을 계

통에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전력전송선로에 최대 허용전류의 

도통이 가능하게 되어 장거리 전력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직류 송배전에 사용되는 전력변환 장치는 크게 전류형과 전압형

으로 나뉜다. 전류형은 사이리스터 기반의 전력변환 장치이고 전

압형은 IGBT, GTO기반의 전력변환 장치이다. 전류형의 경우 안

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유효전력 변환에 상응하는 무효전력 변

환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필터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 반면에 

전압형의 경우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의 제어가 각기 이루어지며 

전류형에 비해 소규모로 필터가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

유로 현재 전압형을 이용하여 직류 송배전을 구축하려는 추세이

다[1].

고장 발생 시 전류형 전력 변환기의 경우 DC 전류 제어 기능

에 의해 고장 전류를 쉽게 차단할 수 있다. 반면에 전압형 전력 

변환기의 경우 IGBT가 Turn-off 상태여도 Free-wheeling diode

를 통해 고장 전류가 도통된다[2]. 전압형의 전력변환 장치를 사

용하는 직류 송배전의 고장 전류를 차단하고 계통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단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DC 

고장 전류는 자연적인 영점이 존재 하지 않아 차단 시 큰 아크

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된 아크를 소호시키지 못하면 화재 발생 

및 설비 기기 파손의 원인이 된다.

이에 다수의 기업에서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아크 발생이 없는 

반도체식 직류 차단기, 인위적인 영점을 발생 시켜 아크를 최소

화하는 기계식 직류 차단기, 반도체 소자와 기계식 직류 차단기

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직류 차단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반도체식 직류 차단기는 차단 시 큰 고장 전류로 인해 전력반

도체 스위칭 소자들의 발열이 심하고 정상 시 스위칭 소자들로 

인한 소비전력이 존재한다. 또한 차단 실패 시 고가의 컨트롤러

들이 파손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인위적인 영점을 발생 시켜 차단하는 기계식 직류 차단기의 

경우 차단기의 절연 내력 및 아크 소호의 한계로 인해 대용량 

차단기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

하지만 차단기에 유입되는 고장전류를 제한하여 차단한다면 

차단 실패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차단기의 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차단기의 차단 실패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초전도 한류기를 이용하여 기계식 직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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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FCL 회로도, (b) 기계식 직류 차단기 회로도

(a) Circuit of TSFCL (b) Circuit of mechanical DC circuit 

breraker

그림 1 TSFCL이 적용된 차단시스템의 등가회로

Fig. 1 The circuit of a interruption system with TSFCL

단기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차단 실패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

추기 위해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를 PSCAD/EMTDC(Power System Computer aided Design/ 

Electromagnetic Transients including Direct Current) 계통 해

석프로그램 내에서 설계하여 고장 전류 차단 특성을 분석하였다.

2.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

2.1 TSFCL 동작메커니즘 및 설계

그림 1은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의 등가 회로도 이다. 

TSFCL은 그림 1(a)와 같이 변압기와 초전도 한류기로 구성된다. 

변압기는 식 (1)을 통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동일하게 설계하여 동일한 역기전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한다

[3-4]. 정상 시 변압기 1차측 코일에 정상 전류가 도통된다. 이

는 주파수 성분이 없는 직류 전류이기 때문에 1차측 코일의 인

덕턴스 및 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손실 소자로 작용하여 전력

소비가 없다. 이는 식 (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차 

측 코일의 자속변화가 없기 때문에 2차 측 코일에 역기전력이 

유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초전도 한류기는 정상 시 초전도 상

태를 유지하므로 TSFCL은 정상 시에 전력소비를 하지 않는다.

계통에 지락 및 단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장 전류는 급격

하게 상승하게 된다. 고장 전류로 인해 1차측 코일에 자속 변화

가 발생된다. 1차측 자속 변화가 발생하면 식 (4)-(5)와 같이 1, 

2차측 코일에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2차측 코일에 발생된 역기전

력로 인해 초전도 한류기에 전류가 도통된다. 도통된 전류가 임

계전류(Ic)를 초과하게 되면 초전도 한류기는 고임피던스 발생되

게 된다. 초전도 한류기의 고임피던스로 인해 2차측에 유기된 전

류의 값이 제한되며 2차측 코일에 자속 변화가 발생된다. 이때의 

자속변화량 만큼이 1차측 코일에 쇄교하게 된다. 쇄교된 자속으

로 유기된 전류는 주 선로의 고장 전류를 제한한다.

TSFCL에 적용된 초전도 한류기는 식 (6)을 기반으로 설계되

었다. 초전도체에 임계전류값 이상의 전류가 도통되면 수 ms 이

내에 퀜치 동작이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고임피던스를 발생시

킨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변압기와 연계가 

용이한 저항형 초전도 한류기를 변압기 2차측 회로에 적용하였

다. 초전도체가 최대 퀜치 저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2 ms로 설

정하였다. 표 1은 TSFCL에 적용되는 변압기와 저항형 초전도 한

류기의 파라미터이다[5].

표    1 TSFCL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SFCL

변압기

변압기 용량 15 [MVA]

누설 리액턴스 0.1099 [pu]

1차측 전압 15 [kV]

2차측 전압 15 [kV]

저항형 초전도 한류기

최대 퀜치 저항 2.5 [Ω]

시정수(TSC) 0.7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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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SFCL의 전류제한 특성 그래프[sections A-C]

Fig. 2 Diagram of current limiting characteristics of TS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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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계식 직류 차단기 및 Arc 박스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mechanical DC circuit breaker 

and Arc box

주 회로

Breaker capacity 1.5 [kA]

Arc cooling power 5000 [kW]

Time constant 0.3 [us]

공진 회로
Cc 3 [uF]

Lc 100 [uH]

피뢰기 ZnO 12.5 [kV]

2.2 TSFCL 시뮬레이션

그림 2는 그림 1에서 TSFCL만이 적용된 등가회로의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TSFCL 만이 적용된 등가회로의 인가전압은 AC 계

통의 22.9 kV를 DC의 2회선으로 표현하기 위해 실효치인 15 kV

를 적용하였다. 선로저항(R0), 선로 인덕턴스(L0)는 각각 0.1 Ω과 

10 mH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하를 14 Ω으로 설정하여 정상 시 

1 kA가 도통되도록 설정하였다. TSFCL 내 초전도체의 임계전류 

값은 3 kA로 설정하였다. Fault는 단락 고장 발생 장치이다. 고장 

발생은 0.1 s에 Fault를 이용하여 모의하였으며, 고장 최대 전류

는  13.4 kA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고장 발생 전까지 1 kA의 전류가 도통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1 s에서 단락 고장 모의 시 고장 전

류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 고장 전류 값이 초전도체의 임계전

류값을 초과하게 되면서 초전도체의 고임피던스로 인해 고장 전

류가 한류된다. TSFCL이 미 적용되었을 시 고장 전류는 최대 

13.4 kA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SFCL이 적용되면 

최대 고장 전류의 크기가 4.08 kA까지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기계식 직류 차단기 동작메커니즘 및 설계

그림 1(b)는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의 기계식 직류 차

단기 회로도 이다. 기계식 직류 차단기는 주회로, 정류 회로, 피

뢰기로 구성된다. 그림 1(b)의 If, Im, Ic, Ia는 각각 고장 전류, 주

회로 전류, 정류 회로 전류, 피뢰기 전류를 의미한다. 주회로는 

기계식 차단기 및 Arc 박스, 정류회로는 발산 진동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인덕터(Lc)와 캐패시터(Cc)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피뢰

기는 gap-less ZnO를 적용하였다[6].

Arc 박스 모델링은 기계식 직류 차단기의 인위적인 영점 발생

을 고려하여 식 (7) Mayr arc equation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Mayr are equation은 플라즈마 온도가 8000 K 보다 낮고 차단

기 접점간의 차단 전류의 영점이 발생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이 

arc 특성을 적용함으로 실제 차단기의 아크 특성을 구현할 수 있

다[7].

사고 발생 시 고장전류는 기계식 차단기에 유입된다. 이와 동

시에 기계식 차단기의 접점이 개방 동작을 시작한다. 차단기 접

점 사이에는 큰 아크가 발생한다. 이 아크와 정류 회로의 LC과 

CC로 인해 발산 진동 전류가 발생된다. 이 때 기계식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식(8)-(9)에 의해 식(10)과 같이 발생한다.

발산 진동 전류가 발생되어 차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 

(10)의 상승 전압에 대한 아크 전압의 기울기(dUarc/dImain)의 값

이 마이너스여야 한다. 또한 차단기 양단 전압이 빠르게 영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dUarc/dImain의 절대값이 커야한다[8]. 위와 같

은 조건을 만족하는 발산 진동 전류가 영점에 도달하게 되면 차

단기 양단 접점은 완전 개방된다. 마지막으로 ZnO의 동작으로 

과전압을 억제하고 차단 동작이 완료된다. 기계식 직류 차단기 

및 arc 박스의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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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SFCL이 적용된 차단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3.1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 시뮬레이션 분석

그림 3, 4는 그림 1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등가회로의 인가

전압 및 선로저항(R0), 선로인덕턴스(L0), 부하, Fault는 앞서 설계

된 등가회로와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기계식 직류 차단기의 

동작은 TSFCL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10 ms 이후에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먼저 그림 3은 TSFCL 내 변압기 1, 2차측 코일 전압과 초전

도체 퀜치 신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시점은 고장 발생 시점으

로 0.1 s이다. 고장 발생 후 1차측 코일에 고장 전류로 인해 약 

10.32 kV의 전압이 발생한다. 발생된 전압은 2차측 코일에 전류

를 발생 시킨다. 이때 2차측 코일에 도통된 전류가 초전도체의 

임계전류값을 초과하여 퀜치 동작이 이루어진다. 이 시점이 B이

다. 초전도체의 퀜치 동작으로 인해 2차측 코일 전류가 제한되며 

2차측 코일에 약 10.07 kV의 전압이 유기된다. C 시점은 0.11 s

이며 이는 기계식 직류 차단기의 개방 동작이 시작하는 시점이

다. 이때 변압기 1차측 코일에 D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기계식 직류 차단기의 개방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하여 차단기 개

폐동작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림 4는 제안된 차단 시스템 내 적용된 기계식 직류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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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SFCL 내 1, 2차측 권선 전압 및 초전도체 퀜치 시그널

Fig. 3 The primary and secondary winding voltage and 

superconducting signal in TSFCL

그림 4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의 차단 특성 그래프 

[section D]

Fig. 4 Characteristics of the interruption system with TSFCL

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차단기 동작 전에 TSFCL로 

인해 한류 된 고장 전류 4.08 kA가 기계식 직류 차단기로 유입된

다. 고장 발생 10 ms 이후에 차단기는 개방 동작을 수행한다. 이

와 동시에 발생된 아크와 기계식 직류 차단기의 공진회로의 커패

시터와 인덕터로 인해 발산 진동 전류가 발생한다. 발생된 발산 

진동 전류는 최대 고장 전류의 약 2배가 되는 시점인 0.1127 s

에서 영점을 형성한다. 이때 형성된 영점으로 인해 차단기는 완

전 개방 상태가 된다. 차단기의 개방 동작이 완료 된 후 잔류 전

류는 ZnO로 유입된다. 이러한 잔류 전류들은 ZnO를 통해 대지

로 방전되어 0.1179 s에서 차단 동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확

인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 그리드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고장 전

류 발생 시 변압기 1, 2차 코일에 발생되는 자속의 변화에 따른 

역기력과 초전도체의 quench 저항을 이용하여 고장 전류를 제한

한다. 이로 인해 기계식 직류 차단기에 제한된 고장 전류가 유입

됨으로 차단기의 아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차단기의 차

단 가능 범위까지 전류를 제한함으로 차단기의 차단 실패 가능성

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EMTDC/PSCAD를 이용하여 제안된 차단 시스템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후 한류 및 차단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TSFCL의 변압기 

1차 코일에 고장 전류가 도통됨과 동시에 저항형 초전도 한류기

가 퀜치 되어 고장 전류의 크기가 약 69.55% 제한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계식 직류 차단기는 8 ms 이내에 

차단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DC 그리드 내 TSFCL이 적용된 차단 시스템이 접목되면 

고장 전류로 인한 차단 실패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그리드 

내 보호기기의 소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차단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DC 그리드의 상용화 및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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