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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is an 
power device of a novel concept. While SFCLs generate no ohmic 
loss during the operation carrying normal currents, they can limit 
fault currents very fast making large impedance by their quench 
characteristics. In 2006, KEPCO has developed a distribution class 
hybrid type SFCL by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with LS 
industrial systems. The SFCL has merits in practical and economical 
points of view. In the SFCL, the superconductor just plays a role of 
a fault detector and the current limiting is completed by the other 
current limiting element made of normal metals throu호 the line 
commutation. As a result, the required amounts of superconductors 
can be reduced considerably. Consequently, the hybrid SFCL can be 
fabricated with small size and cost, maintaining perfect current 
limiting performance. Currently, KEPCO is carrying out a research 
project at Gochang power test center for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test of the 22.9 kV/ 630 A class SFCL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in real grid. Through the project, a long term operational 
test and fault current test will be done. In this paper, the back 
ground of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the SFCL will be explained 
and the operation plan of the SFCL for the verification test is also 
introduced.         
  

1. 서    론

 송  계통의 경우, 용량 발 기,  임피던스 송 선의 채용 등의 이
유로 고장 류 크기는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배 계통에 있어
서도 태양 , 풍력 발   열병합형 원 등 분산형 원의 용량 증 , 
연료 지 등의 소규모형 분산 원, 부하 평 화를 한 력 장 기술
의 계통 연계 등으로 향후 고장 류 크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단된
다. 이러한 이유로 송배  력계통 운 에 있어 고장 류 제어기술은 
매우 요한 사안이 된다. 효과 인 고장 류제어를 통하여 배  계통에 
있어서는 1) 단락 류제어에 따른 선 사이즈 감, 2) 단선사고 감소. 
3) 개폐기 등의 배 기기 내 단락용량 감. 4) 배 선 지 화 기기 류
의 소형화  비용 감 5) B종 지 항의  설치비용 감 6) 순시
압 하 처 7) 배  설비 확충 응 등을 기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고정 류 제어기술로는 1) 상 압등 의 도입 2) 직류
설비의 채용 3) 용량 차단기의 설치 4) 고 리액턴스 변압기의 채용 5) 
모선 계통 분리 운용 6) 직렬 한류 리액터의 채용 7) 한류기 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이들 방안  특히 한류기 채용의 경우, 정상 시에
는 계통 상의 임피던스를 최소로 유지하고 사고 시에는 임피던스를 발
생시켜 고장 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안정도와 압 변동의 문제 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순시 압 하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 한 기 할 
수 있다. 
 한 은 2001년부터 시작된 LS 산 과의 동연구를 통하여 고장 류
를 제한하기 한 도 한류기를 개발해오고 있다. 재 미국, 국, 
일본, 유럽 등에서 항형, 유도형, 자기 차폐형 한류기 등 다양한 형태
의 도 한류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 과 LS산 의 경우, 지난 
2006년 도체를 고장 류제한을 한 고장검출 소자로 채택한 새로
운 개념의 하이 리드형 한류기를 개발하 으며 [2], 재 고창 력시험
센터에 설치하여 실증시험  운용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 설치된 도 한류기의 구성과 동작 개념을 설명하고 운  시험 
계획과 방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제작 설치된 도 한류기는 22.9 kV 배  한류기로써 그림 1에 제 

  

 <그림 1> 초전도 한류기 회로도 및 한류 특성 

  

 <그림 2> 초전도 한류기 시험동 및 모니터링실 내부 전경

시된 바와 같이 정상 시에는 1차 선로에 치한 도체를 통하여 임
피던스 발생없이 통 한다. 반면, 고장 발생 시에는 도체의 퀜치 
상에 의해 발생한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사고를 감지하고 사고 류 이
동 경로를 변경하며, 동시에 2차 선로의 한류 소자를 통하여 류 제한
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도 한류기는 고장 류를 검출하기 한 

도 트리거 소자와 선로변경을 한 고속스 치 그리고 한류소자로 
구성되며, 도체의 냉각을 한 온조  냉각 장치 등이 필요하다. 

 2.1 초전도 한류기 구성 요소

 2.1.1 초전도 트리거 소자 
 도체는 임계 류 이하의 온도에서 통  시 항이 발생하지 않아 
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계 류 이상의 류가 인가될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항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본 한류기에
서는 이러한 도체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도 선재를 사고
검출소자로서 이용하 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 트리거 소
자는 박막형 도 선재를 mono-filar 형태로 권선하여 제작하 다. 사
용된 선재는 미국 Superpower사에서 제작한 stabilizer-free (SF) coated 
conductor로서 퀜치 시 최  0.6 V/cm의 압 내력을 가지며 4.5 mΩ
/cm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도 트리거 소자에는 상당 260 cm의 
도 선재가 사용되었으며 (130 cm × 2), 선재의 임계 류는 약 400 A 
(77 K)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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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초전도 선재의 퀜치 특성 및 온도/저항 곡선

      

         
<그림 4> 초전도 트리거 소자 제작 및 설치   

<표 1> 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μV/cm 기준, 77 K, 0 T 조건)

상      소자 도체 1 도체 2

R 411.2 A 411.2 A

S 403.6 A 393.7 A

T 414.5 A 397.6 A

  2.1.2 저온조 사양 및 냉각 특성
  실증시험 인 도 한류기는 3기압 하의 과냉 조건에서 운용되고 
있다. 과냉 조건에서 운용함으로서 퀜치 발생 시 버블 발생을 여 퀜치 
발생 후 도성 복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 다. 한 퀜
치 시 소자가 감당해야하는 극 온에서의 연 내력을 증가시킬 수 있
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조 내부의 압력이 3기압으로 유지함
에 따라 액체질소의 기화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본 한류기의 운  온도
는 77 K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극 온 냉각 시스템을 채용하여 
액체질소 온도를 설정치로 낮추어 한류기를 운용한다.     

        

그림 5. 저온조 개략도 및 냉각 운전 조건 도식도

 2.1.3 고속 스위치 및 한류 소자
 고속 스 치는 vacuum interrupter (VI)와 driving coil 그리고 
2차 통  경로의  개폐를 담당하는 short bar로 구성된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 시에는 류가 도체와 닫
힘 상태인 VI를 거쳐 항 발생 없이 통 되지만, 계통 사고가 
발생하여 도체에 임계 류를 훨씬 과하는 류가 인가되
면 도체의 퀜치 상이 발생하여 선로 상 항이 격히 증
가한다. 사고 류는 도체와 병렬로 연결된 driving coil로 
우회하여 흐르게 된다. Driving coil은 류가 인가되었을 때 상
하 방향으로 강한 자기력을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리로 도
체를 우회하여 인가된 사고 류에 의해 VI의 이 열림과 동
시에 개방상태 던 short bar의 이 고속으로 닫히게 된다. 
결국 고장 류의 통  경로가 변경되어 2차 선로로 흐르게 되
며 선로 상에 치한 한류부 (current limiting element)에 의해 

    

그림 6.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고장 류는 일정한 크기 이하로 제한된다. 한류부는 항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상당 2 Ω의 항 값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2.2 운전 시험 및 계측 제어

 설치된 도 한류기는 정상상태 운  시험과 단락시험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재 정상 상태 운 을 하여 무부하 시험과 정상 류 통  
시험이 진행 이다. 무부하 시험을 통하여 압력, 온도 등 냉각 조건 변
화에 따른 온조  냉동기의 냉각 부하 특성을 조사하고 정상 류통
 시험을 하여 100 Arms를 장기 운 하여 한류기 운 에 필요한 소
비 력 측정, 액체질소량 변화 계측, 침입 열부하량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2.1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류 시스템 동작  운  감시  제어를 
하여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장에서의 운  감시 

뿐 아니라 원격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온조 내부의 온도, 액체질소 수 , 내부 압력 등을 상시 감시
할 수 있으며, 제어 로그램은 운  온도, 압력 등의 설정과 냉각 시스
템에 필요한 원의 On/Off 기능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다. 한 장기 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한 처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운  제한 조건을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
며 내부 상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safety valve를 순차 동작하도록 
로그램을 입력하여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 다. 단락사고 시

험의 경우, 한류 특성 악을 한 압, 류 신호를 계측하고 모니터
링할 수 있으며 소자 열화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상 경보를 
송하여 운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3. 결    론

 계통 력 안정화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해 고장 류 제어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2006년 한 /LS산 의 공동연구로서 하이 리드형 
도 한류기를 개발하고 재 한  고창 력시험센터에서 도 한류

기 실증시험  운용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설치된 도 한
류기는 22.9 kV/630 A  한류기로서 사고 검출을 한 도 트리거 
소자, 선로 변경을 한 고속 스 치 그리고 류 제한을 담당하는 한류 
소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 트리거 소자의 냉각을 하여 220 W 
(80 K)의 냉각용량을 갖는 냉동기를 채용하여 77 K의 온도로 운 하며, 
연내력 향상과 퀜치 후 도성 회복 시간 단축을 하여 온조 내
부는 3기압을 유지하도록 설정되었다. 운  상태에 한 감시와 이상 상
황에 한 제어 동작은 모니터링/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원
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 구축된 한류 시스템은 정상 통  운  
시험과 단락 사고 시험을 거쳐 최  운  조건을 확립하고 실계통 용
을 해 필요한 반 인 기술을 확보하기 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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