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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계통 루프화를 통한 대용량화 및 계통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그러나, 루프화를 통한 계통의 임피던스 감소는 

사고시 고장전류의 크기를 차단기의 용량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고장전류를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초전도 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가 개발되었으며, 일부 상용구간에서 

사용되고 있다 [2-7].  

독립적인 초전도 한류기의 개발과 이외에도 사고시 

증가하는 초전도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직접 활용하여 

고장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한류 고온 초전도 케이블 (FCL 

HTS cabl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9]. 

한류 고온 초전도 케이블은 정상 운전시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 케이블과 동일하게 적은 손실로 대용량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으며, 별도의 냉각시스템이 필요 없이 고온 

초전도 케이블 자체의 냉각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상운전 시에는 전력손실이 적고 낮은 전압으로 

장거리 및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며 고장발생 시 차단기 

사용이 가능한 영역까지 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 

한류형 고온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연구가 요구되었다 [8, 

9]. 

한류 고온초전도 케이블은 크게 저항형과 유도형으로 

구분된다. 저항형의 경우 고장전류에 의해 통전층 및 

차폐층에 퀜치가 발생하면 증가된 저항에 의해 고장전류가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막대한 저항열이 발생하여 

케이블 코어의 온도가 상승하고 액체질소의 기포 발생으로 

절연파괴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1]. 

유도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차폐층에서 발생한 퀜치에 

의해 차폐층의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케이블 외부로 

누설되는 자속의 증가로 통전층의 유도성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고장전류가 제한되는 방식이다 [10, 11]. 이 경우 

저항형에 비해 발열과 온도상승 문제에서 유리한 특징을 

갖는다. 유도형 한류 고온 초전도 케이블의 고장전류 제한 

성능은 증가된 통전층 임피던스에 의해 결정되며, 퀜치 

발생 시의 차폐층 저항과 케이블 주변 매질의 자화 특성과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직선 형태로 

포설되는게 일반적이지만, 누설자속에 의한 임피던스 

증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크를 갖는 코일 형태의 권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요크에 권선된 한류형 고온 초전도 

케이블의 개발에 앞서, 통전층과 차폐층 역할을 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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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the fault current below the current capacity of a circuit breaker, researches on HTS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power cables with fault current limiting (FCL) function are increasing. An FCL HTS power cable transports current with low a 

impedance during normal operation. Yet, it limits the fault current by an increased inductive or resistive impedance of conducting 

layer when quench occurs at the FCL HTS power cable by the large fault current. An inductive type FCL HTS power cable uses 

increased inductive impendence caused by leakage magnetic flux outside the cable core when the quench occurs at a shield layer 

losing the magnetic shielding effect. Therefore, it has an advantage of less resistive heating than resistive type FCL HTS power 

cable and temperature increase is suppressed. This paper describes an ideal circuit model for the FCL HTS power cable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increased inductive impedance when quench occurs at the shield layer. Then, FEM analysis is 

presented with a simplified model cable composed of various iron yok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hape of yoke on the 

generation of the inductive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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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Magnetic field of an inductive FCL HTS power 

cable during (a) normal operation and (b) faul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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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원형 코일 및 철심 요크로 구성된 소형 모델 코일을 

제시하였다. 임피던스 증가를 예측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회로 모델로부터 차폐층 저항과 통전층 인덕턴스의 크기 

변화에 따라 사고시 증가되는 통전층의 임피던스를 

예측하였으며, 실제 모델 코일의 형상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FEM)을 통하여 철심 요크의 모양에 따른 

임피던스 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이상화된 회로 모델 
 

2.1. 회로 모델 

초전도 전력케이블 내 통전층과 차폐층의 전류, 전압 

관계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변압기의 회로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즉, 차폐층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변압기에 대한 등가회로를 

고려할 수 있다. 전원이 공급되는 1차 측은 통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전압이 유도되는 2차 측은 차폐층으로 볼 수 

있다. 차폐층의 전류는 통전층 전류와 위상이 반대이므로 

𝐼2 대신 -𝐼2 대입하면 1차측과 2차측 인덕터의 전압 V1과 

V2에 대해서 식 (1), (2)와 같이 표현된다. 

 

𝑉1 = 𝑗𝜔𝐿1𝐼1 − 𝑗𝜔𝑀𝐼2                                                           (1) 

 
𝑉2 = 𝑗𝜔𝑀𝐼1 − 𝑗𝜔𝐿2𝐼2                                                           (2) 
 

여기서 𝐿1, 𝐿2, 𝑀, 𝜔  는 각각 통전층 인덕턴스, 차폐층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및 주파수이다. 키르히호프 

법칙에 의해 2차측의 폐루프에 대해서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0 = −𝑗𝜔𝑀𝐼1 + (𝑗𝜔𝐿2 + 𝑅𝑠)𝐼2                                           (3) 

  
식 (3)을 차폐층 전류와 통전층 전류비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𝐼2

𝐼1

=
𝑗𝜔𝑀

𝑗𝜔𝐿2 + 𝑅𝑠

                                                                      (4) 

 
여기서 𝑅𝑠 는 퀜치시 발생하는 차폐층의 저항이다. 또한, 

초전도 케이블의 통전층에 해당하는 1차측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𝑍𝐿 =
𝑉1

𝐼1
= 𝑗𝜔𝐿1 − 𝑗𝜔𝑀

𝐼2

𝐼1
                                                     (5) 

  

여기서 𝑍𝐿 은 통전층의 임피던스이며, 식 (5)에 식 (4)를 

대입하면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𝑍𝐿 = 𝑗𝜔𝐿1 +
𝜔2𝑀2

𝑗𝜔𝐿2 + 𝑅𝑠
                                                        (6) 

 
이상적인 케이블에서는 통전층과 차폐층 간 거리가 매우 

가깝고 형상이 유사함으로 𝐿1, 𝐿2, 𝑀 는 같다고 가정하고 

식 (6)을 정리하면 식 (7)과 같이 통전층의 임피던스를 

인덕턴스와 차폐층 저항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𝑍𝐿 = 𝑗𝜔𝐿 +
𝜔2𝐿2

𝑗𝜔𝐿 + 𝑅𝑠
                                                            (7) 

 
통전층이 갖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𝑍𝐿| =
𝑅𝑠

√1 + (
𝑅𝑠
𝜔𝐿

)2

                                                                      (8) 

 

 

3. 모델 케이블의 FEM 해석 모델 
 

3.1. FEM 해석 모델 형상 

실제와 같이 직선으로 배치된 초전도 케이블에서는 

차폐층의 퀜치가 발생하더라도 누설된 자기장에 의해 

통전층의 유도성 임피던스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내부 요크에 코일 형태로 권선된 초전도 케이블을 

고려하여 사고시 유도성 임피던스가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 Equivalent transformer circuit of HTS power cable. 

 
(a)                                               (b)                                           (c) 

 

Fig. 3. Schematic diagram of (a) I type iron yoke (b) C type iron yoke (c) O type iron yok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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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FEM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의 2D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수행한 세 종류의 요크를 적용한 해석 

모델의 개략도이며 중요 치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상세 

형상은 실험을 통한 검증용 모델의 크기를 고려하였다.  

인덕턴스는 크기 및 모양과 같은 회로의 구조와 주위 

매질의 자기적 성질에 의존하는 성분이다. 따라서 권선수와 

층수를 늘릴수록, 코일의 단면적이 클수록, 주위 매질의 

투자율이 클수록 인덕턴스가 증가한다. FEM 해석에서는 

주위 매질의 자기적 성질을 바꾸기 위해 철심의 형상과 

배치를 달리하였고 철심의 자기적 성질은 AISI1020의 B-

H 곡선을 사용하였다. 

    

3.2. 해석 조건 

이 해석 결과는 향후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할 

계획이므로 사용될 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를 고려하여 

1차측 전압을 4.3 Vpeak로 고정하였다. 또한, 전자장 해석 

모듈에 회로 모듈을 추가하여 내부저항 1 m과 부하저항 

50 m을 적용하였다. 즉, 정상운전시는 부하저항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사고시에는 부하저항을 제거하고 

내부저항 1 m만 적용하여 한류 기능이 없을 경우 최대 

고장전류가 4.3 kApeak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본 해석 모델에서는 통전층의 경우 초전도 선재와 병렬 

연결된 구리 포머가 있으므로 저항을 무시하였으며,  

차폐층의 경우 초전도체의 비선형 E-J 관계식 대신에 

해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장 전류 유입시 저항이 

순간적으로 34 mΩ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 저항값은 실제 

실험에서 사용될 차폐층 초전도 선재 길이 6.4 m의 퀜치시 

저항 값이다.    

 

 

4. 회로 해석 및 FEM 해석 결과 
 

4.1. 회로 해석에 의한 임피던스 결과 

그림 4는 식 (8)로부터 계산된 인덕턴스와 차폐층 

저항에 따른 통전층의 임피던스 값이다. 인덕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통전층 임피던스는 차폐층의 저항으로 

수렴하며 저항이 커질수록 통전층 임피던스는 유도성 

임피던스에 수렴한다. 실제 유도형 한류 케이블에서 

인덕턴스는 케이블의 권선 턴수 및 요크의 형상에 따라 

결정되며, 차폐층의 저항은 차폐층으로 사용되는 초전도 

선재의 구성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즉, 초전도 선재의 

안정화층을 얇게 하거나, 비저항이 큰 물질을 사용하게되면, 

Rs가 증가하게 된다 [10]. 

 

4.2. FEM 해석결과 

표 2는 그림 3의 해석 모델에 대하여 계산된 통전층, 

차폐층 및 상호 인덕턴스이다. 코일 주위에 철심이 없는 

경우보다 투자율이 높은 철심이 있을 때 각각의 인덕턴스가 

더 컸으며 철심의 높이가 커질수록 인덕턴스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일을 감싸는 형상일수록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는 정상운전 이후 0.05초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의 예시로 차폐층에 퀜치가 발생하지 

않은 해석 모델과 O형 철심 및 사고시 차폐층 퀜치에 의한 

저항을 적용한 해석 모델의 전류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사고시에도 차폐층에 퀜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기차폐가 이루어져 정상운전시와 같은 낮은 임피던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장전류를 제한하지 못한다. O형 철심 및 

사고시 차폐층 퀜치에 의한 저항을 적용한 경우 

정상운전시에는 차폐층 퀜치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낮은 

TABLE Ⅰ 

SPECIFICATION OF ANALYSIS MODEL. 

Parameter Value 

Conduction coil [layer/turn] 1 / 10 

Shield coil [layer/turn] 1 / 10 

Conduction coil thickness (Cct) [mm] 2.8 

Shield coil thickness (Sct) [mm] 1.4 

Coil width (Cw) [mm] 4 

Insulation thickness (It) [mm] 0.1 

Coil inner radius (Cir) [mm] 100 

Iron yoke radius (Yr) [mm] 80 

Iron yoke height (Yh) [mm] 50/100/150 

Iron yoke thickness (Yt) [mm] 10 

Iron yoke inner radius (Yir) [mm] 70 

C type iron yoke outer radius (Yor_c) [mm] 110 

C type iron yoke height (Yh_c) [mm] 80 

O type iron yoke outer radius (Yor_o) [mm] 130 

O type iron yoke height (Yh_o) [mm] 70 

 

TABLE Ⅱ 

CONDUCTION LAYER, SHIELD LAYER, MUTUAL INDUCTANCE OF 

ANALYSIS MODEL. 

 Inductance [μH] 

 𝐿1  𝐿2 𝑀  

No quench  

shield layer 
49.05 49.52 44.15 

w/o shield layer 49.01 -  

w/o iron yoke 49.05 49.52 44.15 

I type iron yoke  

(Yh = 50 mm) 
60.48 62.02 50.61 

I type iron yoke  

(Yh = 100 mm) 
72.40 74.38 68.24 

I type iron yoke 

 (Yh = 150 mm) 
81.80 83.93 77.71 

C type iron yoke 109.0 115.8 107.1 

O type iron yoke 6184 6185 6179 

 

 
 

Fig. 4. Calculated impedance of conducting layer when fault 

current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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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를 유지하지만, 사고시 차폐층에 퀜치에 의한 

저항이 발생하여 고장전류를 제한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차폐층에 퀜치로 인한 저항이 발생하여 누설된 자기장에 

의해 유도성 임피던스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해석모델의 

내부저항 1 m과 전원측 전압 4.3 Vpeak을 고려하면 최대 

고장전류의 크기는 4.3 kApeak로 예상되나, 차폐층 퀜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폐층 전류가 100% 유도되지 않아 

누설되는 자기장에 의한 임피던스에 의해 1194 Apeak의 

고장 전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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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ak로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O형 철심을 적용한 해석모델의 정상운전 시와 

고장발생 시의 자기장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정상운전 

시의 자기장 분포를 살펴보면 통전층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차폐층에 의해서 대부분에 차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발생 시의 자기장 분포를 살펴보면 통전층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차폐층에 쇄교하지 않고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장전류로 인해 

차폐층에서 퀜치가 발생하고 자기차폐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4.3. 회로모델과 FEM 해석 결과 비교 

차폐층 저항이 34 mΩ일 경우 식 (8)의 회로 이론식과 

그림 3의 FEM 해석모델들 에서 계산된 통전층의 임피던스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정상 운전시 퀜치가 

발생하지 않은 차폐층에 의해 3.6 mΩ 정도의 낮은 

임피던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장전류에 의한 차폐층 퀜치와 철심의 배치에 따라 

통전층의 임피던스는 16 mΩ에서 23 mΩ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사고시 통전층의 

임피던스는 정상운전시에 비해 최대 6.4 배 증가하였다.  

차폐층이 없는 경우에는 통전층이 가지는 인덕턴스 

성분이 모두 고장전류를 제한함으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지만 정상 운전 시에 높은 임피던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함으로 전력케이블로 활용하기에 불리하다.  

통전층과 차폐층 주위에 투자율이 높은 매질인 철심을 

배치한 경우 인덕턴스와 임피던스가 증가하였다. 또한 

철심을 크기가 클수록 철심이 코일을 감싸는 형상일수록 

인덕턴스와 임피던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통전층의 인덕턴스가 증가할수록 회로모델 식 (8)에 

의한 계산 결과와 FEM 해석 결과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식 (8)에서 L1=L2=M 이라는 가정에서의 오차와 

철심의 비선형 B-H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circuit model and FEM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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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gnetic flux streamlines during (a) normal 

operation and (b) fault condition. 

 

 

Fig. 5. Current transition by fault at R𝑠 = 0 Ω and O type iron 

yoke. 

 



 
Kim Youngjun Choi, Dongmin Kim, Jeonwook Cho, Kideok Sim, Sungkyu Kim, and Seokho Kim 

 

 

5. 결   론 
 

유도형 한류 고온 초전도 케이블의 등가회로를 통해 

차폐층의 저항과 통전층 자체의 인덕턴스에 의해 사고시 

통전층의 임피던스가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각각 통전층과 

차폐층에 해당하는 두 개의 코일과 요크로 구성된 모델 

케이블에 대해서 전자장 수치해석과 회로모델이 결합된 

FEM 해석을 통하여 한류 고온 초전도 케이블의 

정상운전시와 고장발생 시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정상운전 시 통전층의 자기장이 대부분 차폐층에 의해 

차폐되며 낮은 임피던스를 유지하였고 고장발생 시 차폐층 

퀜치에 의해 차폐층 전류가 감소하고 증가된 임피던스에 

의해 고장전류가 효과적으로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철심의 

형상과 구조가 발생 임피던스 및 전류제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폐층 초전도체의 저항을 최대화하고 케이블 주변의 요크 

배치를 최적화하여 인덕턴스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폐층 및 통전층의 퀜치 발생에 따른 

온도 변화 특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다 정밀한 설계를 

위해서는 초전도 선재의 E-J 특성 및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를 고려한 열해석을 연계함으로써, 사고시 온도 상승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결과는 배전급 통전 용량을 갖는 유도성 한류 

고온 초전도 케이블의 시제품 설계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제품은 제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1열 11턴의 

초전도 케이블 70 m와 I형 철심으로 구성되며 차폐층 저항 

증대를 위하여 차폐층에 별도의 저항체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요구되는 고장전류 제한 성능을 만족하는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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