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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고장발생시 직렬 는 병렬연결된 두 코일
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 한류기의 고장발생시 제한기를 구성하는 
철심의 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해 분석하 다. 철심의 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다른 자기 항을 갖는 두 개의 자기 경
로를 갖는 철심을 사용함으로써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 
한류기의 류제한특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음을 등가회로 분석과 모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실계통  도한류기 개발을 해 도한류기의 용량증 를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용량증 를 해서는 도한류기를 
구성하는 단 도소자들의 직ㆍ병렬 연결이 필수 이지만, 이는 

도한류기 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퀜치발생시 도한
류기를 구성하는 단 도 소자들의 불균일한 력부담이 용
량증 를 한 도한류기 개발에 장애가 되어 왔다. 뿐만 아
니라, 한류기의 임피던스 조 이 용이하지 않은 , 고장제거시 

도상태로 신속한 회복을 기 하기 어려운 , 이로 인해 
력계통의 보호기기와 조가 용이하지 않은  등이 해결해야 
될 연구로 남아 있다 [1-3].
 이와 같은 기존의 도한류기가 갖는 다양한 문제 들을 해
결하기 한 방안으로 직렬 는 병렬연결된 두 코일의 자기결
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4-6].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는 두 코일의 인덕
턴스비와 권선방향을 조 함으로써 한류기 임피던스 조 이 가
능하며 한류기를 구성하는 도소자들의 력분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계통의 고장 류크기 변화에 해 보다 융통성있게 
용할 수 있게 되어 계통의 보호기기와 조를 한 정정이 용이
한 장 을 가지고 있다 [5-7].
 반면에,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를 구성하는 
철심은 고장발생 기에 고장 류의 과도성분으로 인해 철심의 
포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래의 고장 류제한을 
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어 철심의 포화를 억제하기 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렬 는 병렬연결된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
용한 도한류기의 구성요소인 철심의 고장발생시 포화를 억
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유도형 도한류기의 철심포화
를 억제하기 해 용되었던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포화억제를 통한 류제한 특성향상에 
해 분석하 다 [8]. 등가회로와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을 통해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의 유용성을 기술하 다.
 

2. 본    론

  2.1 구조 및 등가회로

  그림 1은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구조를 보여 다.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은 E-I형

태의 철심으로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며, 이  왼쪽에 두 코일이 결선
되며, 가운데 철심에는 공극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동작원리는 기존의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동작원리와 동일하다 
[5-6].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에 두 코일이 결선된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등가회로를 그림 2에 도시하 다. 고장발생시 두 
코일의 자속이 상쇄되지 않게 되면 왼쪽 철심에서 오른쪽 철심을 통해 
자기경로를 형성하게 되며, 포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한기 임피던스
는 식 (1)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만약 포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운데 

철심을 통해 자기경로를 형성하게 되며 이때, 제한기 임피던스는 식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 


                                     (2)

 따라서, 철심의 포화가 발생할 경우 식 (2)와 같이 제한기 임피던스가 
감소되지 않게 되어 정상 인 류제한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E-I 철심에 결선된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초전도 
한류기의 구조

  

<그림 2> E-I 철심에 결선된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초전도 
한류기의 등가회로

  2.2 실험회로 구성 및 결과분석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
의 포화억제효과를 모의하기 해 원과 부하를 연결하여 모의단락
실험회로도를 구성하 으며 단락모의실험을 통해 압, 류를 
측정하여 포화억제효과를 분석하 다.
  그림 3은 하나의 자기경로와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자기결
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고장발생시 각 코일의 류와 압 
 도소자의 양단 압 형을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장 기에 고장 류가 상승하게 되면 도소자의 퀜치
발생으로 류가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자기경로를 갖는 자기결합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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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류기의 경우, 고장발생 기에 철심의 포화로 각 코일의 
류가 다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두 개의 자기경로
를 갖는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경우(그림 3(b))에는 
고장발생 기에  다른 자기경로를 통해 자속경로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포화가 억제되어 고장 류가  다시 상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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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기결합을 이용한 초전도 한류기의 전류제한 특성
   (a) 하나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을 적용한 경우

        (b)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E-I 철심을 적용한 경우
  
  고장발생 기에 각 코일의 류와 도소자 항발생을 그
림 4와 5에 확 하여 다시 도시하 다. 고장발생과 동시에 크게 
상승한 두 코일의 류가 도소자의 퀜치발생에 의한 항발
생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기경로가 하나인 도 
한류기의 경우에는 코일 2의 류가 제한되어 으로 감소되는 
순간 코일 1의 류가 다시 크게 상승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도 한류기의 경우에
는 코일 2의 류가 제한되어 으로 감소되더라도 코일 1 류
의 재상승이 철심포화의 억제로 발생되지 않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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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나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을 적용한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초전도 한류기의 초기전류제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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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E-I철심을 적용한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초전도 한류기의 초기전류제한 특성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렬 는 병렬연결된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
용한 도한류기의 구성요소인 철심을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
는 철심을 용하 을 경우 고장발생시 철심의 포화억제효과를 
분석하 다. 등가회로분석과 하나의 자기경로를 갖는 두 코일의 
자기결합을 이용한 도한류기의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두 개의 자기경로를 갖는 철심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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