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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발명은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기계적  스위치와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명 및 동작 특성을 개선하도록 된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에서는  통전모드에서  동작되어  부하에  구동  전
원을  인가하는  기계  스위치와,  상기  기계  스위치에  병렬  접속되며  상기  기계  스위치에  인가되는 
직류  대전류를  차단시키는  스위칭  모드에서  동작되는  사이리스터  스위치와,  통전  모드에서  스위칭 
모드로의  전환시에  상기  전원공급원으로부터의  직류  대전류를  아크(arc)의  발생없이  상기  기계  스
위치로부터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로의 전류시키는 전류 회로부를 구비한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도도도도1111

색인어색인어색인어색인어

기계 스위치,사이리스터 스위치, 전류(commutation), 직류 대전류, 비감쇄 직렬 공진 회로,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의 구성을 보인 회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인 전체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각 부의 동작 파형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비감쇄 직렬 공진 회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시뮬레이션 회로도이다.

도 6은 도 5의 시뮬레이션 회로에 의한 결과에 따른 전압 및 전류파형도이다.

도  7(a)내지(f)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의  전류차단테스트결과를  보인  파형도이
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기계 스위치                        12...사이리스터 스위치

13...전류회로부                         14...제어부

15...펄스 발생부                        16...전원공급부

C...캐패시터,                           S2...전류용 사이리스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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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인덕터                              D1...과부하 차단 다이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계적  스위치와  사이리스터  스
위치를 이용하여 수명 및 동작 특성을 개선하도록 된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전도  코일용  직류  대전류  전원  장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가  초
전도  코일을  보호하기  위한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이다.  KSTAR  국가  핵융합  과제등에  사용되는  직
류  대전류  전원  장치의  용량은  10kA에서  35.6kA까지이며  모두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를  필요로  한
다. 

그러나,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기계적  차단기는  교류  및  단시간동안만  동작을  하며,  직
류  차단이  가능한  직류  차단기들은  용량이  위에  미치지  못하며,  크기와  가격  및  반복성에  있어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차단시간에  있어서는  수십  ms에서  수백  ms로  KSTAR  핵융합과제에서  요
구하는 사양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써,  그  목적은  기계적 
스위치의  장점과  반도체  사이리스터(thyristor)  스위치의  장점을  결합하여  시스템의  크기와  가격
을  낮추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TMTS:Two-Stage  Mechanical-
Thyristor Switch)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는  통전모드에서  동작되어 
부하에 구동 전원을 인가하는 기계 스위치와,

상기  기계  스위치에  병렬  접속되며  상기  기계  스위치에  인가되는  직류  대전류를  차단시키는  스위
칭 모드에서 동작되는 사이리스터 스위치와,

통전  모드에서  스위칭  모드로의  전환시에  상기  전원공급원으로부터의  직류  대전류를  아크(arc)의 
발생없이  상기  기계  스위치로부터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로의  전류시키는  전류  회로부를  구비하
여 이루어진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는  통전  모드의  경우  상기  기계  스위치를  온시켜 
직류  대전류가  부하에  인가되도록  하고,  스위칭  모드의  경우  상기  기계스위치를  오프시킴과  동시
에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온시켜  기계스위치로부터  사이리스터  스위치로  전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가  온된  후  소정  시간  경과  후  상기  전류  회로부를  동작시켜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오프시키도록  상기  전류  회로부에  소정의  구동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이하에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구성  및  작용  효과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인 회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는  크게  통전모드에서  동작되어  부하(17)에  구
동  전원을  인가하는  기계  스위치(11)와,  상기  기계  스위치(11)에  인가되는  직류  대전류를  스위칭
시키는  스위칭  모드에서  동작되는  사이리스터  스위치(12)(S1)와,  통전  모드에서  스위칭  모드로의 
전환시에  아크(arc)의  발생없이  상기  기계  스위치(11)로부터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12)로의  전
류(commutation)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류( ) 회로부(13)로 구분될 수 있다.

전술한  구성에  있어서,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는  상기  기계  스위치(11)  일예로  ACB(Air 
Circuit  Breaker)  또는  VCB(Vacuum  Circuit  Breaker)에  병렬로  접속되며,  상기  전류  회로부(13)는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에  병렬  접속된다.  이때  상기  전류  회로부(13)는  상기  사이리스터  스
위치(S1)의  애노드측에  일단이  접속된  캐패시터(C)와,  상기  캐패시터(C)에  직렬접속된  인덕터(L) 
및  상기  인덕터(L)에  애노드측이  직렬  접속되고  캐소드측은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캐소드
측에  접속된  전류( )용  사이리스터  스위치(S2)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직렬접속된  캐패
시터(C),인덕터(L)  및  사이리스터  스위치(S2)와  병렬로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애노드측에 
캐소드측이  접속되고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캐소드측에  애노드단이  접속된  다이오드(D1)
를 구비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기 구동 장치의 일예에 따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기  구동  장치는  통전  모드  및  스위칭 모
드에서  각각  기계  스위치(11)  및  사이리스터  스위치(S1)(S2)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소정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14)와,  상기  제어부(14)의  제어하에  상기  기계  스위치(11)  및  사이리스터 
스위치(S1)(S2)를  통해  부하에  구동  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공급부(16)와,  상기  제어부(14)의  제어
하에  상기  기계　스위치(11)의  동작을  오프시키기  위한  펄스　신호  및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S2)를  턴온시키기  위한　게이트  구동  신호로  소정의  펄스　신호를  인가하는  펄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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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이하에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동작  및  작용  효과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는 일예로 초전도 코일
용  직류  대전류  전원  장치에서  초전도  코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한편,  본  발명에  사
용되는  기계  스위치(11)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용의  차단　기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성된
다.  즉,  직류  대전류를  항시  흘릴  수  있도록  조인트(joint)부분과  그  외의  통전  부분들이  설계되
어야하며,  가능한　동작시간을　줄일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기계  스위치의  동작시간과　직류 
대전류  차단장치의  가격과  크기는  서로  연관이  있으며  기계  스위치의  동작  시간이  빠를  수록  사이
리스터 스위치 및 전류 회로부의 용량을 보다 작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통전  상태에서는  기계 
스위치를  통해  전원을  부하에  인가하게  되고,  기계  스위치(11)를  오프시키는  스위칭  순간에는  사
이리스터  스위치(S1)를  사용하여  기계  스위치  접점에서의  아크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따라서,  짧
은  시간  동안의  전류  정격이  동작(on)상태에서의  전류  정격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사이리스터의 
동작  특성을  이용하여  실제  설계하고자  하는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정격보다  상당히  작은  정격
의  사이리스터  소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일예로,  300A,  1800V의  사이리스터  소자의  경우  5000A,10 
ms의  펄스  전류,  5400A,  8.3ms의  펄스  전류를  견딜  수  있다.  또한,  빠른  턴-오프(turn-off)시간을 
갖는 사이리스터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전류(commutation)회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각 부의 동작 파형을 보인 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류 회로부의 등가 회로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면,  제어부(14)는  부하(17)를  구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계 
스위치(11)의  접점을  온시켜  전원  공급부(16)로부터  소정의  구동  전원이  부하(17)측에  인가되도록 
한다.  이때,  사이리스터  스위치(S1)는  게이트  신호가  인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부하(17)의  구동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어부(14)는  먼저  부하(17)에  인가되는  직류 
대전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계  스위치(11)의  접점을  오프시키게  된다.  이때,  기계  스위치(11)의 
접점이  오프되면서  아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  스위치(11)의  접점이  오프되는  순
간에  싸이리스터  스위치(S1)를  구동시키도록  게이트  신호를  인가하게  된다.  이때,  사이리스터  스
위치(S1)의  전압  강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아크  발생없이  구동  전류는  기계  스위치(M1)(11)로부터 
사이리스터 스위치(S1) 측으로 전류(commutation)하게 된다.

또한,  사이리스터  스위치(S1)가  온된  이후에  전류  회로부(13)의  사이리스터  스위치(S2)의  게이트
단에  구동  신호를  인가하여  사이리스터  스위치(S2)를  온시키게  된다.  이때,  사이리스터 
스위치(S1)에  흐르던  전류는  사이리스터  스위치(S2)가  온됨에  따라  사이리스터  스위치(S2)에  직렬 
연결된  캐패시터(C)  및  인덕터(L)로  흐르게  되어  사이리스터  스위치(S1)를  오프시키게  된다.  이
때,  사이리스터  스위치(S2)를  온시킴으로써  흐르는  공진  전류는  사이리스터  스위치(S1)에  흐르는 
전류보다  커야  하며  즉,  사이리스터  스위치(S1)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Holding  current:  게
이트의  개방상태에서  소자가  통전하고  있을  때  도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초의  순전류)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그 시간은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턴 오프시간보다 길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사이리스터  스위치(S2)에  흘러야  하는  데,  이러한  경우  사이리스터  스위치(S2)에  흐르는  큰  전류
는  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KSTAR  핵융합  장치에서와  같이  부하가  상당히  큰  인덕턴스
를  갖는  경우  부하  전류는  전류(commutation)의  순간에도  일정하며,  부하  전류와  사이리스터  스위
치(S2)를 흐르는 전류의 차 만큼이 과전압으로 스위치 또는 부하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과전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진  회로에  사이리스터  스위치(S1)과  병렬접속된  다이오
드(D1)을  구성하여  차단  전류보다  큰  전류는  다이오드(D1)을  통해  흐르게  되어  과전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비감쇄  직렬  공진  회로(undamped  series  resonant  circuit)로부터 
전류회로부(13)의  캐패시터(C)  및  인덕터(L)를  설계할  수  있으며,  부하는  일정  전류의  전류원으로 
가정하고  t0에서  부하  전류는  IL0이다.  또한,  인덕터(L)의  전류(iL)와  캐패시터(C)의  전압(Vc)가  변

수가  되며,  t0에서 각각 초기 조건으로 IL0와 VC0를 갖는다.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다음의 수학식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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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속도  공진주파수(ω0)는  이고,  특성  임피던스(Z0)는  Ω이다.  따

라서,  상기의  수학식  1에  의하여  원하는  전류(commutation)  전류의  크기와  시간에  따라  캐패시턴
스와 인덕턴스의 값이 정해지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시뮬레이션  회로를  도시한  것이고,  도  6은  도  5
에  도시된  시뮬레이션  장치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전압  전류  파형을  도시한  것이다.  도  5의  직
류  대전류  차단  장치의  시뮬레이션  회로에서는  전원  공급부(power  supply)(16)와  부하(17)  사이에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를  연결시키고,  전원  공급부(16)를  동작시킨  후  기계  스위치(M1)를  턴온  및 
턴  오프해서  사이리스터(S1)(S2)를  동작시켜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때,  시뮬레이션을  위하 
각 구성요소들의 사양 및 파라미터는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표 표 표 1111]]]]

기계 스위치

(ACB)

정격 전류 2000A

극수 3P

정격 전압 AC 660V

Impulse 전압 8kV

정격 단시간전류 50kV, 1초

45kV, 3초

차단시간 0.05

사이리스터 스위치 5STP45N2200

캐패시턴스 5mF

인덕턴스 10uH

저항 40mΩ

7(a)내지(f)는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로  100A에서  2000A까지  전류  차단  결과를  실
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는  100A의  전류차단  실험  결과이고,  (b)는  200A  전류차단,(c)는 
500A  전류차단,(d)는  1000A의  전류차단,(e)는  1500A,(f)는  2000A의  전류차단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기는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
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직류  대전류  차단기는  기계적  스위치의  장점과  사이
리스터  스위치의  장점을  이용하여  전류통전시와  전류  차단시에  각각  선택적으로  동작시킴으로써 
차단기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제작이  용이하며  저가격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고압  대용량의  기계  스위치의  차단동작시의  과전압  발생을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통해  방지
할  수  있으므로  기계  스위치의  수명을  늘리고,  전류  차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57575757) ) ) ) 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1 1 1 1 

전원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직류  대전류를  부하에  인가  또는  차단하는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에 
있어서, 

통전모드에서 동작되어 부하에 구동 전원을 인가하는 기계 스위치와, 

상기  기계  스위치에  병렬  접속되며  상기  기계  스위치에  인가되는  직류  대전류를  차단시키는  스위
칭 모드에서 동작되는 사이리스터 스위치와, 

통전  모드에서  스위칭  모드로의  전환시에  상기  전원공급원으로부터의  직류  대전류를  아크의  발생
없이  상기  기계  스위치로부터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로의  전류시키는  전류( )  회로부를  구비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류 대전류 차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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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2 2 2 2 

제 1 항에 있어서, 

통전  모드의  경우  상기  기계  스위치를  온시켜  직류  대전류가  부하에  인가되도록  하고,  스위칭  모
드의  경우  상기  기계스위치를  오프시킴과  동시에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온시켜  기계스위치로
부터  사이리스터  스위치로  전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가  온된  후  소정  시
간  경과  후  상기  전류  회로부를  동작시켜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오프시키도록  상기  전류  회로
부에  소정의  구동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
류 대전류 차단 장치.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3 3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회로부는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의 애노드측에 일단이 접속된 캐패시터와, 

상기 캐패시터에 직렬접속된 인덕터 및 

상기  인덕터에  애노드측이  직렬  접속되고  캐소드측은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캐소드측에 
접속된  전류( )용  사이리스터  스위치(S2)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류  대
전류 차단장치.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4 4 4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회로부는 

상호  직렬  접속된  상기  캐패시터(C),인덕터(L)  및  전류용  사이리스터  스위치(S2)와  병렬로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애노드측에  그  캐소드측이  접속되고  상기  사이리스터  스위치(S1)의  캐소
드측에  애노드단이  접속된  다이오드(D1)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류  대전
류 차단 장치. 

도면도면도면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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