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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유형별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Interrupter by Fault Types

정 인 성*․최 효 상†․정 병 익*

(In-Sung Jeong․Hyo-Sang Choi․Byung-Ik Jung)

Abstract - With the increasing power demands, size of the fault current in electrical grids is steadily increasing, and it 

exceeds the breaking capacity of circuit breaker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se problems, a high-speed interrupter was 

suggested. The high-speed interrupter provides fault current with a bypass to a fault current limiter in case of accidents 

and consequently, fault current can be restricted. In this study,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interrupter were 

analyzed by accident types occurred in a distribution system. When accidents occurred, a and b contact of the 

high-speed interrupter were turned-off and then, turned-on. Accordingly, fault current flowed to the circuit connected to 

a current limiting element, and the fault current limiter restricted fault current to within a half-cycle. Nevertheless, the 

behavior of the high-speed interrupter was slowed down by a switching surge. As a result, fault current was confirmed 

to be restricted not to within the anticipated half-cycle, but to after a half-cycle. Moreover,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speed interrupter changed not only by  accident types, but by behaviors of R, S, and T phases. This was 

due to the errors in stroke lengths of the high-speed interrupters, which resulted in a slight time discrepancy among 

three interrupters. In addition, the switching behaviors of the b and a contact were confirmed not to have coincided due 

to the switching surge; b contact behaved first and a contact followed. because of this, accuracy of stroke length and 

switching surges through the solenoid suction increases may be necessary to re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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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국내 력계통은 산업과 생활환경의 발 으로 력수

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력망에서 발

생하는 지락  단락 사고의 크기가 계속 증가되면서 차단

기의 차단 내력을 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류는 력

기기  보호기기 등의 연 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화

재로 인한 규모 정 사태 등의 다양한 사고와 함께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 등의 2차 사고까지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차단용량이 큰 차단기로의 교체

와 모선분리, 직렬리액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력

계통의 안정도  신뢰도, 력품질 하 등  다른 문제

들이 발생하게 된다. [1-5] 이에 기존의 방안보다 효과 으

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진공 인터럽터와 솔 노이드를 

결합시킨 고속 인터럽터가 제안되었다.

진공 인터럽터는 진공이 갖는 뛰어난 연 특성  확산 

능력을 이용한 것으로 소형으로 고성능을 얻을 수 있고, 보

수 검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솔 노이드는 구

조가 간단하여 소형이면서도 흡입력이 클 뿐만 아니라 B종 

연으로 인해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코일 소손 우려가 없

어 신뢰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공 인터럽

터와 솔 노이드를 결합시킨 고속 인터럽터는 통   차단  

           (a)                         (b)

그림 1 고속 인터럽터 (a) 정면, (b) 측면

Fig. 1 High-speed interrupter (a) Front, (b) Side

기능을 진공 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개리 후 최  류 에서 류를 차단하는 진공

연 회복 특성 때문에 의 손상이나 소모가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 알루미나 세라믹 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  강도가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다. [6-7]

고속 인터럽터는 사고 발생 시 인터럽터 내 각 을 각

각 turn-on, turn-off 시킴으로써 사고 류가 한류기로 유입

될 수 있도록 우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

배 계통에서 발생 할 수 있는 1,2,3선 지락사고와, 2,3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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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속 인터럽터가 용된 모의 실험 회로도

Fig. 2 High-speed interrupter applied to the circuit  

그림 3 고속 인터럽터 동작 원리

Fig. 3 Operational principle of high-speed interrupter

그림 4 Limiter 구성요소

Fig. 4 Component elements of a limiter

락사고에 따른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특성에 해 분석하

다.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별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사고에 한 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실험회로도  회로구성 

그림 2는 고속 인터럽터가 용된 송배  계통의 모의 실

험 회로도이다. 재 국내의 력계통과의 유사성을 해 3

상으로 구성을 하 다. 이 때문에 고속 인터럽터 한 각 

상 별로 연결하고 3상이 동시에 작동 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3상 상제어기를 이용하여 SWR, S, T-1를 통해 회로에 

원을 인가하 고, SWR, S, T-2를 통해 사고 류를 발생시켰

다. 회로에 사고 류가 발생하게 되면 current transformer 

(CT)가 이를 감지하게 된다. SCR control system은 고속 

인터럽터에 원을 인가해주는 스 치 역할을 하는 장치로

써 CT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운  시 작동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CT가 사고 류를 감지하면 SCR 

control system이 작동하게 된다. 고속 인터럽터는 a 과 

b 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치이다. 정상 운  시에는 그림 

3(a)와 같이 b 은 turn-on, a 은 turn-off인 상태로 

정상 류가 부하로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림 3(b)와 같이 b 은 turn-off가 되고 a 은 

turn-on이 되면서 사고 류는 limiter쪽으로 우회하여 흐름

으로써 제한된다. Limiter 소자는 20Ω의 항 2개를 병렬 

연결한 것과 리액턴스 20mH를 직렬 연결하여 구성하 다. 

이와 같은 조건의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1)

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2.2 실험방법  데이터 분석

그림 5는 실제 실험 구성 회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

은 280V 인가 시 사고 유형별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

에 해서 분석하 다. 1선 지락사고는 R상에서 2선 지락 

 단락사고는 R상과 S상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상은 0

도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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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고속 인터럽터 동작 특성 

(a) 사고상 R상 (b) 건 상 S. T상

Fig. 6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interrupter when single line-to-ground fault was 

occurred (a) fault phase-R (b) normal phase-S, T

그림 5 실제 실험 구성회로

Fig. 5 Actual experimental configuration

2.2.1 지락사고 발생 시

그림 6은 1선 지락 사고 시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을 

보여 다. 그림 6(a)는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사고 상인 R

상의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 그래 이다. IRP 는 회로에 

흐르는 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상상태 일 때 6[A]가 흘

고, 사고 발생 시의 사고 류 크기는 196[A] 다.

사고 발생 시 CT와 SCR control system을 통해 고속 인

터럽터가 동작하게 된다. VRb는 고속 인터럽터의 b 으로 

정상 운 일 때에는 turn-on 상태로 압이 유기되지 않지

만 사고 발생 시 turn-off가 되면서 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Ra는 고속 인터럽터의 a 으로 정상 상

태일 때 turn-off 이지만 b 과 병렬연결이 되어있기 때문

에 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에도 VRa는 

turn-on이 되기 때문에 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림 6(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 발생 후 약간의 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크 항으로 인해 b 과 a 이 

동시에 turn-off, turn-on이 되지 않고, b 이 turn-off가 

된 후 약 1/4주기 이후 a 이 turn-on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고 류 한 반주기 내에 제한되지 않고 반주

기 이후에 제한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한된 사

고 류의 크기는 14[A]로 약 93%가 제한되었다.

그림 6(b)는 1선 지락 사고 시 건 상인 S, T상의 고속 

인터럽터 동작 특성 그래 이다. 정상 동작 시 정상 류는 

S, T상 각각 7, 8[A]가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후 1선 지락 사고가 R상에서 발생하여도 S, T상의 건 상

은 사고 상의 향 없이 류가 계속 흘 다. 이 때 고속 

인터럽터는 사고 상과 같이 사고 발생 후 원이 인가되어 

b 과 a 이 각각 turn-off, turn-on이 되는 스 칭 동

작을 보 다.

그림 7은 2선 지락 사고 시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을 

보여 다. 그림 7(a)는 2선 지락 사고 시 R상과 S상의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특성 그래 이다. R상에서는 6[A]의 정상

류와 190[A]의 사고 류가 흘 고, S상에서는 8[A]의 정상

류와 192[A]의 사고 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사고 반주기 이후에는 사고 류의 크기가 각각 14, 

13[A]로 약 90% 이상 제한되었다.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은 R, S상 모두 1선 지락 사

고 시와 같이 이루어졌다. R상의 VRa 압은 1선 지락 사

고 시보다 발생 시간이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

는 b 에서 발생한 아크가 빨리 소호되어 b  동작 후 

a 이 빠르게 동작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

고 류 제한 속도 한 빨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

지만 S상의 VSa 압은 R상과 달리 고속 인터럽터의 스

칭 속도가 1선 지락 사고 시와 같은 그래 를 나타냈다. 

이는 고속 인터럽터의 스트로크 길이 오차로 인해 의 

스 칭 동작이 R상보다 느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7(b)는 2선 지락 사고 시 건 상인 T상의 고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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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2선 지락 사고 발생 시 고속 인터럽터 동작 특성 

(a) 사고상 R, S상  (b) 건 상 T상

Fig. 7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interrupter when double line-to-ground fault was 

occurred (a) fault phase-R, S (b) normal phase-T

그림 8 3선 지락 사고 발생 시 R, S, T상의 고속 인터럽터 

동작 특성

Fig. 8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interrupter when triple line-to-ground fault was 

occurred (a) fault phase-R, S, T

터럽터 동작 특성 그래 를 나타낸 것이다. 1선 지락 사고 

시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후 고속 인터럽터의 b 과 a

의 turn-off, turn-on 스 칭 동작이 일어났다. 이 때 

류는 한류소자의 임피던스로 인해 6[A]에서 5[A]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고상과 비교 시 고속 인터럽

터에서 발생하는 압의 크기가 작다. 이는 건 상의 경우 

Load 값으로 인해 사고상에 비해 압 값이 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8은 3선 지락 사고 시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 

그래 이다. 정상 류의 크기는 R, S, T상 각각 8, 8, 7[A]

가 흘 고, 3선 지락 사고 발생 후 사고 류는 각각 194, 

190, 174[A]로 증가하 다.

사고 발생 시 고속 인터럽터의 VRa, VTa 압이 거의 발

생 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b 의 아크

가 빠르게 소호되어 b  동작 후 a 이 동작이 바로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S상의 경우 VSa 압이 크게 발

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7(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시간 오차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 때문에 사고 류가 반주기 이후에 제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한된 사고 류의 크기는 각각 

17, 18, 17[A] 고, 기 사고 류값의 약 90% 이상이 제한

되었다.

2.2.2 단락사고 발생 시

그림 9는 2선 단락  3선 단락 사고시의 동작 특성을 보

여 다. 그림 9(a)는 2선 단락 사고 발생 시 사고 상 R, S의 

고속 인터럽터 동작 특성 그래 이다.

정상 상태일 때 R, S상의 정상 류는 각각 8[A]이고, 2

선 단락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사고 류의 크기는 각각 177, 

178[A]까지 증가하 다. 사고 발생 시 고속 인터럽터의 동

작 특성 한 1선 지락 사고 시와 마찬가지로 아크 항으

로 인해 b 과 a 이 동시에 turn-off, turn-on 되지 못

하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R, S상 모두 확인 할 수있

었다. 사고 발생 반주기 이후 사고 류의 크기는 각각 

13,12[A]를 나타냈고 약 90% 이상이 제한되었다.

그림 9(b)는 2선 단락 사고 발생 시 건 상의 고속 인터

럽터 동작 특성 그래 이다. VTb와 VTa 압이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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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2선 단락 사고 발생 시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 

(a) 사고상 R, S (b) 건 상 T

Fig. 9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interrupter when double line-to-line fault was 

occurred (a) fault phase-R, S (b) normal phase-T 

그림 10 3선 단락 사고 발생 시 사고상의 고속 인터럽터 

동작 특성

Fig. 10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fault phase in 

triple line-to-line fault

으로 보아 고속 인터럽터가 동작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류의 크기가 로드 임피던스와 한류 임피던스의 차

이로 인해 6[A]에서 4[A]로 변하 다.

그림 10은 3선 단락 사고 발생 시 사고 상의 고속 인터럽

터 동작 특성 그래 이다. 정상 운  시 류는 각각 8, 7, 

8[A]이고 3선 단락 사고 발생 후 류의 크기는 각각 196, 

190, 176[A]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속 인터럽터로 인

해 R, T상은 사고 발생 반주기 이후 사고 류가 제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S상의 경우 고속 인터럽터

의 동작 시간 오차 때문에 반주기 이후 제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 칭 동작 후 제한 된 사고 류의 크기는 

각각 19, 20, 19[A]로 약 90% 이상이 제한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고 류 제한을 해 력계통에 3상 고

속 인터럽터를 용하여 사고 유형별 고속 인터럽터의 동작 

특성에 해서 분석하 다. 사고 유형은 가장 발생하기 쉬

운 1선 지락사고부터 가장 큰 사고 류가 발생 할 수 있는 

3선 단락 사고까지 실험하 다. 1선 지락 사고 발생 시 사

고 류를 반주기내에 제한하지 못했다. 이는 b 의 아크

가 소호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b 과 a 이 동시에 

turn-off, turn-on이 되지 못하고, b  동작이후 약 1/2주

기 후에 a 이 동작하기 때문이다.  2, 3선 지락 사고와 

3선 단락 사고의 경우, 사고 류 제한 속도가 각 상별로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고속 인터럽터의 

스트로크 길이의 오차로 인해 각 상별 고속 인터럽터의 동

작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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