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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SSCB를 이용한 새로운 3상 Static Transfer Switch

New Three-Phase Static Transfer Switch using AC SSCB

송 승 민*․김 진 영*․김 인 동†

(Seung-Min Song․Jin-Young Kim․In-Dong Kim)

Abstract - These days, widespread use of sensitive loads and distributed generators makes static transfer switch (STS) an 

essential component in power circuits to achieve a good power quality for AC Grids. In case of a short-circuit fault, previous 

STS cannot break the fault current. However, the proposed STS has the capability of breaking it quickly as a circuit breaker. 

Also if there are power quality problems such as Sag/Swell, the proposed STS can quickly transfers the load to the good 

quality source. Furthermore it is proved that the transfer time of the proposed STS is within one half of period of 3-phase 

source frequency regardless of the type of load. It is anticipated that the proposed STS may be utilized to realize many stable 

and reliable AC gri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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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압교란의 크기에 따른 지속시간의 규정

Fig. 1 Output dynamic performance classification

그림 2 기존의 STS(Static Transfer Switch) 회로도

Fig. 2 Previous STS schematic

그림 3 사고 발생 시 기존의 STS 절환시간

Fig. 3 Previous STS transfer time when the fault occurs

1. 서  론

현대 사회는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력 품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하들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1]. 

그림 1은 국제 표준 사양(IEC 62040-3)에서 전압 교란의 크기

에 따른 지속시간의 규정을 보여준다[2]. 전원에서 sag/swell이 

발생하더라도 규정된 시간이내에 신속하게 다른 전원으로 절환

하면 부하는 항상 좋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STS 

(Static Transfer Switch)는 신속하게 전원을 절환할 수 있기 때

문에 민감한 부하에 필수적이며, STS는 EMTS(Electromagnetic 

Transfer Switch)를 대체하기 위해 고압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적

용되고 있다 [3-4]. 

그림 2는 기존의 STS 회로도이다. 기존의 STS는 SCR로 구성

되어 있으며 preferred source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SCR을 

모두 턴오프하고 alternate source와 연결된 SCR을 턴온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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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STS 회로도

Fig. 5 Proposed STS schematic

그림 6 제안하는 STS 동작 파형

Fig. 6 Proposed STS operation waveforms

하에 항상 좋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한다.

그림 3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STS 절환시간을 나타낸

다[5]. Case 1은 전원의 전압이 35% 강하된 경우이고, case 2는 

a상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고, case 3는 a상과 b상에 단

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STS 절환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STS는 상당히 긴 절환시간을 갖고 있

다. 또한 단락 또는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STS는 사고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한다.  

전력계통의 고장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 전류의 신

속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6]. 

그리고 짧은 시간의 접촉사고의 경우에 오랜 시간동안 차단 상태

로 유지 된다면 2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7]. 이러한 이유로 

차단기에는 재투입 동작과 재차단 동작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동

작책무 조건이 (IEC-62271-100) 규정되어 있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존 STS의 단점을 해결하

는 새로운 STS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STS는 절환스위치로 AC SSCB(Solid-State Circuit 

Breaker)를 이용하여 절환동작을 수행하므로 부하에 좋은 품질의 

전력을 항상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STS에 사용되는 AC 

SSCB는 1[ms] 이내에 신속한 사고전류의 차단이 가능하며 재투

입과 재차단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단락사고 발생 시에도 신

속한 차단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2. 3상 AC SSCB를 이용한 새로운 STS

그림 4는 STS(Static Transfer Switch)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독립된 전원 2개는 각각의 SSCB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SSCB

의 출력은 부하에 연결되어 있다. 평소에는 preferred source에

서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고 preferred source에 문제가 발생하면 

alternate source로 전원을 절환한다. 

그림 4 STS(Static Transfer Switch) 개념도

Fig. 4 STS Conceptual diagram

그림 5는 기존의 STS와는 달리 각 상에 SCR 대신 SSCB가 

연결되어 있는 제안하는 STS 회로도이다. 각각의 전원에 SCR이 

아닌 SSCB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차단

이 가능하고 기존의 STS처럼 절환동작도 가능하다.

그림 6은 제안하는 STS 동작 파형이다. STS는 크게 5가지의 

모드를 가진다. 모드는 Preferred Source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Preferred mode, 전력품질의 문제를 인지한 후 모든 스위치의 

게이트 신호를 off하였으나 아직은 3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구

간인 3-Phase mode, 1개의 상전류가 0[A]가 되고 2개의 상에만 

전류가 흐르는 2-phase mode, 3상의 전류가 모두 0[A]가 된 

off mode, 그리고 Alternate source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Alternate mode로 이루어진다.

2.1 Preferred mode

Preferred mode는 preferred source에서 SSCB I을 통해 부하



전기학회논문지 67권 5호 2018년 5월

628

로 전력을 전달하는 모드이다. 이 모드에서 STS는 preferred 

source의 전압을 검지해서 sag/swell과 같은 전력품질의 문제 또

는 단락, 지락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판별한다.

2.2 3-Phase mode (t0~t1)

3-Phase mode는 preferred source의 전력품질에 문제가 발

생한 것을 검지한 모드이다. 전력품질 문제를 검지하면 SSCB I의 

SCR Tall(T11, T12, T21, T22, T31, T32)에 모두 off 신호를 인가한

다. 하지만 SCR은 전류가 0[A]가 되어야 꺼지는 소자이므로 여

전히 3상 모두 전류가 흐르고 있다.

2.3 2-Phase mode (t1~t2)

2-phase mode는 1상의 전류가 0[A]가 되어서 2개상의 전류

만 흐르는 모드이다. 그림 6의 t1에서 ia가 0[A]가 되어서 b상과 

c상의 전류만 흐르게 된다. b상과 c상의 전류는 Vbc에 의해서 결

정된다.

2.4 Off mode (t2~t3)

off mode는 SSCB I의 SCR Tall(T11, T12, T21, T22, T31, T32)이 

모두 꺼진 모드이다. SCR은 전류가 0[A]가 되고 tq시간이 지나

야 완전히 꺼진다. 그러므로 SSCB II를 켜기 전에 SCR이 완전히 

꺼지도록 잠시 대기하는 모드이다. SCR의 tq시간은 주로 

100[us] 내외이므로 off mode는 다른 모드에 비해 매우 짧은 시

간을 가진다.

2.5 Alternate mode

Alternate mode는 SSCB II를 켜서 alternate source에서 부하

로 전력을 전달하는 모드이다. 전원의 절환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부하는 좋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림 7 STS 차단동작 알고리즘

Fig. 7 STS breaking operation algorithm

그림 7은 STS의 동작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STS는 

기존의 STS와 달리 SSCB를 이용하므로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와 sag/swell과 같은 전력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다

르게 동작해야 한다. 

계통에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SSCB I는 신속한 차단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재투입과 재차단의 동작책무를 수

행한다. 기존의 STS의 경우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단락전류를 차

단할 수 없지만 SSCB를 사용한다면 1[ms]이내에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다. 

전원에서 sag나 swell이 같은 전력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면 

SSCB I은 오프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SSCB I의 모든 전류가 0

이 되면 SSCB II를 켜서 전원을 절환하는 절환동작을 수행한다. 

3. 제안한 STS를 위한 3상 AC SSCB

② Start of breaking operation① Occurrence of short fault ③ Completion of break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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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류회로를 갖는 SCR

Fig. 8 SCR with commutation circuit

그림 8은 제안한 STS를 위한 3상 AC SSCB에서 SCR을 강제 

턴오프시키기 위해 전류 커패시터 C로 구성된 전류회로를 갖는 

회로이다.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그림 8의 ②처럼 SCR Taux를 턴

온한다. SCR Taux가 켜지면 SCR Tmain에는 역방향으로 전류 커패

시터의 충전전압인 VC가 인가된다. 그로인해 SCR Tmain의 전류는 

감소하여 0이 되고 tq 시간이 지나면 SCR Tmain이 완전히 턴오

프되고 전류는 모두 SCR Taux를 통해 흐르게 된다. 계통의 전류

가 점점 감소하면서 선로 인덕턴스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는 전류 

커패시터로 옮겨가며, 선로 인덕턴스의 전류가 0에 도달함에 따

라 전류 커패시터는 역방향 최대전압으로 충전된다.

AC Solid-State Circuit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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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상 AC SSCB[9]

Fig. 9 3-phase AC SSC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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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ormal Mode (short fault : t6~t7) D.  Breaking Mode (t7~t8)

A.  Charging Mode (t0~t5) B.  Normal Mode (t5~t6)

F.  Recharging Mode (t10~t13)(t15~t16)

H.  Rebreaking Mode (t14~t15)G.  Reclosing Mode (t13~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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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reaking Mode (t8~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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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상 AC SSCB의 동작모드

Fig. 10 Operation mode of the 3-phase AC SSCB

그림 11 AC SSCB의 동작 파형

Fig. 11 Operation waveforms of the AC SSCB

그림 9는 제안한 STS를 위한 상세한 3상 AC SSCB 회로이다. 

그림 10은 AC SSCB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AC SSCB는 6가지 

동작 모드로 나누어진다. 6가지 동작 모드는 전류 커패시터를 충

전하는 충전 모드,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상 모드, 사고 전

류를 차단하는 차단 모드, 재투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전류 커

패시터의 재충전 모드, 다시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투입 

모드, 계속해서 사고가 유지되면 다시 차단하는 재차단 모드이다. 

3.1 충전모드

AC SSCB가 차단동작을 수행하려면 전류 커패시터의 충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충전모드에서 AC SSCB의 모든 전류 커패시

터들은 충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AC SSCB의 충전 모드(t0∼t5)에

서는 선간전압과 충전저항을 이용하여 사고 차단에 요구되는 전

압으로 전류 커패시터를 충전하게 된다. 그림 11의 t0에서 LS(라

인 스위치)가 턴온되면 전류 커패시터의 충전이 시작된다. 모든 

전류 커패시터들은 SCR을 포함하지 않는 충전 루프를 가지므로 

전류 커패시터 충전을 위한 별도의 제어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

한 부하측이 단락사고 상태이더라도 전류 커패시터의 충전이 이

루어지므로 제안한 AC SSCB는 언제든지 차단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3.2 정상모드

정상모드는 AC SSCB의 정상모드로써 SCR Tall(T11, T12, T21, 

T22, T31, T32)를 턴온하면 부하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정상 

모드에서는 전류와 전압을 검지하여 과전류 및 전압의 sag/swell 

등 사고를 판별하게 된다. STS의 preferred mode와 동일하다.

3.3 정상모드 (단락사고 발생)

그림 10의 모드 C는 t6에서 3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전

류가 증가하는 구간이다.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전류의 

크기는 사고로 판단되는 기준 전류보다 작으므로 AC SSCB는 정

상모드로 동작을 한다. 상전류 ia가 점차 증가하여 t7이 되면 AC 

SSCB는 단락 사고로 판단하여 차단모드가 시작된다.

3.4 차단모드

차단모드는 충전된 전류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사고 전류를 차

단하는 구간이다. 그림 10의 D회로처럼 각 상전류의 방향에 맞는 

보조 SCR S11, S22, S32가 턴온 되면 전류 커패시터 C11, C22, C32

에 의해 메인 SCR T11, T22, T32이 턴오프가 된다. 모든 상에는 

Rl-Ll-C 공진 전류가 흐르게 되며 사고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차단에 이용된 각 상의 전류 커패시터 C11, C22, C32는 그림 8의 

VC 파형처럼 역방향으로 충전이 된다.

3.5 차단모드 (모든 SCR off)

그림 10의 모드 E는 모든 사고 전류가 차단이 되고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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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이다. 그림 11의 t8에서 보조 SCR을 통

해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고 AC SSCB의 모든 SCR은 턴오프가 

되므로 AC SSCB의 차단동작이 완료된다. 역방향으로 충전된 전

류 커패시터의 전압이 배리스터의 항복전압보다 커지므로 전류 

커패시터는 t9까지 배리스터를 통해 방전한다.

3.6 재충전모드

재충전모드는 AC SSCB의 차단모드에서 방전된 전류 커패시터

를 재충전하는 구간이다. 재충전 루프는 충전모드(t0〜t5)의 충전

루프와 동일하다. 전류 커패시터는 모든 SCR이 턴오프 된 상태

에서 재충전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부하 측에 단락 상태가 유지되

더라도 재충전이 가능하다. 

3.7 재투입모드

재투입모드는 주 SCR Tall(T11, T12, T21, T22, T31, T32)이 턴온

되는 구간이다. 차단기는 동작책무의 재투입 시간에 따라 재투입 

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하측에는 단락사고가 지속되고 있

는 상태여도 모든 주 SCR을 턴온하여야 한다.

3.8 재차단모드

단락사고로 판별되는 t14가 되면 AC SSCB는 재차단 동작을 

시작한다. 재차단동작의 원리는 차단모드(t7〜t9)의 동작과 같다.

4. 제안하는 STS의 절환시간

Sag/swell은 전력 품질의 대표적인 문제로 규정(IEC-61000- 

4-30)에 따라 반주기 이상 지속되는 전력품질 문제를 말한다

[10]. 그러므로 STS의 절환 시간이 반주기 이내에 완료된다면 

부하에는 sag/swell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상 좋은 품질의 전력

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제안하는 STS는 SSCB I의 메인 SCR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SSCB II의 메인 SCR을 턴온하면 단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반드시 SSCB I의 모든 전류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SSCB 

II의 메인 SCR을 턴온해야 한다. 즉, SSCB I의 모든 메인 SCR이 

반주기 이내에 꺼져야 STS는 반주기 이내에 절환이 가능하다.

그림 12는 저항부하에서 최대절환시간을 갖는 경우의 STS 동

작파형을 나타낸다. T3-phase는 3-Phase mode의 시간이고, 

T2-phase는 2-phase mode의 시간이다. Toff는 sag검지 후 모든 상

전류가 0[A]가 되는 경우이고, Ton은 off 모드에서의 시간이고 

TSTS는 사고발생 후 절환되는 전체시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TSTS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그림 12 최대절환시간에서 STS 동작파형(저항부하)

Fig. 12 STS operation waveforms at maximum transfer 

time (resistance load) 

그리고 TOFF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2)

3상에서 전류가 0[A]가 되는 지점은 60°마다 존재하므로 

T3-phase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3)

그림 13 그림 12의 T2-phase에서 등가회로

Fig. 13 Equivalent circuit at T2-phase of Fig 12

그림 13은 저항부하에서 a상전류가 0이 된 경우에 남은 상의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ib와 ic는 Vbc에 의해 흐른다는 것을 그림 

13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Vbc가 0[V]가 될 때 ib와 iC도 

0[A]가 된다. 그림 14는 전원의 선간전압과 상전압 페이저도를 

나타낸다.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Va와 Vbc는 90°의 위상차를 가진

다. Va가 0[V]가 되고 Vbc가 0[V]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T2-phase

이므로 T2-phase는 다음과 같다.

    


 (4)



Trans. KIEE. Vol. 67, No. 5, MAY, 2018

AC SSCB를 이용한 새로운 3상 Static Transfer Switch             631

그러므로 

≤ ≤


가 된다.

그림 14 전원의 선간전압과 상전압 페이저도

Fig. 14 Line voltage and phase voltage of the power source

TON의 시간은 TOFF에 비해 매우 짧으므로 ≃가 된

다. 즉, 저항부하에서 STS의 최대 절환시간 TSTS-max는 다음과 

같다.

max 


 (5)

그림 15 R-L부하에서 STS 동작파형

Fig. 15 STS operation waveforms at R-L load

그림 15는 Ø°만큼 위상지연이 있는 R-L부하에서의 STS 동작

파형이다. TØ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이 시간을 말한다. 그림에서

처럼 TOFF는 다음과 같다.

 ∅     (6)

그림 16 그림 15의 T2-phase에서 등가회로

Fig. 16 Equivalent circuit of Fig 15 at T2-phase

그림 16은 그림 15의 T2-phase에서 등가회로이다.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2상에만 전류가 흐를 때 전체 임피던스가 2배가 

되므로 Vca와 ic의 위상차는 3상에 전류가 흐를 때의 Vb, ib의 위

상차와 동일하다. 즉, Vca와 ic의 위상차는 Ø°이다. 그러므로 Vca

가 0[V]가 되고 시간이 TØ만큼 지나고 ic와 ia가 0[A]가 되므로 

    


이다.

R-L부하도 저항부하와 마찬가지로 3상이므로 1상의 전류가 

0이 되는 시간의 범위는 동일하다. 즉, 역률에 상관없이 

≤   ≤


의 범위를 가지므로 max 


이다. 그

러므로 역률에 관계없이 반주기 이내에 전원의 절환이 가능하다.

5. 시뮬레이션 및 실험파형

5.1 절환동작 실험

제안하는 STS의 실험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Power 9.63 [kW]

Line Voltage 380 [V]

Full load current 4.8 [A]

Line resistance RL 100 [mΩ] (0.222%)

Line inductance LL 35 [uH] (0.0293%)

Load resistor R 45 [Ω]

Range of trip setting 380[V] → 342[V]

표 1 제안하는 3상 STS의 파라미터

Table 1 Proposed 3-phase STS parameters

그림 17 sag 발생시 ia, ib, ic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17 Simulation ia, ib, ic waveforms when sag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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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ag 발생시 ia, ib, ic의 실험 파형

Fig. 18 Measured ia, ib, ic waveforms when sag occurs

그림 17은 Sag 발생 시 ia, ib, iC의 시뮬레이션 파형이고  그

림 18은 그림 17의 실험 파형이다. 

그림 19 sag 발생시 ia1, ia2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19 Simulation ia1, ia2 waveforms when sag occurs

그림 20 sag 발생시 ia1, ia2의 실험 파형

Fig. 20 Measured ia1, ia2 waveforms when sag occurs

그림 19는 Sag 발생 시 AC SSCB의 전류 ia1, ia2의 시뮬레이

션 파형이고 그림 20은 그림 19의 실험파형이다. SSCB I의 전류

가 0이 되고 SSCB II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sag 발생시 Vab, Vbc, Vca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21 Simulation Vab, Vbc, Vca waveforms when sag occurs

그림 21은 Sag 발생 시 부하의 전압 Vab, Vbc, Vca의 시뮬레이

션 파형이고 그림 22는 그림 21의 실험파형이다. Sag가 발생하

고 반주기 이내에 전원이 절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sag 발생시 Vab, Vbc, Vca의 실험 파형

Fig. 22 Measured Vab, Vbc, Vca waveforms when sag occurs

제안된 STS는 3상 계통에서 분산전원으로 반주기 이내에서 

절환되므로 부하에서 sag 및 swell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하는 항

상 좋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SSCB동작 실험

표 2는 AC　SSCB의 실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Power 46.67 [kW]

Line Voltage 380 [V]

Full load current 70.7 [A]

Line resistance RL 100 [mΩ] (3.214%)

Line inductance LL 35 [uH] (0.424%)

Load resistor R 3 [Ω]

short fault switch resistance 200 [mΩ]

Range of trip setting 100[Apeak] → 500[Apeak]

표    2 AC SSCB의 실험 파라미터

Table 2 Experiment parameter of the AC SSCB

그림 23 차단모드에서 VC11, ia, iS11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23 Simulation VC11, ia, iS11 waveforms at breaking mode

그림 24 그림 23의 확대파형

Fig. 24 Magnification waveforms of the Fi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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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차단모드에서 VC11, ia, iS11의 실험 파형

Fig. 25 Measured VC11, ia, iS11 waveforms at breaking mode

그림 26 그림 25의 확대파형

Fig. 26 Magnification waveforms of the Fig 25

그림 23은 차단모드에서 ia, iS11,VC11의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그림 24는 그림 23의 확대파형이다. 그림 25는 그림 23의 실험

파형이고, 그림 26은 그림 24의 실험파형이다.  AC SSCB는 사고

전류를 100[us] 이내에 차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동작책무에서 VC11, ia, iS11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27 Simulation VC11, ia, iS11 waveforms in operation duty

그림 28 동작책무에서 VC11, ia, iS11의 실험 파형

Fig. 28 Measured VC11, ia, iS11 waveforms in operation duty

그림 27은 동작책무모드에서 ia, iS11,VC11의 시뮬레이션 파형이

다. 그림 28은 그림 27의 실험파형이다. 

6. 결  론

본 논문은 재투입과 재차단의 동작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C 

SSCB를 이용한 새로운 STS를 제안한다.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AC SSCB는 신속한 차단동작을 수행하고, Sag와 Swell 같은 전

력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원을 교체하는 AC STS 동작을 

수행한다. 계통의 사고 종류에 관계없이 제안하는 STS는 반주기 

이내에 절환이 가능하므로 부하는 항상 좋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

받는다. 제안된 STS의 동작특성은 3상 단락사고와 Sag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의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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