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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차단기 3상 동시 차단시의 서지 특성 분석

Surg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ree-phase Virtual Chopping at Vacuum Circuit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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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acuum circuit breakers(VCB) are widely used for current interruption of high-voltage inductive loads such as 

induction motors. This VCB can be chopped off before the current zero due to its high arc-extinguishing capability. One of 

the outstanding features of VCB is that it can cut off high frequency re-ignition current more than other circuit breakers. If 

the transient recovery voltage generated in the arc extinguishing is higher than the dielectric strength of the circuit breaker, 

a re-ignition phenomenon occurs. The surge voltage of the re-ignition is very high in magnitude and the steepness of the 

waveform is so severe that it can act as a high electrical stress on the winding. If the high frequency current of one phase 

affects the other two phases when the re-ignition occurs, it may cause a high surge voltage due to the virtual current 

chopping. If the magnitude of the voltage allowed in the motor winding is high or the waveform level is too severe, it may 

lead to insulation breakdow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voltage to within a certain range. In this study, we 

briefly explain the various phenomena at the time of interruption, analyzed the magnitude of the dielectric strength and the 

transient recovery voltage at the simultaneous three-phase interruption that can give the greatest influence to the inductive 

load, proposed a method to reduce th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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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공차단기(VCB)는 다른 차단기에 비해 소형, 경량 및 유지보

수가 간편하여 고압 유도성 부하의 전류차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 진공차단기는 차단시 발생하는 높은 아크 소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류 영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부하측에 높은 

서지전압을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1~4]. 진공차단기에 

의한 투입 및 차단시에 발생하는 서지는 부하의 종류와 차단 조

건에 따라 앞선 점호, 재점호, 재발호 및 다중 재발호 등 다양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1~6]. 

유도성 부하에서는 주로 재발호(re-ignition)에 이은 다중 재

발호(multi re-ignition)가 문제이고, 용량성 부하의 경우는 재점

호(re-strike)에 의한 서지전압이 부하측 기기에 영향을 주게 된

다. 유도성 부하의 경우 투입시보다 개방시에 그리고 용량성 부

하의 경우 개방시 보다 투입시 급준도의 서지전압으로 더 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진공차단기 개방시 발생하는 과도회복전압이 극간의 절연회복

전압보다 높은 경우 아크소호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의 재발호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동작은 일시적이지만, 반복될 경우 부하측에 

급준도 서지전압을 부하측에 전달하게 되어 권선절연을 열화시키

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유도전동기와 같은 유도성 부하에 3상중 어느 한상에서 발생

한 재발호가 다른 2개의 위상과 결합하여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2,3,6]. 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재발호시에 비해 아주 

높은 급준도의 서지전압을 발생시키므로 유도전동기와 같은 유도

성 부하의 권선에 전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크기

를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발호에 의한 고주파 전류가 인접된 상

에 강제적으로 연계되어 3상이 동시에 차단될 때 발생하는 고주

파 전류와 서지전압의 크기를 해석하여 서지전압의 크기를 줄이

고, 파형의 급준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석하였다.

2. 전류 재단과 서지전압

2.1 전류재단 및 서지전압

AC회로에서 전류를 차단할 때 진공차단기에서 발생하는 아크

는 전류가 제로가 되기 전에 차단되는 현상을 전류 재단(current 

chopping)이라고 한다[1,2,3]. 유도성 또는 용량성 부하가 VC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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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호 및 재발호 파형 

Fig. 1 Ignition and reignition oscillogram



 



그림 2 T상에서 다중 재발호에 의해 S와 R 상의 결합

Fig. 2 Coupling to the phases S and R due to multiple 

re-ignitions in the phase T








	frequency	currentzero		in	the	last	poles − to − clear	caused by induction

그림 3 S & R 상의 가상 전류 재단

Fig. 3 Virtual current chopping in the phases S & R

의해 차단되면 아크가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전원 주파수 전류가 

아크를 통해 전도된다. VCB에 의한 재단된 전류의 크기는 접촉

자 매질의 유형, 차단될 전류의 레벨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재단전류의 크기는 회복 전압에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된다. 전

류재단이 발생하면 VCB 양단의 TRV(과도 회복 전압)가 증가한

다. VCB 접점이 열리면 진공 갭의 절연 내력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TRV의 모양과 레벨은 실제 재단전류 및 그에 따른 커

패시턴스, 인덕턴스 및 부하의 저항에 따라 달라진다. 높은 재단

전류는 부하측에서 높은 인덕턴스와 마찬가지로 높은 TRV를 발

생시킨다. 따라서 재단시의 서지전압은 식 ⑴과 같이 서지임피던

스와 재단전류의 곱으로 표시된다[5,6,8].

   ×




 ⑴

여기서 는 재단전류이고, 은 부하의 인덕턴스,  는 부하

와 선로의 커패시턴스이다.

 

2.2 전압상승과 재발호

유도성 부하나 용량성 부하에 연결된 진공차단기를 투입하거

나 개방할 경우 재발호, 재점호 및 앞선 점호와 같은 서지현상이 

발생한다. 이들 각각의 서지현상을 명확히 구별하여 크기를 줄이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도전동기와 같은 유도성 부하의 투입시에는 앞선 점호

(pre-strike)가 발생하고, 유도전동기 기동 또는 운전 초기에 차

단할 경우에는 재발호가 발생한다. 커패시터와 같은 용량성 부하

의 차단시에는 재점호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6,8].

실제로, 유도성 부하의 차단 후 전기 아크가 아크 에너지 밸런

스를 복원하기 위해 동일한 경로를 통해 즉시 재발호 될 때 개

방 작동에서 재발호가 발생한다[3,4,5,6,7]. 재발호는 TRV 이전의 

전압 점프 중에 차단 매질과의 열 교환 이후 아크가 재설정 될 

때 주로 발생한다[2,3,6]. 

그림 1은 진공차단기의 차단시 절연 내력(Withstand voltage 

or Dielectric strength)과 과도회복 전압(TRV) 그리고 고주파 전

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위쪽부분에서 극간절연내력(점선부분)과 과도회복 특

성(실선부분)을 나타낸 것으로서 A는 기울기, B는 초기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그림 1의 아래쪽 부분은 고주파 전류특성을 나타

낸 것으로서 1은 재단 전류이고, 2는 과도회복전압이 절연내력보

다 클 경우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포인트를 나타낸 것이며, 3은 

고주파 전류가 소호되는 포인트로 절연내력이 과도회복전압보다 

높은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4는 2와 같은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서 전압이 다시 상승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진공차단기가 개방되면 갭의 절연 내력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

가하고, TRV의 레벨은 실제 재단전류 및 전원 및 부하 회로의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진다. TRV는 VCB의 개방 접점을 가로 질

러 아크를 발생시키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다. TRV가 

절연 내력을 초과하면 재발호가 발생한다[4,5,6,7].

2.3 3상 동시차단 현상

재발호에 의해 전압이 상승될 경우 차단기가 연결된 회로에서 

고주파 과도전류가 각 재발호시에 상승할 수 있다. 

그림 2와 3은 3상 회로에서 T상에서 재발호에 의한 고주파 

전류가 아직도 전원주파수 전류를 전달하고 있는 다른 두상에 유

도 및 용량성 결합을 통해 다른 위상에 전류를 주입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2,6,7]. 그림 2는 T상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가 나

머지 R, S상에 결합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에서는 이 고

주파 전류(T상)가 나머지 두 상(R, S상)의 전류를 강제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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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회로도

Fig. 4 Circuit diagram

시에 차단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은 전류재단에 

의해 재발호로 이어지는 것을 가상 전류재단(Virtual current 

chopping) 또는 3상 동시차단(three-phase simultaneous 

interruption)이라고 한다. 차단시 재발호에 의한 어느 한상의 전

류가 다른 두상의 위상에 결합되어 발생한 고주파 전류가 선로 

주파수 전류의 피크보다 높으면, 위상은 0을 자연스럽게 통과하

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하여 통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압을 

상승시키는 여러 번의 다중 재발호 및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3상 동시차단시의 전류는 5A내외의 정상 전류재단에 비해 수

백 암페어로 높아질 수 있다[3].

재발호가 발생하면 고주파(HF) 전류가 아크를 통과하는 전원 

주파수 전류에 중첩된다. HF 전류에는 몇 개의 영점이 있으며, 

VCB에는 영점 중 하나에서 HF 전류를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점에서 HF 전류의 변화율은 VCB가 전류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발호 단계에서의 재발호 

전류의 일부는 인접 위상 도체에 유도 결합되어 전원 주파수 전

류에 중첩된다. 동시 전류 차단은 항상 다중 재발호에 의해 시작

되지만 때로는 다중 재발호 이벤트로 인해 가상 재단이 발생할 

수 있다. TRV 주파수가 높을수록 재발호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

로 아크 발생 시간은 재발호의 발생 확률과 관련이 있다[2,6,7]. 

3. 해석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압 3상 유도전동기에 진공차단기를 적용할 

때 재발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3상 동시 차단시의 절연내력

과 과도회복전압 그리고 각상의 전류차단과 부하측 단자에서의 

서지전압의 크기를 모의하였다. 서지전압과 고주파 전류의 크기

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계과도전압해석 프로그램(EMTP)을 사용하

였다[9].

그림 4는 대표적인 3.3㎸급 고압 유도전동기가 전원, 케이블 

및 진공차단기에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차단기 개방시 

과도전압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원측, 케이블, 차단기 및 

유도성 부하인 전동기 부분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전원측 및 

케이블의 파라미터는 각각의 용량과 규격 그리고 설치 조건에 따

라 구할 수 있다[5,6]. 

그림 4에서 전원측 파라미터는 변압기를 포함시켜 해석해야 

하므로 단락용량으로부터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⑵

여기서 는 단락용량이고 는 공진주파수이다. 모선에서 부

하까지 케이블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집중정수 또는 분포정수를 

적용할 수 있다. 유도전동기는 운전조건에 따라 파라미터가 달라

지는데 정격속도로 운전하는 조건에서의 역률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기동시나 무부하로 운전하는 경우의 역률은 정격속도

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2,4,5,6]. 또한 전압

의 크기와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임피던스가 달라진다[2,5,6]. 같

은 전압에서도 부하용량이 클수록 서지임피던스는 낮고, 같은 용

량에서도 전압이 높을수록 서지임피던스는 높다. 이와 같이 운전

조건, 전압 및 전동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부하측에 표시한 저

항과 인덕턴스를 구하면 된다. 그림 4에서 전원측 커패시턴스

() 및 부하측의 커패시턴스()는 상별 대지에 해당되는 것으

로서 부하측의 커패시턴스는 부하의 서지임피던스로부터 운전조

건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림 5는 진공차단기의 개방시 다중 재발호가 발생한 것으로

서 그림에서 극간절연내력(U[□], UN[△])과 과도회복전압(TRV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류 차단 후 일정 시간 동안 아

킹이 진행되는 동안에 과도회복전압은 절연내력보다 높아 다중 

재발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단 후 일정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절연회복 특성이 과도전압의 크기를 상회할 경

우 차단이 성공하게 되어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

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8.0~8.5㎳사이) 재발호

시에 다른 두상에 고주파 전류를 유입시켜 강제적으로 전류를 차

단하는 경우이다.

(file vcc_1.pl4; x-var t)  m:TRV     m:U     m:UN     
7.0 7.5 8.0 8.5 9.0 9.5 1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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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절연내력과 과도회복전압

Fig. 5 Dielectric strength & TRV

그림 5에서 과도회복전압이 극간절연내력보다 높은 경우 그림 

2,3에서와 같이 어느 한상의 고주파 전류에 의해 다른 두상을 강

제적으로 동시에 차단하게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3상 동

시차단을 모의하기 위해 3상의 개방시간을 동일 조건으로 입력하

였다. 그림 6은 3상 동시 차단시 각 상의 전류재단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은 그림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과도회복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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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간 절연내력보다 높을 경우 짧은 시간동안 고주파 전류가 차단

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머지 상에 영향을 주어 동

시차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에서 A상에서 발생

한 고주파 전류가 B, C상과 결합하여 더 큰 고주파 유도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file vcc_1.pl4; x-var t)  c:X0001A-A1     
4 5 6 7 8 9 10 11 1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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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hase current 

(file vcc_1.pl4; x-var t)  c:X0001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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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hase current

(file vcc_1.pl4; x-var t)  c:X0001C-A3     
4 5 6 7 8 9 10 11 1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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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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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hase current

그림 6 개방시 차단기의 전류

Fig. 6 Current of circuit breaker during open operation

그림 6⒜와 같이 차단기 개방시 발생한 고주파 전류는 첫 단

계에서 여러 번의 재발호로 인해 다른 두 상에 영향을 주게 된

다. 그림 6⒝, ⒞는 첫 번째 상의 재발호에 의한 영향으로 전원 

주파수 전류와 고주파 전류를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드는 성분이 

다른 두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재발호에 의해 한상의 고

주파 전류가 다른 두상에 결합되어 더 많은 고주파 전류를 일으

킬 경우 급준파 서지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전류 차단 이후에 발생한 다중 재발호 시점에 다른 두 상에 

고주파 전류가 유도 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극이 모두 동시에 

열렸으므로 다른 두 극은 여전히 아크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된

다. 이런 다음 회로의 위상 간에 용량성 및 유도성 결합이 일어

나는 특수한 경우에 유도된 고주파 전류가 전원 주파수 전류의 

진폭을 초과하는 진폭에 도달하면, 전류 제로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 자연적으로 0보다 몇 ㎳ 앞서 전류를 차단시킬 경우 이 영

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재단 전류는 수십 

또는 수백 암페어가 될 수 있으며, 전압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진공 차단기에서 매우 빠른 절연파괴의 발생으로 인해 아주 높은 

과도 과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7은 3상 동시 차단이 발생할 때 부하측에서 급준도 서지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file vcc_1.pl4; x-var t)  v:LA    -     
4 6 8 10 12 14 16[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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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hase voltage

(file vcc_1.pl4; x-var t)  v: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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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hase voltage

(file vcc_1.pl4; x-var t)  v:LC    -     
4 6 8 10 12 14 16[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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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hase voltage

그림 7 SA를 부착하지 않을 시 부하측 전압

Fig. 7 Load side voltage(w/o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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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일 임펄스 절연내력 곡선

Fig. 8 Coil electrical impulse withstand envelope

(file vcc_1.pl4; x-var t)  c:X0001A-A1     c:X0001B-A2     c:X0001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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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A 부착시 재단전류

Fig. 9 Chopping current after SA attachment

(file vcc_1.pl4; x-var t)  m:TRV     m:U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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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A 부착 후 절연내력과 과도회복전압

Fig. 10 Dielectric strength & TRV after SA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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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hase voltage

(file vcc_1.pl4; x-var t)  v: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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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hase voltage

(file vcc_1.pl4; x-var t)  v: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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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hase voltage

그림 11 SA를 부착한 후 부하측 전압

Fig. 11 Load side voltage(with SA)

그림 7⒜에서의 급준파 과도전압은 그림 6⒜에서 고주파전류

에 의해 부하측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동기 정격의 5[pu]에 해당

되는 전압의 크기를 부하측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는 첫 

번째 상의 고주파 전류가 나머지 두상에 결합되어 강제적으로 전

류차단이 일어난 경우 부하측에서의 급준파 서지전압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크기는 약 10[pu]로서 매우 높은 전압크기

를 나타내고 있으며, 파형의 준도는 IEEE에서 권고하는 허용범위

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10]. 그림 8은 IEEE에서 권고하고 있는 

임펄스전압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크기의 급준파 서지전압의 크기 저감과 파형

의 준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큐

비클 내부의 차단기 2차측에 ZnO(Metal-Oxide type) 고압용 서

지흡수기(SA)를 설치하여 서지 전압의 크기완화와 파형의 준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9는 SA 부착시 진공차단기의 개방시 각 상에서의 전류

재단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3상 동시차단의 조건에서도 재발호와 

같은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고주파 전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

발호에 의한 3상 동시차단의 조건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그러

나 한상의 전류재단에 의한 영향이 다른 두상에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동시에 차단하게 한다. 따라서 단순한 재단전류에 의한 서

지전압의 크기만 존재하게 된다.

그림 10은 SA를 설치한 경우 과도회복전압과 극간절연내력을 

나타낸 것이다. SA를 부착한 결과 과도회복전압(TRV)이 극간 절

연내력보다 높지 않아 재발호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재발호에 의해 고주파 전류를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다른 상

에 영향을 주는 그림 5와 같은 조건이 나타날 확률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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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재발호에 의해 고주파 전류가 발생하는 조건하에서 

급준파 서지전압의 크기와 파형의 준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차단

기 2차측에 SA를 부착한 후 부하측 각상에 나타나는 전압의 크

기를 계산한 결과이다. 서지 흡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그림 7과 

비교해서 서지 보호장치를 부착한 결과 전압의 크기를 줄이는 동

시에 파형의 준도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압파형의 크기는 2[pu] 정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IEEE에서 권고하는 전압허용범위 이내로 유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첫 번째 상(A상)에 한번만 과도현상이 나타나지

만, 두 번째(B상)와 세 번째 상(C상)에서 두 번의 과도전압이 나

타났다. 이는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A상은 개방 후 바로 재단

이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두 상에서 A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영향

을 받은 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재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도성 부하인 진공차단기의 전류를 차단하기 

사용할 때 다중 재발호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고주파 전류가 인

접 상과 결합하여 3상이 동시에 차단할 때 발생하는 고주파전류

의 변화와 서지전압의 크기를 분석한 것이다. 전류 차단 후 첫 

번째 상에서 발생한 다중 재발호의 영향으로 다른 두상에 영향을 

주어 동시 차단이 일어날 경우 전압의 크기는 매우 높아 급준파

에 발생시에 허용하는 전압의 크기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 따라

서 이들 서지전압의 크기와 급준파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

로 완화시키기 위해 서지흡수장치를 부착한 결과 전압의 크기 저

감과 파형의 준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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