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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에는 높은 효율 및 낮은 비용의 특성을 갖는 기계식 차단기를  

많이 사용해왔지만 최근 SiC(Silicon Carbide)와 같은 Wide Band Gap 

소자의 출현으로 반도체 차단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선박 시스템, 항공 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 등과 같이 

직류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아크 없이 수십 s 정도의 빠른 차단 성능을 

갖는 반도체 차단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iC 소자를 반도체 차단기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후 기존 

반도체 스너버 회로들의 동작 원리 및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스너버 회로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고 전류 억제 및 반도체 차단기 과전압 보호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양방향 스너버 회로를 제안하였다. 반도체 차단기의 전원 

인덕턴스와 부하 인덕턴스의 크기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스너버 회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계 기준에 대해 

언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사고 전류 억제 

및 반도체 차단기 과전압 보호 성능을 확인하고,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가 적용된 SiC MOSFET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제작하여 실제 

전원 및 부하 단락 사고 실험을 통해 반도체 차단기 및 스너버 회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직류 시스템, 반도체 차단기, SiC MOSFET, 스너버 회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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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신재생 에너지, Smart grid의 등장으로 직류 배전 및 송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류 계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저전압부터 고전압까지 다양한 직류 전압 범위에 해당하는 계통이 

설계되어, 실제로 선박 전력 시스템과 Energy Storage System(ESS) 

등 많은 시스템에 직류 계통이 적용되고 있다. 

  직류 계통에서 기존의 기계식 차단기로 전류를 차단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들이 생긴다. 기계식 차단기로 직류 사고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 과정에서 아크가 유발되고, 그에 따른 아크 슈트와 같은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계식 차단기는 수 ~ 수백 ms의 차단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로 인덕턴스가 작은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차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반도체 차단기는 매우 빠른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s이내에 직류 전류 차단이 가능하고, 차단 

과정에서 아크를 유발하지 않는다[1].  

  실제로 해군 함정의 경우 교류 배전에서 직류 배전 시스템으로 

변화함에 따라 아크 없는 빠른 차단을 하기 위해 반도체 차단기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고[2], 직류 선박 시스템 내에서 장비들 간의 공간 

축소로 인해 시스템 인덕턴스가 작아짐에 따라 실제로 빠른 차단이 

가능한 반도체 차단기가 적용되고 있다[3]. 또한 ESS의 경우 단락 

사고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반도체 퓨즈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반도체 퓨즈의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차단 속도가 빠르고, 반영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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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반도체 차단기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정격전류가 흐르고 있는 

정상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도통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열 설비가 

증가하고,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반도체 차단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낮은 도통 손실의 특성을 갖는 Silicon Carbide(SiC) 

소자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차단기의 적용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iC 소자를 적용한 반도체 차단기에 대한 연구 및 설계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4].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류 차단시 발생하는 

과전압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스너버 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제 직류 계통 임피던스, 전압, 전류에 따라 최적화 된 

스너버 회로의 설계는 반도체 차단기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SiC MOSFET을 이용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설계하고,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에 적용할 새로운 스너버 회로를 

제안한다. 특히 ESS와 같이 전원과 부하 인덕턴스 크기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방향 동작이 가능한 스너버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단 성능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가 적용된 SiC 반도체 차단기를 제작하고, 축소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차단기의 실제 동작 여부 및 

성능을 검증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다. 

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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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는 Silicon Carbide 소자와 반도체 차단기에 대해 소개하고, 

SiC 소자를 반도체 차단기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반도체 차단기에서 필수적인 스너버 회로에 대해서 

언급한다. 기존의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를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SiC 소자를 적용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에서 필요한 양방향 

스너버 회로의 형태에 대해서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양방향 스너버 회로 형태를 기준으로 

새로운 양방향 스너버 회로를 제안한다. 전원 및 부하 인덕턴스가 

비대칭인 상황 하에서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 조건을 제시한다. 실제 

직류 시스템 상황을 모의하여 설계 조건에 따라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도체 차단기 및 스너버 회로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스너버 회로의 동작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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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Silicon Carbide 반도체 차단기 

 

 

2.1 Silicon Carbide 반도체 특성 

  실리콘(Silicon) 기반의 전력용 반도체인 IGBT 는 그 물성의 한계로 

인해 점차 발전이 느려지고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리콘보다 우수한 물성을 지닌 탄화규소(SiC) 및 

질화갈륨(GaN) 등을 이용한 전력용 반도체가 개발 중에 있으며 일부는 

제품화 되었다. SiC(Silicon Carbide, 탄화규소)는 다른 와이드밴드갭 

반도체(wide bandgap semiconductor)의 소재보다 재료기술의 성숙도, 

제조 공정상의 용이성 측면에서 새로운 전력용 반도체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 되고 있다. 이러한 SiC 전력용 반도체는 표 ２.1 과 같이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보다 절연파괴전계가 약 10 배, 에너지 

밴드차(band gap)는 약 3 배, 열 전도도는 약 3 배, 포화전자속도는 약 

2 배 정도 이며, 이러한 특성은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높은 항복전압, 

적은 손실, 우수한 열 방출특성을 가지게 하여, 스위칭 특성 및 도통 

특성의 대폭적인 개선이 가능하다[5]. 

SiC(Silicon Carbide)의 이러한 물성들은 반도체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밴드갭은 반도체의 동작온도와 관계 있으며 높을수록 고온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절연파괴전계는 단위두께당 반도체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의미하며, 이 전압이 높을수록 같은 두께의 반도체에서 더 높은 

전압을 차단할 수 있다. 포화전자속도는 전자의 이동속도를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고속 스위칭이 가능해 진다. 열전도율은 반도체의 열 

전달 능력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단위면적당 열 방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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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나며, 같은 방열시스템에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SiC 와 같은 와이드밴드갭 소자를 사용하면 기존 Si 소자 대비 

고전압, 고출력, 고온동작이 가능하며, 이는 같은 전압 수준의 전력소자 

제작 시, 더 얇게 제작이 가능하여 도통 시 도통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i GaAs 4H-SiC GaN 

밴드 갭[eV] 1.1 1.4 3.3 3.4 

절연파괴전계[MV/cm] 0.3 0.4 3.0 3.3 

열전도율[W/cm·K] 1.5 0.5 4.9 2.1 

포화전자속도[107cm/s] 1.0. 2.0 2.0 2.5 

 

표 ２.1 일반적인 반도체 소재와 Wide band gap 반도체 소재의 물성 비교[5] 

  이러한 Wide band gap 소재의 뛰어난 물성으로 인해 SiC 소자는 

고전압 고출력의 MOSFET과 숏키 다이오드(Schottky Barrier 

Diodes)로 제작이 가능하다. 기존의 실리콘(Si) 소재로 만든 

MOSFET을 600 ~ 1200V급의 고전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께 및 

크기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숏키 다이오드의 경우에도 reverse 

recovery 전류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전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두께 및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고전압의 전력 소자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두께의 증가는 도통 저항을 증가시켜 소자의 

효율을 떨어뜨리므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IGBT 형태의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 졌으며, 다이오드는 

기존의 PN접합을 기본으로하는 PIN구조의 다이오드 형태가 전력용 

다이오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GBT 스위칭 소자는 1000V 이상의 차단 전압에서도 반도체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대전류(1000A이상)에서도 도통 전압이 

비교적 낮다(2~3V)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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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카바이드(SiC) 소재의 

등장으로 IGBT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한 SiC MOSFET, SiC 

쇼키다이오드가 양산되고 있으며 미래의 주요 전력용 반도체 소자로 

주목 받고 있다. 그림 ２.1에 1200V, 800A 정격의 SiC MOSFET과 Si 

IGBT의 도통 전압에 대한 비교 결과가 나타나 있다[6]. SiC의 

도통(conduction) 전압이 도통 전류가 500A 미만일 경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전류가 정격의 1/4 이하에서는 도통 전압이 1/2 

이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２.1 SiC MOSFET과 Si IGBT의 도통 전압 비교 (1200V, 800A) [6] 

 

2.2 반도체 차단기 특성 

직류 송전 및 배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직류 차단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림 ２.2의 기존의 기계식 차단기는 아크 

전압과 아크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를 기계적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소거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전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고전압 직류 

시스템에서는 더 큰 아크 전압과 전류의 소거가 요구된다. 아크 전압과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차단기 및 아크 슈트(Arc chute)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피 및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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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는 차단 시 차단기가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차단기의 내구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반하여 반도체 직류 차단기(SSCB, 

Solid State Circuit Breaker)는 전력 반도체의 전류 차단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아크 전류 소거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저전압에서는 기계식 차단기가 반도체 차단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차단 전압이 높아 질수록 반도체 차단기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점점 반도체 차단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7]. 

또한 SiC 반도체와 같은 우수한 전력용 반도체의 발전으로 반도체 

차단기는 향후 더욱 폭넓게 활용 되리라 예상 된다. 

그림 ２.3의 반도체 차단기는 빠른 차단 시간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인 기계식 차단기의 차단 속도는 수 ~ 수백 ms 

정도이지만 반도체 차단기의 차단 속도는 수십 s정도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 상황 시 사고 전류의 

증가 속도가 빠른 직류 시스템에서 반도체 차단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선박 직류 배전 시스템과 ESS와 같은 직류 계통에서 

빠른 차단이 가능한 반도체 차단기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차단기는 정상 상태에서 반도체 소자로 직류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통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차단 시 전원과 

부하 인덕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고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과전압에 

의한 반도체 소자 절연 파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단 시 이러한 

전압을 견딜 수 있는 높은 정격 전압의 반도체 소자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낮은 도통 손실의 특성을 

갖는 소자의 선택과, 반도체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을 억제할 수 있는 

스너버 회로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계식 차단기와 반도체 차단기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는 그림 ２.4와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차단기도 존재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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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단기는 기계식 차단기와 반도체 차단기를 병렬로 연결한 

형태의 차단기로서 정상상태에서 기계식 차단기로 전류가 흘러 정상상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시 사고 전류를 기존의 기계식 

차단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차단 속도는 수 ms 

정도로 반도체 차단기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수십 s정도의 빠른 고속 

차단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며 가격이 기계식 차단기와 

반도체 차단기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9]. 

Vload

Mechnical switch

Vsource

 

그림 ２.2 기계식 차단기 

Vload

Semiconductor

Vsource

 

그림 ２.3 반도체 차단기 (SSCB) 

Vload

Semiconductor

Mechnical switch

Vsource

 

그림 ２.4. 하이브리드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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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iC MOSFET이 적용된 반도체 차단기 

 

2.3.1 SiC MOSFET 반도체 차단기 기대 특성 

SiC 반도체 소자가 점점 산업에서 많이 사용됨에 따라 반도체 차단기 

분야에서도 SiC 소자를 적용한 반도체 차단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10]. 반도체 차단기에 SiC 소자를 반도체 스위치로서 

사용할 경우 낮은 도통 저항 특성 때문에 정상상태에서 기존 Si 반도체 

소자 대비 적은 도통 손실이 발생하므로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열 전도율을 갖기 때문에 차단기의 방열 시스템이 

여타의 다른 반도체 소자가 적용된 반도체 차단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 될 수 있다.  

SiC 반도체 소자는 높은 절연파괴전계 특성을 갖기 때문에 ESS와 

같은 1000V 이상의 시스템에서 직렬 연결 없이 반도체 차단기 구성이 

가능하다. 실제로 SiC MOSFET의 경우 1700V, 3300V 소자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더 높은 전압의 SiC MOSFET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SiC MOSFET 소자를 이용해서 단방향 혹은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하게 되면 하나의 게이트 신호만으로 

반도체 차단기의 신호 제어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반도체 소자를 직렬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게이트 신호의 동기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는 그림 ２.5와 같이 2개의 반도체 소자가 소스 

단자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Si IGBT 소자를 이용해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할 경우 IGBT에 추가로 다이오드를 

병렬로 사용해야 한다. 도통 전압이 높은 다이오드를 사용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높은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율을 고려하였을 때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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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ttky Barrier Diode(SBD)와 같은 낮은 도통 전압 특성을 갖는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SiC MOSFET 소자를 이용해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할 경우 추가적인 다이오드의 사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SiC MOSFET은 3상한(3rd quadrant) 영역에서의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다이오드 없이 SiC MOSFET만으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양방향 차단기에서 

SiC MOSFET의 사용은 Si IGBT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부피 및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SiC 모듈 대비 

도통 손실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외부 다이오드 없이 바디 

다이오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SiC MOSFET 모듈이 출시되고 

있다[11]. 

VloadVsource

Source

 

그림 ２.5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 

 

2.3.2 SiC MOSFET 반도체 차단기에서 고려할 사항 

  SiC MOSFET을 반도체 차단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SiC MOSFET은 스위칭 속도가 

Si IGBT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고 전류를 보다 빨리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２.6과 같이 실제로 반도체 차단기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턴스에 의해 전류를 빨리 차단할 경우 SiC MOSFET에 인가되는 

전압에 기생 인덕턴스가 기여하는 전압 ( stray

di
L

dt
 )이 더 커지기 때문에 

SiC MOSFET 절연 내전압이 초과되어 소자가 파괴될 위험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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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생 성분에 의한 절연 전압 파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너버 회로의 설계가 필요하다. 스너버 회로 설계에 

있어서 하드웨어를 구현할 때 버스 플레이트(bus plate), PCB 보드와 

같은 구조를 사용해서 스너버 회로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턴스 최소화 

해야하고,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와 SiC MOSFET을 선정함에 

있어서 내부 인덕턴스가 작은 제품을 선정 해야한다. 그 외에도 게이트 

저항의 크기를 늘려 스위칭 속도를 늦춤으로서 차단 과정에서 SiC 

MOSFET에 인가되는 기생 성분에 의한 전압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VloadVsource

Snubber Circuit

Lstray

Lstray Lstray

Lstray

 

그림 ２.6 기생 성분이 존재하는 반도체 차단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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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 
 

 

3.1 기존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 

  직류 반도체 차단기에서 스너버 회로는 전류 차단 시 반도체 소자에 

걸리는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로이다. 스너버 

회로가 없을 경우 반도체로 흐르는 사고 전류를 차단하였을 때 흐르던 

전류는 모두 반도체 스위치의 정션 캐패시터(junction capacitor)로 

흐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반도체 스위치에 과전압을 유발한다. 

이러한 과전압에 의한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스너버 회로를 

차단기의 반도체 소자에 병렬로 연결하여 사고 전류 차단 시 차단된 

전류가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소자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스너버 회로 상에 존재하는 

기생 인덕턴스가 크거나 혹은 스너버 캐패시터의 크기가 차단기 정격에 

비해 작게 선정되었을 경우 과전압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스너버 회로를 설계할 때 적절한 용량의 캐패시터 선정과 기생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하드웨어 설계는 필수적이다. 

스너버 회로는 일반적으로 능동형 스너버 회로와 수동형 스너버 

회로로 구분된다[12]. 능동형 스너버 회로는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반도체 차단기에서 스위칭에 의한 손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현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수동형 스너버 

회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수동형 스너버 회로로는 C 스너버, RC 

스너버,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discharge-suppressing 

type RCD 스너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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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구조의 스너버 회로는 C 스너버이다. 스너버 

회로가 캐패시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차단에 대해 

스너버 회로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C 스너버는 사고 전류 

차단 이후 0V의 전압부터 상승하기 때문에 사고 전류를 차단 즉시 바로 

감소시킬 수 없다. 또한 전류 차단 과정에서 선로에 있는 인덕턴스 

성분과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에 의해 공진이 발생한다.  

RC 스너버 회로의 경우 사고 전류가 우회되어 스너버 회로로 

유입되면 캐패시터의 전압에 저항 전압 강하가 추가로 더해진다. 

그러므로 C 스너버에 비해 사고 전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저항의 전압 강하가 매우 클 경우 반도체 소자에 과전압이 인가되어 

소자의 절연이 파괴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너버 회로는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와 discharge-suppressing type RCD 스너버 

회로이다. 이 외에도 MOV(Metal Oxide Varistor)를 스너버 회로로서 

사용하기도 한다[13].  

 

3.1.1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 

반도체 차단기의 스너버 회로로서 캐패시터만 사용하게 되면 전류 

차단 이후에 다시 반도체 차단기의 스위치가 켜질 경우 돌입전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류를 차단한 상태에서는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에 

직류 전원 전압 크기의 전압이 충전되어 있으므로 반도체 차단기 

스위치가 켜질 경우 경우 캐패시터의 전압이 반도체 스위치를 통해 

방전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과전류로 인해 반도체 스위치 및 캐패시터가 

파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너버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여 캐패시터의 

방전의 속도를 늦춰주어야 한다. 

RC 스너버 회로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 전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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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의 변화 혹은 사고 전류 센서의 측정 지연으로 

인해 차단을 하는 사고 전류 레벨이 증가할 경우 R에 의한 전압 강하로 

인해 본래 스너버 회로의 목적인 소자 과전압 보호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사고 전류가 0A에 이르기 

까지 C 스너버 회로의 역할을 하고, 차단 이후 차단기 스위치를 켜는 

과정에서는 RC 스너버 회로처럼 동작하여 캐패시터 전압의 빠른 방전을 

방지하는 그림 ３.1의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C1

R1

D1

L1 L2

S1

VDC Vload

 

그림 ３.1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는 반도체 스위치가 사고 

전류를 차단하게 되면 기존에 반도체 스위치로 흐르던 사고 전류는 그림 

３.2에 보인 바와 같이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와 다이오드로 흐르게 

된다. 이 후에 선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역전되게 되면 그림 ３.3에 

보인 바와 같이 전류는 저항과 캐패시터로 흐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항은 댐핑 역할을 하여 선로의 인덕턴스에 의한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반도체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켜는 과정에서 캐패시터의 

전압은 그림 ３.4에 나나낸 바와 같이 RC 시정수의 속도로 방전되기 

때문에 di/dt에 의한 소자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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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R1

D1

L1 L2

S1

VDC Vload

 

그림 ３.2 반도체 스위치 차단 동작 이후 사고 전류 경로 

C1

R1

D1

L1 L2

VDC Vload

S1

 

그림 ３.3 사고 전류가 0A에 도달하여 역전되어 흐르는 경로 

C1

R1

D1

L1 L2

S1

VDC Vload
VDC

 

그림 ３.4 사고 상황 해결 후 차단기 닫는 과정 (반도체 스위치 온) 

하지만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의 경우 사고 

지점에 따라 선로 인덕턴스가 다양하게 변하는 시스템에서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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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터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로 반도체 차단기 

바로 근처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로 인덕턴스는 매우 작기 

때문에 사고 전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를 비교적 작게 선정하여 사고 전류를 빠르게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 차단기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단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로 인덕턴스는 크기 때문에 비교적 큰 캐패시터를 

선정하여 반도체 스위치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상충(Trade-off) 문제는 그림 ３.5와 같이 freewheeling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부하 

인덕턴스(L2)에 축적되어 있는 사고 전류는 모두 다이오드로 흘러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 상승이 억제된다. 그러므로 비교적 작은 

캐패시터를 사용하여도 부하 인덕턴스가 큰 지점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반도체 스위치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원 

인덕턴스(L1)가 큰 시스템의 경우 L1에 축적된 에너지는 freewheeling 

경로를 통한 흡수가 불가능하고, 모두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만한 크기의 스너버 

캐패시터 선정이 필요하다. 

C1

R1

D1

L1 L2

S1

D2VDC Vload

 

그림 ３.5 Freewheeling 경로가 추가된 RCD 스너버 회로 



 

 17 

 

3.1.2 Discharge-suppressing type RCD 스너버 회로 

Discharge-suppressing type RCD 스너버 회로는 그림 ３.6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C1

R1

VDC

D1

L1 L2

S1

Vload

VDC

VDC

 

그림 ３.6 Discharge-suppressing type RCD 스너버 회로 

이 스너버 회로는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와 달리 

캐패시터 크기와 무관하게 사고 전류를 차단 레벨에서 바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정상상태에서 캐패시터에 VDC의 전원 전압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하게 되면 그림 ３.7에 보인 바와 같이 차단된 사고 전류는 

모두 스너버 회로로 우회된다. 사고 지점에 따라 선로 인덕턴스가 

다양하게 변하는 시스템에서 discharge-suppressing type RCD 스너버 

회로는 항상 사고 전류의 증가를 빠르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선로 인덕턴스에 축적된 사고 에너지와 그에 따른 과전압 보호 성능만 

고려해서 캐패시터의 크기를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선로 인덕턴스가 

매우 작고 전원 전압이 큰 시스템의 경우, 즉 단락 사고 시 사고 전류의 

증가 기울기가 빠른 시스템에서 이 스너버 회로의 필요성은 더 증가한다. 

또한 그림 ３.7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너버 회로 내에 freewh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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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freewheeling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스위치의 과전압 보호도 가능하다. 

C1

R1

VDC

D1

L1 L2

S1

VloadVDC

 

그림 ３.7 사고 전류 차단 과정 (Freewheeling 경로 제공) 

이와 같은 동작 원리로 이 스너버 회로는 사고 전류의 빠른 차단이 

가능하고, 과전압 보호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charge-discharge 

type RCD 스너버 회로와 비교하였을 때 2가지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14]. 하지만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2.5와 같은 양방향 차단기에 이 

스너버 회로를 사용하게 되면 부하 단락 사고 시에는 반도체 차단기의 

차단 동작 이후 사고 전류가 캐패시터 C1으로 우회되어 과전압이 

보호되지만 전원 단락 사고가 발생해서 부하로부터 전원으로 사고 

전류가 유입될 경우 반도체 차단기가 차단 동작을 하게 되면 사고 

전류는 다이오드 D1이 우회 경로를 막고 있기 스너버 회로로 우회되지 

못하고, 반도체 스위치에 과전압을 즉시 인가하여 소자의 절연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3.2 양방향 시스템에서의 스너버 회로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직류 시스템에서는 양방향의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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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고 지점에 따라 양방향 차단을 안정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모두 동작이 가능한 스너버 회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너버 회로로서 그림 ３.8과 같이 단방향 스너버 

회로를 2개 사용하는 경우와 그림 ３.9와 같이 양방향용 스너버 회로를 

하나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L1 L2

S1

VloadVDC

S2

Snubber 
Circuit

Snubber 
Circuit

 

그림 ３.8 단방향 스너버 회로 2개를 적용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 

L1 L2

S1

VloadVDC

S2

Snubber 
Circuit

 

그림 ３.9 양방향용 스너버 회로 1개를 적용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 

그림 ３.8과 같은 스너버 회로는 대표적으로 RCD 스너버 회로 2개를 

각 반도체 차단기 소자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개의 직렬 연결된 서로 반대 방향의 반도체 스위치에 RCD 스너버 

회로가 각각 해당 방향의 반도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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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위치에 따른 사고 전류 방향에 따라 해당 스너버 회로가 

동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너버 회로의 형태는 SiC MOSFET을 이용해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할 경우 사고 전류 차단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SiC MOSFET은 내부에 바디 다이오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3상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할 경우 

2개의 SiC MOSFET만으로 외부 다이오드 없이 차단기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두 개의 SiC MOSFET이 소스 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개의 게이트 신호만으로 반도체 차단기 스위치 온, 

오프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1개의 게이트 신호만으로 두 SiC 

MOSFET의 신호를 제어할 경우 사고 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지점의 방향과 무관하게 두 SiC MOSFET을 모두 동시에 차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고 전류가 완전히 0A까지 감소할 때까지 사고 전류는 

아래 그림 ３.10과 같이 사고 발생 지점 방향에 있는 SiC MOSFET의 

바디 다이오드로 흐르게 된다. 

Snubber 
Circuit

L1 L2

S1

VDC

S2

Snubber 
Circuit Vload

 

그림 ３.10 사고 전류 차단 시 사고 전류가 바디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경우 

바디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에 비해 높은 도통 전압 특성을 갖기 

때문에 사고 전류가 바디 다이오드로 일정 시간 동안 흐르게 되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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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파괴될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반도체 차단기의 신뢰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격 전류의 몇 배 이상의 사고 전류가 사고 

전류 감소 과정에서 모두 바디 다이오드로 흐르게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3상한 도통 특성을 이용해서 SiC 

MOSFET만으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할 경우 이와는 다른 

형태의 스너버 회로가 필요하다. 

그림 ３.9와 같이 하나의 양방향용 스너버 회로를 설계해서 반도체 

차단기에 사용할 경우 바디 다이오드로 사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３.11과 같이 사고 전류를 차단하게 되면 차단 

전류는 모두 스너버 회로로 우회하게 되고, 결국 두 SiC MOSFET에는 

차단 동작 이후로는 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의 양방향용 스너버 회로를 설계해서 양방향 차단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고 전류 차단 과정에서 SiC MOSFET이 받는 열적(Thermal) 

스트레스(Stress)를 대폭 감소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기존의 스너버 회로들은 대부분이 성능이 뛰어나지 않거나 단방향 

용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너버 회로로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방향으로 동작이 가능한 높은 성능의 스너버 회로 설계가 필요하다. 

L1 L2

S1

VDC

S2

Snubber 
Circuit Vload

 

그림 ３.11 사고 전류 차단 시 사고 전류가 모두 스너버 회로를 통해 흐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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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제안하는 SiC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 

 

 

4.1 적용 대상 

  반도체 차단기를 기준으로 전원 측에 존재하는 인덕턴스 성분과 부하 

측에 존재하는 인덕턴스 성분의 크기가 비대칭적인 시스템의 경우 

양방향 단락 사고를 모두 고려해서 양방향 차단기를 구성하게 되면 

스너버 회로 설계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대칭 

시스템으로서 ESS를 예로 들 수 있다. 

기존에는 기계식 차단기와 반도체 퓨즈를 통해 ESS의 배터리를 

보호해왔지만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ESS의 대용량화로 

인해 배터리 보호를 위한 반도체 차단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SS는 충전 및 방전 동작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ESS에 반도체 

차단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차단기의 적용이 필요하다. 

Battery1

SSCB1

Power
Conversion

System

Battery2

Battery3

SSCB2

SSCB3

VDC

VDC

VDC

 

그림 ４.1 반도체 차단기가 사용되는 ES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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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림 ４.1과 같이 ESS 시스템에서 각 배터리 앞 쪽에 반도체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단락 사고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더라도 각 

반도체 차단기는 이상 없이 차단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고 

지점에 따라 사고 지점으로부터 차단기까지 존재하는 인덕턴스, 저항 

등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고려한 반도체 차단기의 스너버 회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단락 사고가 차단기 앞 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차단기 뒤 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방향을 고려한 

스너버 회로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또한 차단기의 바로 앞 쪽에 

단락사고가 날 경우 배터리와 사고 지점 사이에 인덕턴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락 사고에 의한 사고 전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 전류의 증가 기울기를 어느 정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차단기 내에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덕턴스가 존재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부하 측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반도체 차단기는 해당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여야 

하고, 전원 측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도체 차단기는 다른 

배터리로부터 해당 배터리로 흐르는 사고 전류를 막기 위해서 차단 

동작이 필요하다.  

그림 ４.1과 같이 ESS에서 배터리 바로 앞 쪽에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실제로 전원 인덕턴스는 배터리 내부 

인덕턴스를 제외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하 인덕턴스는 실제로 

사고 지점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양방향 차단기는 

전원 인덕턴스의 크기는 작고, 부하 인덕턴스의 크기가 다양하게 변하는 

상황 하에서 이상 없이 차단 동작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전원 인덕턴스 크기는 작고, 부하 

인덕턴스의 값은 다양하게 변하는 비대칭 상황에서 사고 전류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동시에 높은 과전압 보호 성능을 갖는 양방향용 스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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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제안한다. 

 

4.2 제안하는 양방향 스너버 회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차단기용 비대칭 스너버 회로는 아래 

그림 ４.2와 같다. 이 양방향 스너버 회로는 그림 ４.2와 같이 

인덕턴스가 한 쪽에만 존재하는, 즉 비대칭성이 가장 큰 상황에서 전원 

측과 부하 측 단락 사고 발생시 모두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 

스위치의 차단 동작 이후 스너버 전압이 설계 값에 의해 0V가 아닌 

특정 전압부터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전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고, 스너버 회로 내부에 freewheeling 경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스위치의 과전압 보호 역할도 가능하다.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들과 스너버 회로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변수 C1, C2, 

R1, R2, D1, D2, S1, S2, L은 그림 ４.2에 표시된 변수에 해당된다. 

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VDC

VDC

VDC

VDC

 

그림 ４.2 제안하는 양방향 스너버 회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부하 측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로 

인덕턴스 성분(L)에 축적된 에너지는 freewheeling 경로를 통해서 

흐르도록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너버 캐패시터의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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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원 측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하 인덕턴스 성분에 저장된 

사고 에너지는 모두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가 감당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원 측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전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의 절연 전압 파괴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제안하는 양방향 스너버 회로는 인덕턴스가 큰 부하 측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R1 경로를 통해서 인덕턴스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원 측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차단 전류 감지 시간을 

줄여 차단 동작 시 인덕턴스에 흐르는 사고 전류의 양을 줄인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양방향 단락 사고 상황에서 모두 스너버 캐패시터가 

감당해야 하는 사고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도체 스위치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다. 차단 전류 감지 시간을 줄이는 

세부적인 동작 과정은 4.2.1에서 다룬다. 

 

4.2.1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 원리 

제안하는 양방향 스너버 회로는 사고 전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freewheeling 경로가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스위치를 과전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R1을 크게 설계할 경우 사고 전류의 빠른 감소가 가능하고, 전원 측 

사고 전류와 부하 측 사고 전류의 대칭성이 유지되어 스너버 회로의 

동작과정이 간단하다. 하지만 R1이 크게 설계되면 freewheeling 경로가 

약화되기 때문에 부하에 인덕턴스가 크게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을 최소화할 수는 없다.  

R1을 충분히 작게 설계할 경우 부하에 인덕턴스가 크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과전압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및 차단 과정에서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작과정이 비교적 복잡하며 설계 변수 선정에서 많은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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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4.2.1에서는 전원 측에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부하 

측에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각각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과정에 대해서 서술한다. 서술 과정에서 전원 인덕턴스는 매우 

작다고 가정하였으며, 부하 인덕턴스는 일정 크기로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또한 사고 직전의 정상 상태에서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시스템의 정격 전류, Irated,로 가정하였고, 반도체 차단기가 차단 동작을 

하게 되는 전류는 시스템의 차단 전류 레벨, Ifault,로 가정하였으며, 

게이팅 신호가 차단 되면 SiC 스위치는 즉시 전류 도통을 멈추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2.1.1 부하 단락 사고 

  부하 측에 단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단기의 동작 과정은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원으로부터 전력이 부하로 공급되고 있는 정상 

상태 단계(1단계),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전류가 증가하는 

단계(2단계), 차단기가 동작하여 차단기의 전압이 최대 값이 되는 

단계(3단계), 차단이 완료되어 전류 및 전압이 일정 값으로 수렴하는 

단계(4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차단기의 동작 과정에서 주요 부분의 

전압, 전류는 그림 ４.3에 나타낸 바와 같다. t0는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 t1은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하는 시점, t2는 차단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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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t1 t2

반도체 스위치 전압 

전원 전류

부하 전류

반도체 스위치 전류

0  

그림 ４.3 단락 사고 발생시 차단기의 동작 과정 (부하 단락 사고) 

  1단계는 정상상태의 전류가 전원에서 부하로 흐르고 있는 단계이며, 0 

~ t0 시간에 해당된다. 정상상태에서는 직류 성분의 전류 및 전압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는 모두 반도체 스위치로만 흐르고, 스너버 

회로로는 흐르지 않는다. 정상상태 전류가 흐르기 전에 R1 경로를 

통해서 C1과 C2에는 VDC의 전압이 충전되고, 정상상태에서 충전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1단계의 동작 과정은 그림 ４.4와 같다. 

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VDC
VDC

VDC

VDC

 

그림 ４.4 1단계 동작 과정 (정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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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부하에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선로에 사고 전류가 흐르는 

단계이며, t0 ~ t1에 해당된다. 단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림 ４.5와 

같이 모든 직류 전원 전압이 부하 선로 인덕턴스 성분에 인가된다.  

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VDC

VDC
VDC

VDC

 

그림 ４.5 2단계 동작 과정 (부하 단락 사고) 

그러므로 사고 전류는 식 (4.1)과 같이 증가하게 된다. 사고 전류 

증가 상황에서 R1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0( )DC
line source load rated

V
i i i I t t

L
      .  (4.1) 

3단계는 사고 전류가 차단 레벨에 도달하여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한 이후부터 차단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이 

최대에 이르는 단계이며, t1 ~ t2에 해당된다. 

반도체 차단기가 차단 동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반도체 스위치로 

흐르던 사고 전류는 모두 스너버 회로로 우회된다. 스너버 회로로 

흐르는 사고 전류는 그림 ４.6과 같이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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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R2
D2

D1

C2

VDC

VDC

VR2

 

그림 ４.6 차단 동작으로 스너버 회로로 우회된 사고 전류 경로 

  이 과정에서 저항 R2에 의한 전압 강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압은 

바로 스너버 회로의 출력 전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t1에서의 스너버 

회로의 출력 전압, 즉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한 직후 스너버 

회로의 초기 출력 전압은 식 (4.2)와 같다. 

 
21 1 1 2( ) ( ) ( )snubber MOSFET R sourcev t v t v t i R    . (4.2) 

  만약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사고 전류를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 

 
11 1( ) ( ) , 0source load fault Ri t i t I when i    . (4.3) 

  하지만 R1이 충분히 작게 설계될 경우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 (4.3)과 같은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t1에서 전원 전류는 실제 차단 전류 레벨의 크기에서 순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부하에는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하여도 t1에서 차단 전류 레벨 크기로 전류 

크기가 유지된다. 그림 ４.7과 같이 부하 전류는 t1 시점에서 R1으로 

흐르는 전류와 전원으로 흐르는 전류로 나누어진다. 이 때 두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 크기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R2에 의한 전압 강하와 

R1에 전압 강하의 크기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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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VDC
VDC

VDC

IR1 = [R2/(R1+R2)] ∙ Iload 

IloadIsource = [R1/(R1+R2)] ∙ Iload 

 

그림 ４.7 t1 시점에서의 전류 경로  

  그러므로 t1에서 전원 전류, 부하 전류, R1 전류는 식 (4.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1

1 1
1 1

1 2 1 2

2 2
1 1

1 2 1 2

( )

( ) ( )

( ) ( )

load fault

source load fault

R load fault

i t I

R R
i t i t I

R R R R

R R
i t i t I

R R R R



 
 

 
 

 . (4.4) 

  따라서 반도체 스위치의 차단 동작 직후 t1에서 스너버 회로가 

출력하는 초기 전압, 즉 반도체 스위치가 출력하는 초기 전압을 다시 

표현하면 식 (4.5)와 같다. 

 1
1 1 2

1 2

( ) ( )snubber MOSFET fault

R
v t v t I R

R R
 


 . (4.5) 

식 (4.5)에 의해 스너버 회로의 t1에서의 출력 전압이 정해지기 

때문에 R1, R2 저항의 선정을 통해 스너버 회로가 t1에서 출력할 전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전류의 증가를 보다 빠르게 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이 스너버 회로의 장점은 R2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이용해서 사고 전류를 빨리 감소시키지만 저항의 전압 강하에 인해 

예기치 못한 과전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RC 

스너버 회로의 경우에는 차단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차단 레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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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전류에서 차단을 했을 경우 R에 의한 추가적인 전압 강하가 

발생하여 반도체 스위치에 과전압이 인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스너버 회로의 경우에는 R2와 C2의 전압의 합은 다이오드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온 전압으로 제한된다. 즉 반도체 

스위치 양단의 전압은 C1의 전압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R2 

저항에 의한 과전압은 발생하지 않는다 (
1MOSFET Cv v ). 

전원 전류가 흐르면서 C1의 전압은 계속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반도체 스위치의 양단 전압도 계속 상승한다. 전원 전류가 감소함에 

따라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의 증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t2에서 

반도체 스위치 전압은 최대에 이른다. 이 과정(t1 ~ t2)에서 부하 

인덕턴스에 존재하는 사고 전류는 그림 4.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부가 

R1 경로로 흐르기 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과전압을 줄일 수 있다. 

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VDC

 

그림 ４.8 3단계 동작 과정 (부하 단락 사고) 

  4단계는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이 최대인 시점(t2)부터 사고 전류가 

0A로 감소하는 단계이다. 그림 ４.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원 전류와 

부하 전류 모두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0A로 수렴하고, C1 

전압은 VDC, C2 전압은 0V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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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9 4단계 동작 과정 (부하 단락 사고) 

 

4.2.1.2 전원 단락 사고 

전원 측에 단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차단기의 동작 과정을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원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정상 상태 

단계(1단계),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전류가 증가하는 단계(2단계), 

차단기가 동작하여 차단기의 전압이 최대 값이 되는 단계(3단계), 

차단이 완료되어 전류 및 전압이 일정 값으로 수렴하는 단계(4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차단기의 동작 과정에서 주요 부분의 전압, 전류는  

그림 ４.10에 나타낸 바와 같다. t0는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 t1은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하는 시점, t2는 차단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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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t1 t2

반도체 스위치 전압 

전원 전류

부하 전류

반도체 스위치 전류

0  

그림 ４.10 단락 사고 발생시 차단기의 동작 과정 (전원 단락 사고) 

1단계는 전원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정상상태 단계이며, 0 ~ t0 

시점에 해당된다. 그림 ４.11에 표시한 바와 같이 R1의 경로를 통해 

C1과 C2에는 VDC의 전압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반도체 스위치로만 흐른다. 

 

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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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

 

그림 ４.11 1단계 동작 과정 (전원 단락 사고) 

2단계는 전원 측에 단락 사고가 발생해서 부하로부터 사고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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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단락 사고 지점으로 유입되는 단계이며, t0 ~ t1 시점에 해당된다. 

그림 ４.3과 비교하였을 때 2단계에서 확실히 사고 전류의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원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림 ４.12와 

같이 단락 사고 과정에서 R1을 통해 추가 사고 전류가 흐른다.  

 

C1

R1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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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2 2단계 동작 과정 (전원 단락 사고) 

전원 단락 사고 상황의 동적 회로는 아래 그림 ４.13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반도체 스위치의 온 저항을 RDS_ON으로 표현하였다. 

R1

VDC

R2

RDS_ON

VC2(t0)=VDC

L

Iload(t0)=Irated

C2

C1

Isource

IR1

VC1(t0)=VDC

 

그림 ４.13 전원 단락 사고 상황 동적 회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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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으로 흐르는 전류는 C1과 C2를 통해 전원 측으로 흐르게 된다. 

하지만 2 _DS ONR R 이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R1 전류는 C2 및 

반도체 스위치를 통해 전원으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그림 ４.14와 같이 

동적 모델을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R1

VDC

RDS_ON ≈ 0

L

Iload(t0)=Irated

C2

IR1

Isource

VC2(t0)=VDC

 

그림 ４.14 전원 단락 사고 상황 동적 회로 모델 (간략화) 

  동적 모델을 통해 식 (4.6)과 같이 미분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2

1

2

2

0

0

0

( )

( )

load
DC

C

R

load rated

C dc

di
V L

dt

dV
C i

dt

i t I

V t V

  

 





 . (4.6) 

  식 (4.6)의 초기조건을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풀게 되면 전원 단락 

사고 직후 C2 전압, 전원 전류, 부하 전류, R1 전류는 식 (4.7)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단, 식 (4.7)은 t0 ≤ t ≤ t1에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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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식 (4.7)에 의하면 부하 전류는 VDC/L의 기울기로 증가하지만 전원 

전류는 부하 전류와 1 2

1

1

t
R CdcV

e
R



의 추가 전류의 합으로 표현된다. 즉 

R1으로부터 추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는 모두 반도체 스위치를 

거쳐 전원으로 흐른다. 이러한 R1을 통해 흐르는 사고 전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지만 단락 사고가 발생한 순간(t0)에는 최대 

1/DCV R 크기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므로 R1의 크기를 적절히 작게 

선정하여 실제 부하 전류가 차단 전류 레벨에 도달하기 이전에 반도체 

스위치의 전류가 차단 전류 레벨에 도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R1의 설정을 통해 반도체 차단기로 흐르는 전류가 차단 전류 레벨에 

도달하여 차단 동작을 하게 되면 부하 전류는 실제 차단 전류 레벨보다 

작으므로 차단 과정에서 스너버 회로가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3단계는 사고 전류가 차단 레벨에 도달하여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 

동작을 하는 시점(t1)부터 차단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이 

최대에 이르는 시점(t2)에 해당된다. 반도체 스위치가 t1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 사고 전류는 모두 스너버 회로로 우회되어 흐른다. 이 

과정에서 그림 ４.15와 같이 부하 전류가 R2로 흐르게 되고, 식 (4.8)과 

같이 스너버 회로의 t1에서의 초기 전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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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5 차단 동작으로 스너버 회로로 우회된 사고 전류 경로 

 1 1 2 2 1 0( ) ( ) [ ( ) ]DC
snubber MOSFET load rated

V
v t v t R i R t t I

L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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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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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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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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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6 3단계 동작 과정 (전원 단락 사고) 

  부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C2의 전압은 계속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반도체 스위치의 양단 전압도 계속 상승한다. 증가된 스위치 양단 

전압으로 인해 부하 전류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 상승 

기울기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t2에 도달하여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이 

최대에 이른다. t1 ~ t2에서 그림 ４.16과 같이 R1으로 전류가 흐르지만 

이 경로는 부하 인덕턴스에 흐르는 사고 전류를 부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R1을 통한 전류 경로는 부하에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과전압으로부터 반도체 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2단계에서 R1을 통한 경로로 흐르는 전류를 통해 사고 



 

 38 

전류 감지 시간을 단축시켜 부하 선로 인덕턴스 성분에 축적되는 사고 

전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t2에서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반도체 스위치를 절연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4단계는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이 최대인 시점(t2)부터 사고 전류가 

0A로 감소하는 단계이다. 그림 ４.17과 같이 전원 전류와 부하 전류 

모두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0A로 수렴하고, C1 전압은 0V, 

C2 전압은 VDC로 수렴한다. 

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선로 전류 

R1으로 흐르는 전류

VDC

 

그림 ４.17 4단계 동작 과정 (전원 단락 사고) 

 

4.3 스너버 회로 설계 값 선정 

제안하는 양방향 스너버 회로를 실제 양방향 차단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들 값의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스너버 회로의 캐패시터는 실제로 반도체 스위치의 최대 허용 전압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실제 부하 측 사고 발생시에는 C1의 최대 

전압이 반도체 스위치의 최대 전압을 결정하고, 전원 측 사고 



 

 39 

발생시에는 C2의 최대 전압이 반도체 스위치의 최대 전압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선로의 전류와 전류에 의한 캐패시터의 전압 상승 관계를 

고려한 캐패시터 용량 선정이 필요하다. 

 

4.3.1 캐패시터 선정 

단락 사고 및 사고 전류 차단 과정에서 사고 전류와 반도체 차단기에 

인가되는 전압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시스템에 적절한 

스너버 캐패시터의 선정이 가능하다. R1이 충분히 커서 

1

1

10 10 DC
R fault

V
i I

R
  이 성립할 경우 R1을 통한 전류는 미세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 전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가정을 통해 반도체 차단기 전압과 사고 전류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이 가정 하에 t1에서의 스너버 초기 출력 

전압은 식 (4.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1 1 2 2

1 2

( ) ( )snubber MOSFET fault fault

R
v t v t I R I R

R R
  


 . (4.9) 

따라서 R2를 다음과 같이 식 (4.10)을 만족하도록 선정하게 되면 

스너버 회로의 t1에서의 초기 출력 전압이 VDC가 된다. 

 2
DC

fault

V
R

I
   (4.10) 

  R1, R2의 저항 크기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할 때 R1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t1에서 스너버 회로가 즉시 VDC의 전압을 출력하기 때문에 

t1 ~ t2까지의 동작 과정은 그림 ４.18과 같이 간단한 회로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캐패시터의 최대 전압은 곧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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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oad

Vc(t1)=VDC

Iline(t1)=Ifault

C

VDC

 

그림 ４.18 제시한 조건 하에서 동작하는 스너버 회로의 등가 모델 

위 모델의 미분방정식 및 초기 조건은 아래 식 (4.11)과 같다. 

 

1

1

( )
( ) 0

( )
( )

( )

( )

line
DC c

c
line

c DC

line fault

di t
V v t L

dt

dv t
C i t

dt

v t V

i t I

   







. (4.11) 

  따라서 캐패시터 전압(반도체 스위치 전압)과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식 (4.12)와 같다. 단 식 (4.12) 는 t1 ≤ t ≤ t2에서 유효하다. 

 

1
max

1
max

( ) ( ) sin( )

( ) cos( )

MOSFET c DC

t tL
v t v t I V

C LC

t t
i t I

LC


  




 . (4.12) 

  선로의 전류가 0A를 지날 때 반도체 스위치의 전압은 최대 전압에 

이르게 된다. 선로의 전류가 0A에 도달하는 시간은 1 / 2t LC 이므로 

이 시간을 대입하여 반도체 스위치의 최대 전압을 구할 수 있다. 

 2 1 max( ) ( )
2

MOSFET MOSFET fault DC

LC L
v t v t I V V

C


    

  (4.13) 

  식 (4.13)을 통해 차단 과정에서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을 Vmax_sw로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캐패시터의 최소 용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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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max_

( )
fault

sw DC

I
C L

V V



  (4.14) 

  Vmax_sw값을 실제 반도체 소자의 최대 절연 전압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캐패시터의 최소 값을 선정할 경우 반도체 차단기의 최대 전압은 

Vmax_sw까지 증가하게 된다. Vmax_sw로부터 전압 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지만 이 수식을 통해 선정한 캐패시터 값은 R1의 크기가 크다는 가정 

하에 구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R1 저항을 충분히 작게 선정하여 

사용할 경우 반도체 차단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즉, 

반도체 차단기에 인가되는 과전압이 가장 클 경우(R1이 클 때)를 

기준으로 수식적 전개를 통해 스너버 캐패시터 최소 값을 선정하고, 

실제로 스너버 회로를 설계할 때는 R1을 작게 선정하여 Vmax_sw로부터 

전압 여유가 충분히 확보된 스너버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4.3.2 R1 저항 선정 

R1 저항의 크기는 전원 단락 사고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한다. 

R1에 의한 전류 추가 효과를 강하게 하기 위해 R1을 너무 작게 선정할 

경우 전원 측 사고 발생시 R1 경로로 전류가 과도하게 흐를 수 있다. 

그러므로 R1의 크기는 식 (4.7)의 반도체 소자 전류가 실제로 반도체 

소자가 순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 Imax_sw, 보다 커지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 설계 조건은 식 (4.15)와 같다. 

 

max_

1

1

max_

DC
rated sw

DC

sw rated

V
I I

R

V
R

I I

 




 . (4.15) 

  하지만 실제로 전원 단락 사고 시에 전원 선로 및 전원 측 단락 사고 



 

 42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도체 스위치로 흐르는 R1 전류의 크기가 약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R1의 크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식 (4.15)의 

조건보다 더 작은 크기의 R1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식 (4.15)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R1은 최소 값으로 선정된다. R1이 

최소 값으로 선정될 경우 부하 단락 사고 상황에서는 R1의 경로로 더 

많은 사고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전원 단락 사고 상황에서는 보다 빠른 

차단 전류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 쪽 단락 사고 상황에 대해서 

소자의 과전압 보호 성능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R1이 

작을수록 전원 단락 사고 상황에서 반도체 스위치에 흐르는 순간적인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정한 반도체 소자의 전류 내량, 전류 센서의 

감지 시간, 게이팅 신호 지연, 소자 신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4.3.3 R2 저항 선정 

  R2 저항의 선정은 반도체 스위치의 차단 동작 직후 스너버 회로가 

출력하는 초기 전압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 전원 단락 사고 

상황에서는 빠른 차단 전류 감지로 인해 사고 전류의 증가를 빠르게 

억제할 수 있지만 부하 단락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 전류가 차단 전류 

레벨까지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차단 동작 직후 스너버 회로의 

초기 출력 전압이 작을 경우 사고 전류의 최대치가 커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부하 단락 사고 상황에서 t1에서의 스너버 회로의 

초기 출력 전압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식 (4.5)를 통해 t1에서 

스너버 회로의 초기 전압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할 수 있고, 

그 조건으로 부터 식 (4.16)과 같이 R2의 크기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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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1 1

( )

( )

snubber

fault snubber

R V t
R

R I V t



  (4.16) 

t1에서 스너버 회로의 초기 출력 전압을 VDC로 설계하기 위한 조건은 

식 (4.17)와 같다. 

 1
2

1

DC

fault DC

RV
R

R I V



  (4.17) 

 

4.4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양방향 스너버 회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1000V, 250A ESS 시스템(차단 전류 레벨 : 

1000A)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4.2.1의 가정과 달리 반도체 스위치의 온, 오프 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LTspice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각 소자들을 실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기생(Stray) 성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모의하였다. 

  반도체 스위치는 CREE사의 C2M0045170D(SiC MOSFET : 1700V, 

72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반도체 케이스 온도를 70oC로 

고려하여 8병렬로 구성하였다. 양방향 차단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16개의 SiC MOSFET을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였다. 

  반도체 차단기의 전원 인덕턴스는 0H로 설정하고, 부하 인덕턴스는 

부하 측 사고 지점의 위치를 반영해서 최소 5H, 최대 15H로 

설정하였다. 5H는 반도체 차단기 내에 존재해야 하는 최소 인덕턴스 

성분으로 차단기 바로 뒤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고 전류 

조건의 경우를 모의한 것이고, 15H는 최대 20m 떨어진 거리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최대 인덕턴스 상황을 모의한 것이다.  

  스너버 캐패시터의 크기는 최대 인덕턴스 경우인 20m 거리에서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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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는 상황(부하 인덕턴스 : 15H)을 고려해서 반도체 

스위치 허용 최대 전압을 1700V로 설계하여 식 (4.14)에 따라 최소 

값인 30F으로 선정하였고, R1은 10과 1.4을 선정하여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회로 동작을 검토하였다. 전원 단락 사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R1이 10인 경우는 식 (4.15)에서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차단 전류 레벨(1000A)의 1/10 정도로 작게 흐르게 하기 위한 

설계 값이고, R1이 1.4옴인 경우는 식 (4.15)에서 소자가 견딜 수 

있는 순간 최대 전류를 1000A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최소 

값(=1.33)에 가까운 값을 선정한 결과이다. 즉, R1이 10인 경우는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작을 때, R1이 1.4인 경우는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클 때의 스너버 회로 동작을 보기 위함이고, 결과를 비교하여 R1 

값 선정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R2는 R1이 1.4일 때를 기준으로 식 

(4.16)에 따라 t1에서 스너버 회로의 초기 출력 전압이 1000V(VDC)가 

되도록 3.5을 선정하였다. 반도체 차단기의 동작과 관련된 게이트 

저항의 크기는 50 정도로 설정하여 차단 동작 시 빠른 di/dt에 의한 

소자의 충격을 완화하였다. 또한 캐패시터, 다이오드, 저항과 같이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소자들과 접합부에 기생 인덕턴스(점선 

표시된 소자들)를 그림 ４.19와 같이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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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R1

R2

D2

D1

L

S2S1

Source Load

C2

10nH

25nH

25nH

20nH

20nH
25nH

25nH

10nH

VDC
VDC

 

그림 ４.19 기생 성분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 

  또한 실제 상황에서 수명이 유한한 바리스터(Varistor)의 사용은 

최소로 하고, 스너버 회로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1000V 바리스터를 추가하여 사용하기 전과 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된 

시스템 정격 및 변수들의 선정 값은 표 ４.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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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전압 1000V 

정격 전류 250A 

차단 전류 레벨 1000A 

반도체 소자 
1700V, 72A SiC MOSFET 8병렬 사용 

(양방향 : 2직렬) 

전원 인덕턴스 0H 

부하 인덕턴스 5H, 15H 

스너버 캐패시터 30F 

R1 저항 10, 1.4 

R2 저항 3.5 

게이트 저항 50 

바리스터 1000V 정격의 Metal Oxide Varistor 사용 

 

표 ４.1 시뮬레이션 조건 및 변수 

 

4.4.1 부하 단락 사고 시뮬레이션 

전원 인덕턴스는 0H, 부하 인덕턴스는 5H, 15H 두 경우에 

대해서 부하 단락 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바리스터 없이 스너버 

회로만 사용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４.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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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647V

Ipeak = 1056A

Ipeak = 1082A

 

(a)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0)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413V

Ipeak = 1149A
Ipeak = 1207A

 

(b) 부하 인덕턴스(5H), R1저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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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1700 1700

s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Vpeak = 1424V

Ipeak = 1047A

Ipeak = 1110A

 

(c)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4)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256V

Ipeak = 1132A

Ipeak = 1266A

 

(d) 부하 인덕턴스(5H), R1저항(1.4) 

그림 ４.20 부하 단락 사고시 바리스터가 없는 경우 시뮬레이션 파형  



 

 49 

  그림 ４.20의 (a), (b), (c), (d) 모두 차단 동작 이후에 반도체 

스위치의 양단 전압, 즉 스너버 회로의 출력 전압이 1000V까지 바로 

상승하여 전원 전류 및 부하 전류가 게이팅 차단 즉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상에서 1000A 차단 명령 이후 

스위치 오프 게이트 신호 명령이 SiC MOSFET에 반영되는 시간으로 

인해 전원 전류 및 부하 전류는 1000A보다 조금 더 상승한 값에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같은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 전류의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1000A로부터 증가하는 최대 전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15H일 때와 5H일 때의 파형을 비교해보면 5H일 때의 

사고 전류 최대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반도체 

차단기를 제작할 경우 전류 측정과 스위치 오프 게이트 신호 명령까지의 

지연이 추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0(a), (b)는 R1의 경로로 흐르는 전류가 작을 때의 상황을 

모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부하 인덕턴스가 1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647V까지 상승하였고, 부하 인덕턴스가 5u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413V까지 상승하였다. R1의 경로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는 가정 하에 부하 인덕턴스가 15H인 상황에서 최대 전압 

1700V를 기준으로 스너버 회로 캐패시터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림 

4.20(a)와 같이 반도체 스위치 최대 전압이 1647V 정도로 설계치 최대 

전압 1700V보다 약간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1이 크게 

설계되어도 약간의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1700V보다 작게 최대 전압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0(c), (d)는 R1의 경로로 흐르는 전류가 충분히 클 때의 

상황을 모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부하 인덕턴스가 1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424V까지 상승하였고, 부하 인덕턴스가 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256V까지 상승하였다. 이 경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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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을 그림 4.20(a), (b)와 비교하였을 때 부하 인덕턴스가 15H일 

때는 1647V에서 1424V로 감소하였고, 부하 인덕턴스가 5H일 때는 

1413V에서 1256V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부하 단락 사고 상황 

하에서 R1을 작게 선정함으로써 최대 전압 1700V로부터 전압 여유가 

충분히 확보된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R1이 작아질 경우 부하를 통해 흐르는 사고 전류가 약간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증가는 미미하다. 또 R1이 작아질 경우 반도체의 최대 

전류 및 전원의 최대 전류는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그 차이 역시 

미미하다. 

  다음으로는 과전압의 위험이 가장 큰 상황(부하 인덕턴스 : 15H)인 

경우에 대해 1000V 바리스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４.21과 같다.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548V

Ipeak = 1056A

Ipeak = 1082A

 

(a)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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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409V

Ipeak = 1147A

Ipeak = 1110A

 

(b)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4) 

그림 ４.21 부하 단락 사고시 바리스터가 있는 경우 시뮬레이션 파형  

R1이 10으로 설계된 경우인 그림 4.20(a)와 그림 4.21(a)를 

비교하면 실제로 바리스터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이 1647V에서 1548V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바리스터가 사고 전류 차단 과정에서 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에 

기여를 하여 전압 제한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R1이 1.4으로 설계된 

경우인 그림 4.20(c)와 그림 4.21(b)를 비교하면 반도체 차단기 최대 

전압이 1424V에서 1409V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스너버 회로가 대부분의 사고 전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압 제한 

역할을 하고, 바리스터는 거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리스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과전압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역할로서 사용하고, 예상 범위 내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차단 동작을 했을 경우는 스너버 회로가 대부분의 사고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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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흡수하여 반도체 스위치 보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차단기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유한한 수명 

특성을 갖고 있는 바리스터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반도체 차단기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4.4.2 전원 단락 사고 시뮬레이션 

  전원 인덕턴스는 0H, 부하 인덕턴스는 5H, 15H 두 경우에 

대해서 전원 단락 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바리스터 없이 스너버 

회로만 사용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４.22와 같다.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672V

Ipeak = 1064A

Ipeak = 994A

 

(a)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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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422V

Ipeak = 1152A
Ipeak = 1111A

 

(b) 부하 인덕턴스(5H), R1저항(10) 

V A

1700 1700

s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peak = 1262V

Ipeak = 1039A

Ipeak = 437A

 

(c)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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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1700 1700

s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peak = 1199V
Ipeak = 1115A

Ipeak = 563A

 

(d) 부하 인덕턴스(5H), R1저항(1.4) 

그림 ４.22 전원 단락 사고 시 바리스터가 없는 경우 시뮬레이션 파형  

그림 4.22(a), (b)는 R1이 10인 경우로 R1 경로로 흐르는 전류가 

작을 때의 전원 단락 사고 차단 상황을 모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부하 인덕턴스가 1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672V까지 

상승하였고, 부하 인덕턴스가 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422V까지 상승하였다. R1의 경로로 흐르는 전류가 매우 작을 경우 

부하 단락 사고 상황과 전원 단락 사고 상황이 유사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4.20(a), (b)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반도체 스위치에 인가되는 

최대전압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2(c), (d)는 R1이 1.4인 경우로 R1 경로로 흐르는 전류가 

클 때의 전원 단락 사고 차단 상황을 모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부하 

인덕턴스가 1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262V까지 상승하였고, 

부하 인덕턴스가 5H일 때는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199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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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다. 단락 사고 상황에서 전원 전류 및 반도체 스위치 전류가 R1 

경로로 흐르는 전류로 인해 빠르게 상승하고 되고, 그로 인해 차단 전류 

감지 시간이 단축되어 사고 전류 차단 시 부하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림 4.22(a), (b)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 전압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2(c)는 사고 전류 차단 시 

최대 부하 전류가 437A, 그림 4.22(d)는 사고 전류 차단 시 최대 부하 

전류가 563A로 감소하였으므로 기존 차단 전류인 1000A와 비교하였을 

때 전류의 크기가 대략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스너버 회로가 감당해야 

할 사고 에너지는 1/4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전원 단락 사고 

상황에서도 최대 전압 1700V로부터 전압 여유가 충분히 확보된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과전압의 위험이 가장 큰 상황(부하 인덕턴스 : 15H)인 

경우에 대해 바리스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４.23과 같다.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559V

Ipeak = 1064A
Ipeak = 994A

 

(a)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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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반도체 차단기 전류

V A

1700 1700

s

Vpeak = 1259V

Ipeak = 1039A

Ipeak = 435A

 

(b) 부하 인덕턴스(15H), R1저항(1.4) 

그림 ４.23 전원 단락 사고 시 바리스터가 있는 경우 시뮬레이션 파형  

R1이 10으로 설계된 경우인 그림 4.22(a)와 그림 4.23(a)를 

비교하면 반도체 스위치 최대 전압이 1672V에서 1559V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전류 차단 과정에서 사고 에너지를 바리스터가 

일부를 부담하여 흡수한 결과이다. 반면 R1이 1.4으로 설계된 경우인 

그림 4.22(c)와 그림 4.23(b)를 비교하면 반도체 스위치 전압이 

1262V에서 1259V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설계 기준 하에서, 즉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의 

순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고려해서 R1을 충분히 작게 

선정하게 되면 바리스터 없이 스너버 회로만 존재하는 반도체 차단기 

설계, 또는 바리스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이중 보호 역할만 

수행하는 반도체 차단기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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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실험 결과 

 

 

5.1 실험 세트의 구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반도체 차단기 스너버 회로의 성능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실험 세트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1000V, 250A 시스템을 300V, 10A시스템으로 

낮추어 축소 실험을 진행하였고, 80 ~ 90A를 사고 전류 차단 레벨로 

설계하였다. 

반도체 스위치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소자인 C2M0045170D를 

사용하였고, 병렬 연결 없이 2개의 소자를 직렬로 연결하여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성하였다. 

게이트 신호는 하나의 게이트 드라이버 칩으로 2개의 반도체 스위치를 

동시에 온, 오프 하도록 설계하였고, 제어보드 없이 게이트 드라이버 칩 

자체의 desaturation 핀 기능을 통해 사고 전류를 차단하였다. 사고 

전류 차단 레벨은 desaturation 관련 회로의 저항 및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설계하였다. 게이트 온 신호 레벨은 20V, 게이트 오프 신호 

레벨은 -5V로 설계하였고, 단락 사고 상황에서 밀러(Miller) 효과에 

의한 게이트 전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SiC MOSFET의 게이트 입력 

부분을 20V 및 -5V 전원에 다이오드를 통해 클램핑 하였다. 또한 

게이트 오프 저항은 di/dt 제한을 위해 80으로 설계하였고, 게이트 온 

저항은 밀러 효과를 고려해서 0으로 설계하였다. 게이트 신호 관련 

회로(디지털)와 파워 회로(반도체 차단기)는 그림 ５.1에 보인 바와 

같이 하나의 4층 기판 PCB 보드에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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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1 반도체 차단기 및 스너버 회로 

전원 인덕턴스는 0H, 부하 인덕턴스는 10H, 25H 두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전원 단락 사고와 부하 단락 사고 상황을 

모두 실험하였다. 

스너버 캐패시터의 크기는 반도체 과전압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인 

25H의 인덕턴스를 고려해서 허용 최대 전압을 540V로 설계하여 식 

(4.14)에 따라 3.3F으로 선정하였고, R1은 반도체 소자에 순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130A로 고려하여 식 (4.15) 조건 내에서 

30과 2.5을 선정하였다. R1이 30인 경우는 실제 R1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작을 경우이며, R1이 2.5인 경우는 R1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큰 경우이다. 이러한 2가지 경우에 대해 스너버 회로의 동작 과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R2의 크기는 5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그림 ５.2와 같이 전원 캐패시터, Magnetic 

Contactor(MC), 부하 저항, 인덕터로 구성하였고, 부하 저항에 MC를 

병렬로 연결하여 단락 사고를 모의하였다. 실제 실험 세트는 그림 

５.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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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

SSCB & 
Snubber

Magnetic 
Contactor

Magnetic 
Contactor

 

그림 ５.2 단락 실험 모의 회로 

 

그림 ５.3 실제 실험 세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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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300V, 10A 축소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80 ~ 

90A정도로 차단 레벨을 설정하였다. Desaturation 회로를 통해 전압을 

센싱하여 사고 전류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SiC MOSFET의 내부 온 

저항에 따라 차단 전류 레벨에 차이가 생겼고, 센싱 과정에서 대략 1s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부하 단락 사고 실험을 할 때는 전원 측에 

가까운 SiC MOSFET의 전압을 측정하여 80A가 차단 전류 레벨로 

설정되었고, 그로부터 1s의 지연 이후 반도체 차단기가 차단 동작을 

하였다. 전원 단락 사고 실험을 할 때는 부하 측에 가까운 SiC 

MOSFET의 전압을 측정하여 90A가 차단 전류 레벨로 설정되었고, 

그로부터 1s의 지연 이후 반도체 차단기가 동작을 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축소 실험과 비교할 시뮬레이션도 이러한 차단 전류 레벨 및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진행하였다. 또한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전원 

캐패시터의 내부 인덕턴스 및 저항, 선로 저항 등을 시뮬레이션에도 

반영하여 동등한 조건 하에 시뮬레이션과 축소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5.2.1 부하 단락 사고 

전원 인덕턴스는 0H, 부하 인덕턴스는 10H, 25H 두 경우에 

대해서 부하 단락 사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는 그림 ５.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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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ak = 101.8A
Vpeak = 508.3V

Ipeak = 108.2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508.3VIpeak = 104.6A

Ipeak = 102.6A

 

<시뮬레이션 파형> 

(a) 부하 인덕턴스(25H), R1저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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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460.8V

Ipeak = 126A
Ipeak = 120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459.6V

Ipeak = 123A
Ipeak = 119.7A

 

<시뮬레이션 파형> 

(b) 부하 인덕턴스(10H), R1저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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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453V

Ipeak = 113.6A

Ipeak = 98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435.6V

Ipeak = 111.5A

Ipeak = 100.3A

 

<시뮬레이션 파형> 

(c) 부하 인덕턴스(25H), R1저항(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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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403.2V

Ipeak = 138.1A

Ipeak = 112.6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399V

Ipeak = 136.8A

Ipeak = 116.3A

 

<시뮬레이션 파형> 

(d) 부하 인덕턴스(10H), R1저항(2.5) 

그림 ５.4 부하 단락 사고 실험 파형 및 시뮬레이션 파형 비교 

그림 ５.4의 실험 파형과 시뮬레이션 파형을 비교했을 때 전원 전류, 

부하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의 크기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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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인덕턴스와 R1저항 값에 따라 사고 전류와 반도체 차단기의 

전압의 양상이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그림 5.4(a), 

(b)와 그림 5.4(c), (d)의 실험 결과에서 R1을 30에서 2.5으로 

변경하였을 때 R1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효과로 인해 반도체 차단기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실험 상황에서도 

스너버 회로가 사고 전류 차단 과정에서 설계 방향대로 시뮬레이션과 

유사하게 동작함을 확인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의 

유사성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모의한 결과를 반도체 차단기 및 스너버 

회로 설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2.2. 전원 단락 사고 

전원 인덕턴스는 0H, 부하 인덕턴스는 10H, 25H 두 경우에 

대해서 전원 단락 사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는 그림 ５.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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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499.2V

Ipeak = 88.3A

Ipeak = 93.4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496.5V

Ipeak = 88.9A

Ipeak = 95.2A

 

<시뮬레이션 파형> 

(a) 부하 인덕턴스(25H), R1저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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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455.8V

Ipeak = 107AIpeak = 110.1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454.1V

Ipeak = 105.9A
Ipeak = 111.5A

 

<시뮬레이션 파형> 

(b) 부하 인덕턴스(10H), R1저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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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358.4V

Ipeak = 38A

Ipeak = 104.5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362.6V

Ipeak = 31.2A

Ipeak = 102.7A

 

<시뮬레이션 파형> 

(c) 부하 인덕턴스(25H), R1저항(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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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ak = 350.1V

Ipeak = 53A

Ipeak = 120A

전류 : 40A / div

전압 : 200V / div

20s / div

0A
0V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실험 파형> 

부하 전류

전원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V A

s

Vpeak = 360.3V

Ipeak = 55.4A

Ipeak = 117.4A

 

<시뮬레이션 파형> 

(d) 부하 인덕턴스(10H), R1저항(2.5) 

그림 ５.5 전원 단락 사고 실험 파형 및 시뮬레이션 파형 비교 

  그림 ５.5의 실험 파형과 시뮬레이션 파형을 비교하여 보면 전원 전류, 

부하 전류, 반도체 차단기 전압 세 개의 모든 파형의 양상 및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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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5(c), (d)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전원 전류가 부하 전류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반도체 차단기가 빠르게 차단 동작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R1 경로를 통한 빠른 전류 감지 기능이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이상 없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스너버 회로의 동작으로 그림 5.5(a), (b)와 그림 

5.5(c), (d)를 비교하였을 때 R1을 작게 설계함으로써 반도체 차단기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하 단락 사고 실험과 전원 단락 사고 실험에서 모두 실험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고, 이를 통해 스너버 회로의 설계 

방향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부하 단락 사고 

실험에서는 차단 동작 직후 반도체 차단기 전압이 설계한 전압으로 바로 

상승하여 사고 전류가 바로 감소하는 것과, R1을 작게 선정하였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의 효과로 인해 반도체 차단기에 인가되는 최대 

전압이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전원 단락 사고 실험에서는 단락 

사고 상황에서 R1 경로로의 추가 사고 전류를 통해 차단 감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실제로 구현됨을 검증하였고, 이러한 동작으로 

반도체 차단기에서 있어 반도체 소자 전압 여유가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반도체 차단기 설계에 있어서 저항 R1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R1의 사고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 

확보된 전압 여유만큼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크기를 줄임으로써 반도체 

차단기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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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및 향후 연구 
 

 

6.1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iC MOSFET을 이용해서 양방향 반도체 차단기를 구

성하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양방향 스너버 회로를 제안하였다. 논문 전

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SiC 소자를 반도체 차단기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특히 SiC MOSFET을 양방향 차단기에 적용

하였을 때 기존 스너버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 스너버 회로

가 필요함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새로운 양방향 스너버 회로를 제안하

였다. 

둘째,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 여부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선로 

인덕턴스 성분의 크기가 반도체 차단기를 기준으로 양 쪽이 비대칭인 상

황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단락 사고 방향과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스너버 회로임을 확인하였다. 스너버 회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원리를 전원 단락 사고 및 부하 단락 사고

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고, 실제 반도체 차단기에 적용하기 위해

서 고려해야 할 설계 기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 제시한 설계 기준에 

맞추어 스너버 회로를 설계하였을 때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가 제시하는 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을 때 사고 전류 및 반도체 차단기 전압 모두 효과

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셋째,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가 적용된 SiC MOSFET을 제작하여 실험

을 통해 실제 동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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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실제로 설계한 반도체 차단기 및 스너버 회로가 시뮬레이션

과 유사하게 동작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6.2 향후 연구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 과정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도체 차단기

를 기준으로 부하 측에는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하고, 전원 측에는 인덕

턴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비대칭 상황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원 측에도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인

덕턴스 및 부하 인덕턴스 성분이 모두 존재하면서 비대칭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욱 실용적인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스너버 회로의 동작 여부 및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격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사고 전류가 흐른다는 가정 하에 

전개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격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

대 위치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

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단락 사고 상황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스너버 회로의 동작 과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제 산업에 적용될 것을 고려했을 때, 전원 또는 부하가 

단락 되어 있는 사고 상황에서 실수로 반도체 차단기를 켤 경우 반도체 

차단기 및 스너버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여 사고 전류를 차단하는 지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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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f Snubber Circuit in DC Solid State 

Circuit Breaker Using SiC MOSFET 
 

Dong-Ho Sh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ventionally, mechanical circuit breaker having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characteristics have been widely used in 

DC distribution system. Recently, interest in SSCB(Solid State 

Circuit Breaker) is increasing due to the appearance of Wide Band 

Gap devices such as SiC(Silicon Carbide). In addition, as the DC 

system such as ship power system, aviation power system, and 

ESS(Energy Storage System) increases, the needs for SSCB are 

increasing because it can break DC current in several tens of 

microseconds without any arc. 

  This paper analyzes the advantages and considerations of 

applying SiC devices to SSCB. It also analyzes the operation 

principle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xisting SSCB 

snubber circuits to confirm important factors considered in 

snubber circuit design. Based on these factors, a novel 

bidirectional snubber circuit suppressing fault current and 

simultaneously protecting overvoltage on semiconductor has been 

proposed. Next,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roposed snubber 

circuit is analyzed and design criteria for the snubber circuit are 



 

 76 

addressed for the case that the source inductance and the load 

inductance of SSCB are asymmet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nubber circuit is effective in suppressing fault 

current and overvoltage protection of SSCB. Finally, SiC MOSFET 

bidirectional SSCB with proposed snubber circuit is constructed 

and tested in each case of load and source side short circuit 

accidents and its performance has been verified. 

 

Keywords : DC system, Solid State Circuit Breaker(SSCB), SiC 

MOSFET, Snubber circuit, bidirectional SS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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