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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tor bus transfer involves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  
bus that has several critical motors to an alternate source of power 
when the main normal power source feeding them is interrupted.    
Bus transfer is a time-critical application in which the transfer 
progress depends on various parameters such as the type of motor, 
load on the motor at the time of transfer, inertia of the motor, and 
the combined open-circuit time constant of various motors present on 
the bus at the time of transfer.
  This paper present the result of modeling and simulation of nuclear 
power motor bus using ETAP(Electrical Transient Analyzing 
Program) program for motor and motor bus residual voltage decay 
characteristics.

1. 서    론

  원자력발 소에서는 소내부하에 안정 인 력을 공 하기 해 항상 
두개 이상의 독립된 소외 원을 확보하여 주 원과 기 원 개념으로 
운 하는데 한 원이 상실되면 다른 원으로 자동으로 체하여 소내
원을 공 하고 있다. 이 때 모선의 공 원을 정상 원에서 다른 

원으로 체를 모선 체라고 한다.
  국내의 경우 과거에 세워진 발 소들은 고속모선 체방식, 잔류 압 
모선 체방식, 상감시 모선 체방식, 속 모선 체방식이 다양하게 
용하 으며 최근에 세워진 원자력발 소들의 경우 고속모선 체방식

과 잔류 압 체방식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고속모선 체방식 용시 모선 압과 체 원과의 상각을 동기계
기를 이용하여 감시하여 상각이 정수 을 벋어나면 모선 체를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잔류 압 체는 정상 차단기기 개
방된 후 압계 기가 모선잔류 압을 감시하다가 압의 크기가 약 
30% 정로 감소하면 체 원을 투입하고 2 가 지나면 체가 실패하
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본 연구는 운 인 원자력발 소를 모델링  모사실험을 통해 모선
체 시 고압 동기의 잔류 압의 특징과 고압 동기가 모여진 모선의 

잔류 압의 감쇠특징을 연구하여 발 소 모선 체 시험  분석에 이용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모선절체 방식
  가장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 모선 체방식, 잔류 압 모
선 체방식, 상감시 모선 체방식의 용되는 잔류 압의 크기  
상각의 역은 그림1과 같다.[1]
  그림1 왼쪽에 압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상각차가 별로 벌어지
지 않았을 수행하는 고속 체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압이 아직 감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각차가 한 수 을 벋어난 상태에 차단기가 
투입되면 동기가 손상될 수 있다. 그림1이 우측하단의 잔류 압 체 
역은 충분히 압이 감소하고 난 다음에 상각차에 상 없이 차단기

를 투입시키는 방식인데 무 낮은 압에서 여려 의 유도 동기들이 
동시에 기동함으로써 동기 재기동이 실패할 수 있다.[2]

   

    <그림 1>모선절체적용 영역     <그림 2>전동기 잔류전압감쇠특성

  모선 체 설계  분석시 사용하는 기 은 동기 손상을 방지하기 
해 ANCI/NEMA C50.41-2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 검토기 이 

되는 것이 동기 모선의 상각과 압/주 수의 크기이다.
 ․ 상각(δ) 차이 < 90˚ 
 ․ER(합성V/Hz(pu)) < 1.33× 동기정격V/Hz(pu) [3]
  2.2 모선절체에 따른 전동기 잔류전압 특성
  모선 체시 동기 모선 압의 특징은 체시 동기 운 상태에 의
해 좌우된다. 발 소 고압모선의 동기들은 유도 동기이므로 유도 동
기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유도 동기가 원을 상실하면 유도 동기가 
유도발 기가 되면서 원단자에 잔류 압이 나타나게 된다. 모선 체에
서 요한 유도 동기의 특징은 원상실시 발생하는 잔류 압의 감쇠
속도와 상각의 변화이다. 
  잔류 압의 감쇠는 동기 공극에 장된 자속의 감쇠 때문이다. 잔류
압의 감쇠시간은 동기 모델링에서 얻어지는 식 2.1과 같은 동기 
개방시간상수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잔류 압 상각의 변화는 동기
와 부하의 성력에 따라 주로 변화한다.

                   T" =   


                (2.1)

(XM = 상당 자화리액턴스, X2 = 상당 회 자 설 리액턴스
      r2  = 상당 회 자 항)
  2.3 모사시험 방법
  2.3.1 발전소 모델링
  발 소 모선 잔류 압 특성을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모사실험에 의한 분석이 필수 이다. 발 소 소내 력계통
이 매우 복잡하고 정상상태  과도상태 해석을 해서는 모델링 해야 
할 기기들의 양이 무 많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일반 으로 많이 사용
하는 상용 기시스템 해석 로그램인 ETAP(Electrical Transient 
Analysis Program)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다.
  모사실험을 한 모델을 그림3과 같이 정하고 발 소를 모델링하여 
고압 동기  모선의 잔류 압 감쇠특성의 과도상태를 모사실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림 3> 원자력발전소 단선도
  발 소에서 두개의 13.8kV 고압모선을 가지고 있으며 각 모선을 각각 
소내부하의 나 어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13.8kV 모선 에는 4.16kV 
모선이 각 2개씩 소내배 용 변압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정상운
에는 한쪽 모선을 기동용변압기로부터 력을 공 받고 다른 한쪽 모선
은 발 기에서 생산된 력을 소내보조용변압기를 통해 공  받고 있다
가 만약 정상공  원이 차단되면 모선을 다른 원공 원으로 원을 
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3.8kV 모선A에는 PHTP(9000hp) 2 , BFP(6468hp) 2 가 연결되
어 있고 4.16kV 모선C에는 CEP(2547hp) 1 , CCW(3485hp) 1 가 연결
되어 있고 4.16kV 모선E에는 CGM(1072hp) 1 , HTFP(600hp) 1 , 
RCW(1072hp) 2 , FWMP(300hp) 1 , MMP(900hp) 1 , 
RCW(1374hp) 2 , CGM(1072hp) 1 가 연결되어 있다.  13.8kV 모선B
에는 PHTP(9000hp) 2 , 4.16kV 모선D에는 CCW(3485hp) 1 , 4.16kV 
BUE모선에는 RCW(1374hp) 1 , CGM(1072hp) 1 가 연결되어 있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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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고압전동기 모델링
  일반 으로 제작자에서 제공하는 유도 동기 자료들은 단락 류계산 
등에는 충분하나 동기의 과도상태를 분석하기에는 힘들다. 과도상태를 
해석하기 해서는 동기 등가회로가 필요하다. 동기의 기존사양에서 
등가회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Somchai Ansuj 등에 의해 제시된 연구
결과[4]를 바탕으로 유도 동기 등가회로 정수값을 구한다.
  고압 동기 기본 인 사양들을 입력하여 동기의 등가회로 정수들을 
구한다. 동기 등가회로를 구하기 해서는 용량(hp), 정격 압(kV), 극
수, 정격속도(rpm)과 같은 동기의 기존자료와 부하시의 슬립, 역률, 
효율, 회 자 구속조건하에의 류, 역률, 토크 그리고 최  토크값을 알
아야만 한다. 

     

                 <그림 4> 고압전동기 모델링
 2.3.3 잔류전압 모사실험 방법
  (1) 동기 잔류 압
  13.8kV  4.16kV 모선에 운 인 동기를 차단기를 개방하여 동
기의 단자 압 크기  상각의 감쇠특성을 모사실험을 한다.
  (2) 동기 모선 잔류 압 
  13.8kV BUA모선과 BUB모선에 동기가 정상 으로 운 에 모선
의 인입차단기를 개방하여 모선의 단자 압 크기  상각의 감쇠특성
을 모사실험을 한다.
 2.4 모사시험 결과
 2.4.1 전동기 잔류전압 특성
 각 고압 동기들의 원상실시 잔류 압의 감쇠속도와 상각 
변화의 특징을 모사실험을 하 고 결과는 표1과 같다. ETAP 
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압 동기용 차단기를 개방후 동기의 잔
류 압 특성을 모사실험한 결과 PHTP 동기의 잔류 압 감쇠
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잔류 압이 50%로 감쇠하는데 2.9
가 소요되고 30%로 감쇠하는데는 4.3 가 소요된다. 잔류 압
의 상각이 첫 번째 싸이클을 회 하는데 0.55 , 두 번째 싸이
클을 회진하는데 0.24  소요되었다.

<표 1> 전동기 잔류전압 모사실험 결과

  

동기 압 용량 수
압 
50%

압 
30%

상각
1주기

상각
 2주기

PHTP 13.8kV 9000hp 4 2.906s 4.276s 0.55s 0.24s

BFP 13.8kV 6468hp 3 0.846s 1.406s 0.39s 0.18s

CEP 4.16kV 2547hp 1 0.412s 0.742s 0.16s 0.07s

CCW 4.16kV 3485hp 2 0.736s 1.168s 0.26s 0.12s

CGM 4.16kV 1072hp 2 0.402s 0.622s 0.29s 0.15s

HTFP 4.16kV 600hp 1 0.590s 1.084s 0.24s 0.11s

RSW 4.16kV 1072hp 3 0.318s 0.626s 0.60s 0.39s

FWMP 4.16kV 300hp 1 0.318s 0.630s 0.40s 0.20s

MMP 4.16kV 900hp 1 0.376s 0.740s 0.29s 0.14s

RCW 4.16kV 1374hp 3 0.276s 0.510s 0.22s 0.12s

  

   RSW는 잔류 압 상각의 감쇠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타났
다. 잔류 압이 50%로 감쇠하는데 0.32 가 소요되고 30%로 감
쇠하는데는 0.63 가 소요된다. 잔류 압의 상각이 첫 번째 싸
이클을 회 하는데 0.6 , 두 번째 싸이클을 회 하는데 0.39  
소요되었다.
  2.4.2 모선잔류전압 특성
  (1) 13.8kV 모선A

  13.8kV 모선A 모사실험 결과는 그림5와 같이 잔류 압의 크기와 

상각의 감쇠속도는 가장 느린 감쇠특성을 가지고 있는 PHTP보다는 짧
고 가장 짧은 감쇠특성을 가지고 있는 RCW보다는 감쇠속도가 길다. 
BUA 모선의 잔류 압이 50%로 감쇠하는데 0.38 가 소요되고 30%로 
감쇠하는데는 0.67 가 소요된다. 잔류 압의 상각이 첫 번째 싸이클
을 회 하는데 0.36 , 두 번째 싸이클을 회진하는데 0.17  소요되었다.
  (2) 13.8kV 모선B
  13.8kV 모선B 모사실험한 결과는 잔류 압의 크기와 상각의 감쇠
속도는 가장 느린 감쇠특성을 가지고 있는 PHTP보다는 짧고 가장 짧
은 감쇠특성을 가지고 있는 RCW보다는 감쇠속도가 길다. 모선B의 잔
류 압이 50%로 감쇠하는데 0.88 가 소요되고 30%로 감쇠하는데는 
1.172 가 소요된다. 잔류 압의 상각이 첫 번째 싸이클을 회 하는데 

0.40 , 두 번째 싸이클을 회진하는데 0.19  소요되었다. 모선A에 비해 
감쇠속도가 상당히 늦게 나타난다.

<그림 5> 모선A 전동기 모선전압 및 위상각 감쇠 특성

     

모선 압 압 50% 압 30%
상각
1주기

상각
 2주기

모선A 13.8kV 0.382s 0.674s 0.36s 0.17s

모선B 13.8kV 0.880s 1.172s 0.40s 0.19s

   (3) 모선 잔류 압 감쇠특성
  모선의 잔류 압의 크기와 상의 감쇠특성은 부하의 운 상태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을 모선A과 모선B의 잔류 압 감쇠특성을 모사실험 한 
결과로 알 수가 있다. 운 인 동기 수가 많은 모선A가 동기 수가 
은 모선 B보다 잔류 압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  그림7 같이 13.8kV 모선의 형 유도 동기들은 모선 정
시 유도발 기와 같이 동작하면서 4.16kV 모선의 ․소형 동기에 
력을 공 하여 ․소형 동기가 많을수록 잔류 압 지속시간이 더 짧
아진다.

 

   <그림 6> 모선A 전동기 유효전력(MW) 출력

 

<그림 7> 모선B 전동기 유효전력(MW) 출력

3. 결    론

  일반 으로 고압 동기 모선 정 시 잔류 압의 지속시간은 모선에 
달려있는 동기가 많을수록 길어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사실험 결과 반 로 모선에 달려 있는 동기 수량이 많을수록 잔류
압 지속시간이 짧아진다. 모선의 잔류 압 지속시간은 잔류 압 지속
시간이 긴 동기 보다 짧은 잔류 압 지속시간을 가지로 있다. 그림6 
 그림7과 같이 용량이 크고 잔류 압 지속시간이 긴 동기가 생산하
는 력을 용량이 작고 잔류 압 지속시간이 짧은 동기들이 소모한다.  
  각 동기들의 잔류 압 특성과 모선의 잔류 압 특성을 모사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이 모선 정 시 모선의 잔류 압의 지속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모선 체 시험조
건 검토  모선 체 실패시 원인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모선의 잔류 압 감쇠특성은 용량이 크고 잔류 압 지속시간이 긴 
동기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2) 용량이 고 잔류 압 지속시간이 짦은 동기의 수량이 많을수록 
동기 모선의 잔류 압 지속시간이 짧아진다. 
  (3) 모선의 잔류 압의 특성은 모선의 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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