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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vulnerable area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Low Voltage DC (LVDC) distribution system. For
this study, the various types of system layout are considered and th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1. 서    론

최근 디지털 부하의 급속한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
하면서 직류 방식 전력계통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타입의 직류 배전망 구성형태가 제안되고 있다[1]. 직류 방식의
전력계통은 전력품질에 민감한 디지털 부하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AC/DC 컨버터나 DC/DC 컨버터 등의 전력변환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품질에 더욱 민감하다. 전력계통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일반적인 요소로는 순시전압강하 및 정전이 있다. 또한, 계통에 전력
변환기기가 요구되는 직류계통에는 정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플 성분
또한 전력품질 평가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발생
하는 전력품질 문제는 수용가 측에 정상적인 전압의 공급을 방해하는
취약지역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전력품질 문제로 인한 고장 취약지점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란에 따른 고장 취약지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에서 구성 가능한 다양한
계통 형태를 대상으로 고장 발생 시 순시전압강하, 정전에 대한 한계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고장 취약지점을 분석하였다.

2.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

저압직류 배전계통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계통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에 따라 Radial,
Loop, Grid Network, 그리고 Spot Network 등 4개의 타입을 고려하였
다[2-3]. 다음 그림 1은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a) Radial (b) Loop

(c) Grid Network (d) Spot Network

<그림 1> 시스템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상기 4개의 구성형태는 주선로에 AC/DC 컨버터가 설치되어 있다.
AC/DC 컨버터는 22.9kVAC 전압을 1500VDC 전압으로 변환하며, 각
수용가의 앞단에 설치된 DC/DC 벅컨버터를 통하여 1500VDC의 배전
전압을 380VDC로 강압시켜 수용가에 전압을 공급한다.

3.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고장 취약지점 분석 요소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의 한계 전압값은 순시전압강하(Voltage Sag)를
기준으로 한다. 순시전압강하는 전압의 크기가 기준 전압의 0.9 p.u.～

0.1 p.u., 지속시간 0.5 cycle～1분 사이의 전압강하 현상을 의미한다[4].
또한, 취약지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정전(Interruption)이 있다.
정전은 전압의 크기가 기준 전압의 0.1 p.u. 이하가 되는 현상이며, 정전
시 계통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므로 순시전압강하에 비해 더욱 위험한
경우이다.

 <표 1> 고장 취약지점 선정을 위한 기준값

순시전압강하 [p.u.] 정전 [p.u.]

기준값 0.1～0.9 0.1 이하

4.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조건
본 절에서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을 대상으로 고장 취약지점을 선정하
기 위한 기준값을 적용하여 시스템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취약지점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고장 위치의 경우 계통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피더(Feeder)를 고장 위치로 선정하였으며, 고장
종류의 경우 지락사고에 해당하는 P to G (Pole-to-Ground) 고장과 단
락사고에 해당하는 P to P (Pole-to-Pole) 고장을 모의하였다. 본 절에
서 고려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모의 조건 내용

직류계통 구성형태 Radial / Loop / Grid Network / Spot Network

고장 위치 피더

고장 종류 P to G , P to P

  4.2 시뮬레이션 결과
본 절에서는 표 2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고장 전류를 분석하였으며, 고장 전류의
크기가 AC/DC 및 DC/DC 컨버터의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AC/DC 및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을 통해 수용가 측에 공급되는
전압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순시전압강하 구역 및
정전 구역을 판별하여 고장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그림 2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전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
에 따라 고장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형
태의 계통에서 P to P 고장 시에 더욱 높은 고장 전류가 발생하였다.

(a) P to G 고장                      (b) P to P 고장  

<그림 2> 저압직류 배전계통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전류

그림 3은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시의 AC/DC
컨버터 출력 전압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P to G 고장 시에는 P to P
고장에 비해 낮은 고장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가 계통으로 공급
되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그 결과로 그림 3(a)에 제시된 것과
같이 A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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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P to P 고장 시에는 그림 2(b)에 제시한 것과 같이 높은 고장
전류가 발생하며, 수용가 계통으로 공급되는 전류는 감소한다. 그 결과
그림 3(b)와 같이 Radial 및 Loop 타입의 계통에서는 AC/DC 컨버터의
출력이 불안정하게 발생하여 수용가 공급 전압 기준인 380VDC 미만의
전압이 출력되었다.

 

(a) P to G 고장                      (b) P to P 고장  

<그림 3> 저압직류 배전계통 구성형태에 따른 컨버터 출력 전압

그림 4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시 수용가 공급
전압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P to G 고장 시에는 그림 3(a)에 제시된
것과 같이 AC/DC 컨버터 출력 전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가 앞에 설치된 DC/DC 벅컨버터를 이용한 정상적인 전압
강압을 통해 수용가 측으로 380VDC의 전압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P to P 고장 시에는 AC/DC 컨버터가 수용가 공급 전압 기준
인 380VDC 이하의 전압을 출력하므로 Radial 타입과 Loop 타입 계통의
수용가에서는 DC/ DC 벅컨버터를 통한 전압 강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 결과 수용가 측에는 380VDC를 기준으로 약 0.89 p.u.에
해당하는 전압이 공급되어 순시전압강하를 겪게 된다.

 

(a) P to G 고장                      (b) P to P 고장  

<그림 4> 저압직류 배전계통 구성형태에 따른 수용가 공급 전압

  4.3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다음 그림 5는 저압직류 배전계통 구성형태에 따른 전원 공급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Radial 및 Loop 타입은 그림 5(a)와 같이 단일 전원으로
수용가에 전압을 공급한다. 따라서 고장이 발생하여 전원과 분리되면 수
용가로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 측에서는
그림 3(b)와 같이 순시전압강하가 발생한다. 즉, 단일 전원 계통은 고장
취약지점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성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Grid Network 및 Spot Network 타입은 Radial 및 Loop 타입
과는 달리 다중의 전원 경로를 통해 수용가 측에 전압을 공급한다. 이러
한 형태의 장점은 한쪽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 제거를 위해 전원
측과 분리가 되더라도 그림 5(b)와 같이 다른 전원을 통해 계통에 전원
을 공급함으로써 수용가 공급 전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며, 이는 그림 3(b)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일 전원 방식에
비해 전원 공급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순시전압강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감소한다. 따라서 Grid Network 및 Spot Network 타
입은 다중 전원 경로에 따른 전원 공급 연속성으로 인해 고장 취약지점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성형태라고 볼 수 있다.

               (a) Radial 타입              (b) Grid Network 타입

<그림 5> 배전망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시 전원 공급 특성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압직류 배전계통의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 취약지점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장 취약지점은 전력계통 내에 전압을
공급함에 있어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압 공급이 불가한 구역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Radial 및 Loop 타입은

단일 전원으로 전압을 공급받기 때문에 계통에 가혹한 고장이 발생하여
전원 측과 분리되는 경우 수용가 계통에 공급되는 전류가 감소하여 AC
/DC 컨버터의 출력이 불안정해진다. 그 결과, 수용가는 순시전압강하로
인한 고장 취약지점이 발생하였다. Grid Network 또는 Spot Network
타입은 한쪽 선로에 가혹한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 제거를 위해 전원과
분리가 되더라도 다른 전원을 통해서 수용가에 정상적인 전압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 신뢰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수용가
측의 고장 취약지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장 상황을 고려한 고장 취약지점 분석을
통해 고장 취약지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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