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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의 소형화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한 고장해석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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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ult Analysis for a Micro Smart Grid Simulator Design
Using MEMS’ Miniaturiz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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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전원이 도입된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기적 현상에 기인한 보호

협조 문제 등 다수의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한다. EMTP 기반의 해석 방법은 계통구성의 유연성과 편리성을

가지지만 설계 및 해석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반면에 실증 시스템은 상당한 경제

적, 공간적 건설비용 요구, 계통구성 제약 때문에 대규모 계통에 대한 정확한 고장 관측이 어렵고 스마트 그

리드의 분산, 자율적, 적응제어 전략의 실증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의 경제적, 공간적 비용

하에서 22.9kV 스마트 그리드의 외란에 대한 전기적인 현상들과 분산, 자율적 적응제어 전략을 안전하고 자

유롭게 실험, 관측할 수 있는 MEMS의 소형화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

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ABSTRACT

The smart grid with distributed power supply introduces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not only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ower grid but also the problem of protection co-operation due to new electric phenomenon because it has

a mixed operation structure combining the existing radial operation structure and the new loop operation structure. The

EMTP based power system analysis method has flexibility and convenience from the view of system configuration but

it requires another experimental verification because of uncertainty of design and analysis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real demonstration system has difficulties in observing accurate fault on large scale system due to considerable

economical and spatial construction cost, system configuration constraint, and it is difficult to demonstrate the

distributed, autonomous and adaptive control strategy of smart grid. In this paper, a basic theory for a micro smart grid

simulator design using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miniaturization technology is studied which can

safely and freely experiment and observe electrical phenomena, and distribution, autonomous adaptive control strategy

for disturbances on 22.9kV smart grid under minimum economic and spati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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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존의 전력망에 대한 전기적 현상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HIF(: High Impedance

Fault), 돌입전류(Inrush Current) 등 다수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1-3] 더구나 분산전원이 도입된 스마트 그리드

는 기존의 수지상 선로구조와 루프 선로구조가 결합

된 복합적인 운전구조를 가짐으로서 상이한 전기적

현상 등으로 인해 이들 문제들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4-9]

다행히, 스마트 그리드의 전력설비들은 급속한 발

전을 이룬 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통신기술을 기반

으로 16비트 분해능과 사이클 당 128 샘플링 능력을

가지는 강력한 고속 데이터 처리능력과 전력설비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P2P 통신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다. 이들 능력들은 기존 전력망의 전기적 현상들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기존 DAS의 중앙집중제어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

하기 위한 분산, 자율적 적응제어를 가능하게 한다.[8]

지금까지 전력계통의 전기적 현상들에 대한 해석

은 EMTP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

었다. 이들 S/W 해석법은 전력망 구성을 자유롭게 구

성, 전기적 현상들에 대한 해석에 편리하지만, 설계

및 해석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다른 검증이 요구

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많은 전력분야 종사자

들은 실증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검증하게 되는데,

실증 시험장 건설에는 상당한 경제적, 공간적 비용이

요구되며 계통 구성이 제한되고 무 부하 시험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계통에 대한 정확한 고장 특성

관측이 어렵고 다양한 계통구성하에서의 스마트 그리

드의 분산, 자율적, 적응제어 전략의 실증도 쉽지 않

다. 또한, 실 전압 레벨이기 때문에 실험을 준비, 진행

하는데 상당한 시간적 비용이 요구되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엔지니어 및 연구자들

의 실험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스마트 그리드 운전제

어 전략에 대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를 어렵

게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실험실에 스마트 그리드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쉽고 안전하게 동 특성 관측 및 실험 평가

가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 새

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10-11]의 소형

화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이

터이다.

따라서 MEMS의 소형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소형화함으로써 22.9kV 스마트 그리드의 외

란에 대한 전기적인 현상들과 분산, 자율적 적응제어

전략을 최소의 경제적, 공간적 비용 하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실험, 관측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

드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스

마트 그리드 시뮬레이터의 소형화 연구는 스마트 그

리드의 규모, 전력설비의 정격, 보호기기의 고장차단

용량을 축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산전원이 도입된

스마트 그리드의 고장해석이론들이 우선적으로 연구

된다. 그리고 이들 기초이론을 기반으로는 하는 상세

설계 이론 연구 및 MEMS의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구현 문제는 차후 연구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II. 전력망 고장해석법

전력계통은 Y결선 또는 △결선 방식인데, 우리나라

의 송변전 선로는 주로 그림 1에 보인바와 같은 Y-Y

방식으로 설계된다.

그림 1. Y 결선 방식의 3상 회로
Fig. 1 Three-phase Y-connection circuit

그림 1에서 VA, VB, VC는 A, B, C상의 상 전압,

VAB, VBC, VCA는 선간전압, IA, IB, IC는 A, B, C상의 상

전류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배

전계통은 각 상이 같은 크기와 같은 위상각(1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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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3상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2. 3상전류의 대칭성분들
Fig. 2 Three-phase symmetrical components

하지만 임의의 고장이 발생하면 각 상의 크기와 위

상이 불일치하는 불평형 회로가 되는데, 이 불평형 회

로를 해석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대칭 좌표법이

다. 대칭 좌표법에서는 그림 2에 보인바와 같이, 각

상의 불평형 전류들이 크기와 위상이 평형을 이루는

대칭 성분인 영상성분, 정상성분 그리도 역상성분들로

표시된다. 대칭좌표법은 참고문헌 [12-14]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Io, I1, 그리고 I2는 각각

영상성분, 정상성분 그리고 역상성분을 나타낸다. 그

림 2로부터 각 상의 전류는 식 (1)과 같이, 영상, 정상

그리고 역상전류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식 (1)로부터 식 (2)를 얻을 수 있다.















 












  
  

  

















영상전압, 정상전압 그리고 역상전압 성분의 합으

로 표시된 각 상 전압은 식 (3)에 보인다.











 
 

 

 


전압의 대칭성분들은 상 전압들로부터 식 (4)를 통

해 얻어질 수 있다.















 












  
  

  

















전력 그리드 외란 경우들에 대해 3상 전압, 전류

값들을 식 (2)와 식(4)에 적용하면 3상 대칭 성분들을

얻을 수 있다. 표 1은 3상 단락고장, B상과 C상간 상

간 단락고장, B상과 C상의 지락고장, A 상 1선 지락

고장 경우들에 대한 대칭 성분들을 보이며, 유도된 대

칭 값들로부터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은 테브난 등가

회로를 얻을 수 있다.

# Disturbance Three phase values Symmetrical vaules

1
Three phase  

short fault

IA, IB=a2IA, IC=aIA

VA =VB=VC=0

V0=V1=V2=0

I0=0, I1=IA, I2=0

2

Phase to  

phase short 

fault(B, C)

IA=0, IB=-IC

VB=VC

I0=0, I1=-I2

V1=V2

3

Single phase 

ground fault

(A)

IB=IC=0

VA=0

I0=I1=I2

V0+V1+V2=0

4

Two phase 

ground fault

(B, C)

IA=0
VB=VC=0

I1=-(I0+I2)
V0=V1=V2=(1/3)V

표 1. 전력 그리드의 고장 외란들
Table 1. The power grid disturbances

그림 3은 단락고장에 대한 등가회로를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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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에서 (a)는 3상 단락 고장, (b)는 상간 단락고장의

경우를 보인다.

그림 3. 단락고장의 경우 등가회로
Fig. 3 Equivalent circuit of the short fault

3상 단락의 경우 그림 3(a)로부터 정상성분 전류

만이 흐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상 단락전류 는

식 (5)와 같이 정상성분 전류로 표시될 수 있다.

   




2상 단락의 경우, 그림 3(b)로부터 정상성분과 영상

성분 전류가 식 (6)과 같이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때 B상과 C상간 단락상태에 있는 C상전류는 식

(1)로부터 식 (7)로 얻어지기 때문에 상간 단락전류

는 식 (8)로 표시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4는 지락고장에 대한 각 상의 등가회

로를 보인다. 그림 4에서 (a)는 1선 지락고장 그리고

(b)는 2선 지락고장의 경우를 보인다,

그림 4. 지락고장의 경우 등가회로
Fig. 4 Equivalent circuit of the ground fault

1선 지락 고장의 경우, 그림 4(a)로부터 영상성분,

정상성분, 역상성분 값을 식 (9)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때, 지락고장 A상전류는 식 (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지락고장 전류는 식 (11)과 같이 표

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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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4선식 직전접지(다중접지) 방식은 지락고장 시

저 임피던스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커

서 고장의 선택차단이 확실하다. 하지만 고장전류가

커서 변압기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계통 안전

도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락고장 전

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접지방식이 채택된다. 이때,

중성점 접지저항을 ZNGR, 지락저항을 Zg라 하면 지락

점에서의 상 전압 Vg는 그림 4(a)로부터 식 (12)와 같

이 유도될 수 있다.

  

 

고장점 상 전압은 또한 식 (13)과 같이 표시된다.

    

식 (12)와 식(13)이 등가관계이므로 이들 식으로부

터 영상성분 전류를 구한 다음, 식 (11)을 적용하여

지락전류를 구하면 식 (14)로 표시된다.

  




2선 지락 고장의 경우, 그림 4(b)로부터 정상성분,

영상성분 그리고 역상성분 전류는 삭각 식 (15), 식

(16), 그리고 (17)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B상과 C상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각각

식 (18)과 식 (19)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그리고

역상 임피던스가 주어진다면 식 (5), 식 (8), 식 (11),

(14) 그리고 식 (15)로 부터 각 고장들에 대한 고장전

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3상 단락전류 식 (5)와 1선 지락전류 식 (14)를 %

임피던스 법으로 표시하면 각각 식 (20), (21)과 같다.

 







 







식 (20)과 식 (21)에서 Z0, Z1, Z2, ZNGR, Pb, Eb는 각

각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시된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

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변압기 중성점 접지 임피던스,

기준용량 그리고 기준전압을 표시한다.

III. 적용 연구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이

터의 설계를 위한 대칭좌표법에 기반 한 고장해석법

이 연구되었지만, 하나의 독립된 전원회로에 대한 고

장해석 법이기 때문에 분산전원이 도입된 스마트 그

리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전원회로를 가지는

계통에 대한 적용 방법론이 검토돼야 한다. 따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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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원을 가지는 전력망에 대해 고장해석법을 적용,

검토하고 EMTP-RV를 이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함으

로서 다중 전원을 가지는 전력망 연구에 대한 기본이

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림 5는 고장해석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 도입된

2중 전원으로 연결된 전력망을 보이며[12], 표 2는 그

림 5에 보인 전력망의 설비별 %임피던스를 보인다.

그림 5. 2개 전원을 가지는 시험 전력망
Fig. 5 Test power grid with two sources

Facility
Modeling constant

Unit Capacity % Impedance

Generator

(11kV)

GA 50[MVA] Z1(Z2) = j20, Z0 = j20

GB 50[MVA] Z1(Z2) = j20, Z0 = j20

Transformer

(11/154kV)

TA 50[MVA] j10%

TB 50[MVA] j10%

Lines 

ZA 50[MVA] Z1(Z2) = j6, Z0 = j18

ZB 50[MVA] Z1(Z2) = j6, Z0 = j18

ZC 50[MVA] Z1(Z2) = j6, Z0 = j18

표 2. 전력 그리드 모델링 상수

Fig. 2 Power grid modeling constant

3.1 3상 단락고장 해석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보

호기기의 차단용량은 그림 5에 보인 시험전력망에 대

해 식 (20)을 적용함으로서 결정될 수 있다.

그림 5의 전력망은 선로정수가 모두 같으므로 그림

6의 회로로 등가화 될 수 있다.

그림 6. 그림 5의 간소화된 등가회로
Fig. 6 The equivalent circuit of Fig. 5

따라서 GA로부터 N까지 정상(역상) 임피던스, GB로

부터 N까지 정상(역상) 임피던스가 각각 32(32)이므로

F에서 본 전체 정상(역상) 임피던스 ZF1(ZF2)는 식

(22)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

  

따라서, 3상 단락전류는 식 (23)과 같이 결정된다.

 








 


   

GA, GB로부터 흐르는 고장전류는 식 (23)로부터

식 (24)와 같이 동일하게 520.68(A)임을 알 수 있다.

    ×


  

그림 7은 표 2에 보인 2개 전원, 2개의 변압기 그리

고 선로들로 구성되는 전력망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

로 전력망 해석도구인 EMTP-RV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후, 3상 단락고장을 모의하여 얻은 3상 전류들 중

A상전류만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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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상 단락고장 시뮬레이션 결과(A상전류)
Fig. 7. Three-phase short fault simulation result

반면에 그림 8은 표 2에 보인 동일한 모델에 대해 3

상 단락고장 시 흐르는 3상전류들 즉, A상, B상 그리

고 C상 고장전류들을 보인 것이다. 초기에는 과도특

성을 보이다가 점차 정상상태로 수렴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3상 단락고장 시뮬레이션 결과(3상전류)
Fig. 8. Three-phase short fault simulation result

3.2 1선 지락고장 해석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이터 설계에서 1

선 지락고장 해석은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

이터 상에 설치되는 보호기기들에 대한 지락고장 시

동작전류 설정치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돼야만

한다. GA로부터 N까지 영상 임피던스가 36, GB로부터

N까지 영상 임피던스가 16이므로 F점에서 본 전체

영상 임피던스 ZF0는 식 (25)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

 

따라서 1선 지락전류는 식 (26)과 같이 결정된다.

  









 


 

GA, GB로부터 N까지 정상, 역상 그리고 영상 임피

던스 합이 각각 32+32+36=100, 32+32+16=80이므로

GA와 GB,로부터 F로 흐르는 지락고장전류는 각각 식

(27)과 식 (28)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그림 9. 1선 지락고장 시 A상 전류파형
Fig. 9 A phase ground fault current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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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EMTP-RV를 이용하여 A상 지락고장을 모

의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3상전류들 중 고장을 경험

하지 않는 B, C상을 제외하고 지락고장을 경험하는

A상에 대한 전류들만을 보인다. 그림 10은 A상 지락

고장시 변압기 TA측의 3상 전압의 파형을 보인다, 3

상 전압들 중 고장을 경험하는 A상의 전압이 매우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1선 지락고장 시 3상 전압파형
Fig. 10 Three phase voltage waveform in case

single-phase ground fault

표 3은 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해석결과와 계통해

석도구인 EMTP-RV를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를 비교

하여 보인다.

모의결과가 해석결과와 거의 동일함을 보임으로서

대칭 좌표법에 기반 한 고장해석법이 마이크로 스마

트 시뮬레이터의 설계를 위해 고장해석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MS의 소형화 기술을 이용한 마

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한 기초

기술로서 대칭좌표법에 근거한 고장해석 방법과

EMTP-RV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특히, 2

중 전원 시험 전력망에 대해 고장해석법을 적용, 검토

하고 EMTP-RV를 이용하여 정확성을 검증, 해석 값

이 모의 값과 거의 같음을 보임으로서 다중 전원을

가지는 스마트 그리드 설계를 위한 기본이론을 확립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들 기초이론들은 앞으로

수행될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의 설계, MEMS의 소

형화 기술을 활용한 구현 문제에서 그 스펙을 결정하

기 위한 고장해석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R1D1A1B01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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