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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발전기, 전기자동차 등 직류 사용
설비의 급증으로 인해 직류 배전 혹은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직류 배전은 전력변환을 최소화하여 효율이 높고
수변전 설비 공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류를 통해 계통에
연계된 부하와 설비들은 별도의 제어가 없으면 관성과 주파수-부하 반
응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직류 배전 투입이 늘어날수록 전력계통의
관성과 주파수-부하 반응이 감소하게 되어 계통 주파수 변동 발생 시
변동 속도와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계통 운영자는 더 많은 주파
수 조정 예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요방정식을 이용하
여 직류 배전 투입에 따라 계통 관성과 주파수-부하반응이 줄어듦에 따
라 변하는 필요 주파수 조정 예비력 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직류배전 투입 비율에 따른 필요 주파수 조
정 예비력 량 변화를 모의하였다.

1. 서    론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력계통의 표준은 교류였다. 하지만 전
력전자 설비의 발달, 직류 소비 부하의 증가, 직류 전원을 발전하는 태
양광의 보급, 그리고 직류로 충전하게 되는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개
발 등에 따라 직류 배전 기술이 주목 받게 되었다. 직류 배전하게 될 경
우 전력 변환의 과정이 줄어들게 되어 직류를 소비하거나 발전하는 설
비들의 효율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류 배전에 필요한 설비들
은 기존의 교류 설비에 비해 크기가 작아 설비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직류 배전의 장점들과 증가하는 직류 설비들의 추세에 따라 향
후 직류 배전의 보급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직류 배
전을 할 경우 컨버터에서 별도의 전력제어를 하지 않는 이상 계통에 관
성과 주파수-부하 반응을 제공할 수 없다. 주파수-부하 반응은 전력 주
파수가 변동함에 따라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변하게 되는 것을 의
미하며 일반적으로 보통 주파수가 1%변할 경우 소비 부하는 1~3%정도
변하게 된다[1][2]. 이처럼 직류 배전 투입이 늘어날수록 전력계통의 관
성과 주파수-부하 반응이 감소하게 되어 계통 주파수 변동 발생 시 변
동 속도와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계통 운영자는 더 많은 주파수
조정 예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류 배전 투입에 따라
계통 관성과 주파수-부하반응이 줄어듦에 따라 변하는 필요 주파수 조
정 예비력 량을 동요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본    론

  2.1 주파수 추종 예비력을 고려한 동요 방정식
전력계통 주파수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붕괴에서 발생하게 된
다. 공급이 주파수에 비해 부족해질 경우 주파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공급이 과 할 경우 주파수가 상승하게 된다. 이때의 주파수 변동은 동요
방정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1]. 동요 방정식에서 토크의 input과
output이 달라질 때 회전체는 가속 혹은 감속 되며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 1

이때 는 기계적 토크, 는 전기적 토크를 의미하고, 는 계통 관

성 상수이다. 수식 1은 토크와 힘의 관계를 통해 전력에 관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식 2

 ∆  ∆ ∆ 수식 3

 ∆   ∆    ∆ ∆ 
  ∆ ∆  수식 4

∆ ∆ ∆ ∆ 수식 5

위 수식들을 통해 수식 1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수식 6

주파수추종 예비력의 동작은 주파수 변동과 발전기 droop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수식 7

∆ ∆ 수식 8

일부 전력부하는 소비전력이 주파수에 의존하게 되며 주파수가 감소할
경우 소비전력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를 아래 수식 9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수식 9

이때 D는 주파수 의존 부하 상수이며 직류배전을 통해 공급받는 부하
들은 주파수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D는 아래 수
식과 같이 구해진다.





 수식 10

이때 는 직류배전이 투입되지 않은 기존 계통의 주파수 의존 상수,

는 직류배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부하의 양, 은 전체 수

요 이다. 수식 7-10을 통해 수식 6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
수식 11

이때 H는 계통의 관성 상수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기존 계통의 관
성상수와 직류배전 대상 관성상수를 통하여 얻어진다.

 
 수식 12

  2.2. 필요 주파수 조정예비력 산정
주파수 조정 예비력은 주파수 추종 예비력과 자동발전제어 예비력으
로 나누어진다. 전체 주파수 조정 예비력은 수식 11에서 steady-state를
가정하여 구할 수 있다. t가 충분히 클 경우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다.

∆
∆

수식 13

이때 ∆는 부하, 공급, 주파수 조정 예비력의 변동치의 합을 의미하
며 주파수 규정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파수 조정 예비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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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max ∆ 수식 14

  2.3 주파수 추종 예비력 시뮬레이션
직류배전 투입 비율에 따른 필요 주파수 조정 예비력 량 변화를 모의
하기 위해 MATLAB이 사용되었다. 주파수 조정 예비력을 계산하는 데
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5]. 필요 주파수 양
은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과 계통내 최대 단일 발전기 탈락 상황을 고
려하여 가장 큰 예비력 량으로 정해진다. 계통의 관성과 주파수-부하
특성은 현재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2][3]. 주파수 추종
예비력 량의 상정은 수식 11에서 자동발전제어 예비력이 동작하는 시간
까지 주파수를 규정 범위 안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하여 얻어
진다. 그림 1은 각 연도별 직류 배전 비율에 따른 필요 주파수 추종 예
비력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결과 20%의 부하가 직류배전을 받게 될
경우 2021년에는 기존 배전 방식에 비해 약 130MW의 주파수 추종 예
비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한편 그림 2는 필요 주파수 조정 예비력
(주파수 추종 예비력 + 자동발전제어 예비력)을 보여준다. 2021년 필요
주파수 조정 예비력의 차이는 약 82MW로 주파수 추종 예비력 차이보
다 작다. 이는 직류 배전을 함으로써 오는 계통 관성의 감소에 따른 영
향이 주파수 추종 예비력에 비해 주파수 조정 예비력에서는 더 작기 때
문이다. 하지만 전체 주파수 조정예비력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주파수
조정 예비력 중 주파수 추종 예비력의 비중이 클 경우 예비력 유지 비
용이 증가한다. 자동발전제어 예비력에 비해 주파수 추종 예비력의 정산
단가가 약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류배전용 컨버터에서 계
통 주파수 변동에 따른 유효전력 제어를 제공 하지 않을 경우 예비력
비용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직류배전 비율에 따른 필요 주파수 추종 예비력량

<그림 2> 직류배전 비율에 따른 필요 주파수 조정 예비력량

3. 결    론

직류 설비의 기술 발달과 직류 사용 부하의 증가로 직류 배전에 대
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직류배전은 기존 교류 배전에 비해 효
율과 공간 면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나 전기자동차 충
전등 직류 사용 장비들이 앞으로 증가할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직류배
전의 효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직류 컨버터를 통해 송전계통

의 주파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전력을 공급 받게 되면 송전계
통 주파수 변동 발생시 계통 주파수 유지에 직류 배전이 기여하지 못하
는 단점이 생긴다. 별도의 컨버터 제어가 없으면 직류배전 부하는 기존
의 부하들이 제공하던 계통 관성과 주파수-부하 특성을 제공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류배전 투
입 비윺에 따른 필요 주파수 조정 예비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뮬레
이션 결과 앞으로의 계통에서 직류배전의 투입 비율이 높아질 수 록 주
파수 조정예비력, 특히 그중 주파수 추종 예비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계통의 관성 상수와 주파수-부하 상수는
현재 계통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미래 계통을 예측하는데 적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대상이 되는 미
래 계통의 관성상수와 주파수-부하 특성을 예측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
(No.20134030200340, No.20131020000100)입니다.

[참 고 문 헌]

[1] P. Kundur, N. J. Balu, and M. G. Lauby, Power System Stability
and Control. New York, NY, USA: McGraw-Hill, 1994.

[2] B.-S. Jeong, Y.-H. Chun, I.-D. Kim, and J.-J. Yang, "Assessment
of the Generators Constant from Frequency Response Properties
of Korean Power System,"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58, pp. 688-693, 2009.

[3] J.-H. Park, S.-M. Yeo, and C.-H. Kim, "Estimation of Inertia
Constant for Korean Power System by Frequency Analysis,"
KIEE Summer Conference, pp. 207-208, 2009.

[4] T. Inoue, H. Taniguchi, Y. Ikeguchi, and K. Yoshida, "Estimation
of power system inertia constant and capacity of spinning-reserve
support generators using measured frequency transients," Power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vol. 12, pp. 136-143, 1997.

[5] “The 6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