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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분산전원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해 제안한 양방향 전력거래용 수배전반(USG)을

25kW의 부하에 대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1. 서론

기존의 수배전반의 특징은 전력조류의 방향이 단방향이라는

점이다. 차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의 효율적 활용 등

을 고려할 때, 평상시 양방향 전력거래를 수행하고, 비상시 단

독 운전할 수 있는 구조의 수배전반이 필요하게 된다. 평상시

및 비정상시에 전력계통과의 운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수

배전반을 양방향 전력거래용 수배전반(USG: Universal Switch

Gear)이라 정의한다. USG는 전력공급과 고조파 보상 및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SAPF(Shunt Active Power Filter)와 계통전

압에 Sag가 발생하면 전압의 차이를 보상 해 주는

DVR(Dynamic Voltage Restorer)로 구성 되어 있다. 평상시의

동작은 SAPF가 고조파 보상과 무효전력을 공급해주고[1], 순시

전압강하(Voltage Sag)가 발생하는 비정상시에는 DVR이 전압

강하를 보상해주게 된다.[2] 계통의 고장이나 단락 시에 발생하

는 순간정전에는 SAPF가 계통전압을 대신하여 전압원 으로

동작하여 전력을 공급해주게 된다. SAPF에서 계통전압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역조류가 발생을 하여 계통전압으

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2. 양방향 전력거래용 수배전반

2.1 USG의 구조

USG는 계통연계 시에는 전력공급과 고조파 보상 및 무효전

력을 공급하고 계통 단락 시에 전압원으로 동작하는 SAPF와

계통전압에 Sag가 발생하게 되면 전압을 보상해주는 DVR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2.1.1 DVR

동적전압강하 보상기(Dynamic Voltage Restorer)는 대용량

부하의 투입이나 인접계통의 사고 시 발생하는 전압의 순간 급

강하 또는 급상승으로부터 민감한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선로

에 직렬로 연결로 연결된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주입함으로써

수용가의 전력품질을 개선하는 장치이다. 손실이 적고 비교적

저가의 비용으로 높은 효율의 장점을 가지지만, 보호가 어렵고

정전 시에는 보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보호를 위해 By Pass Thyristor를 사용하

였고, 정전 시에 보상을 하기위하여 SAPF를 사용하였다. 그림

2는 DVR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USG(Universal Switch Gear)의 구성도

Fig. 1  Topology of USG(Universal Switch Gear)

그림 2  동적전압강하 보상기(DVR)의 구성도

Fig. 2  Topology of Dynamic Voltage Restorer(DVR)

2.1.2 SAPF

병렬형 능동필터(SAPF)는 선택된 비선형부하의 고조파 전

류만을 제거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고조파 함유량의 변화를 추

적할 수 있다. 모든 병렬형 능동필터는 순시전력이론에 기반을

둔 제어기들을 가지고 있다. 고조파 전류는 주로 비선형 부하,

전력계통에서의 고조파 전압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그

림 3은 SAPF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  병렬형 능동전력필터(SAPF)의 구성도

Fig. 2  Topology of Shunt Active Power Filter(SAPF)

2.2 USG의 동작

제안된 USG는 380V의 선간전압의 계통전압을 가지며 계통

연계모드와 단독운전모드가 있다. 이를 PSCAD/EMTDC를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고, 그 회로도는 그림 4 와 같다. 시뮬

레이션 결과는 다음에 서술한다.

그림 4  USG의 시뮬레이션 회로도

Fig. 4  Simulation Circuit of USG

2.2.1 계통연계 모드

계통연계모드는 SAPF에서 고조파보상과 무효전력보상과,

유효전력을 공급하고, 40%의 Sag가 발생하면 DVR에서 Sag가

발생한 전압만큼을 보상을 해준다. 25kW 비선형부하 에서

SAPF가 10kW의 전력과 고조파를 보상하는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소스전류는 10kW의 전력만큼 줄어들게 되고 부하의 전

압과 전류는 SAPF 동작 전과 변함없이 일정하게 25kW의 전

력으로 유지되는 것을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하

조건에서 계통전압을 40% Sag를 발생시키면 DVR이 Sag를

감지하고 바로 Sag전압과 같은 크기의 전압을 보상해주는 동

작을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하의 전압과 전류

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2 단독운전 모드

계통연계모드에서 SAPF는 고조파 보상과 무효전력을 보상

하는 동작을 하는데 계통전압에 이상이 생겨 단락이 되어 부하

에 25kW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단독운전모

드로 전환이 되며 DVR은 동작을 하지 않고, SAPF가 전압원

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부하에 25kW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 때에도 부하의 전압과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의 시뮬레이션 파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5  계통연계 모드 시뮬레이션 파형

Fig. 5  Simulation waveforms of Grid mode

그림 6  40% Sag 발생 시 계통연계 모드 시뮬레이션 파형

Fig. 6  40% Sag occur Simulation waveforms of Grid mode

그림 7  계통 단락발생 단독운전 모드 시뮬레이션 파형

Fig. 7  Interruption Simulation waveforms of Standalone 

mod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상시에는 양방향 전력 거래를 수행하고

비정상시에 계통의 외란이나 단락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고 확

실히 검출하여 연계된 계통과 분리됨과 동시에 구내 주요 부하

만을 담당하여 독립적으로 전력을 안정하게 공급하여 줄 수 있

는 USG를 모델링 하였고 이를 비선형 25kW부하에 대하여

PSCAD/EMTDC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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