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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temperature fuel cell system, such as molten carbonate fuel cells(MCFC) and solid oxide fuel

cells(SOFC), are capable of operating at MW rated power output. The power output change of high

temperature fuel cell imposes the thermal and mechanical stresses on the fuel cell stack. To minimize

the thermal-mechanical stresses on the stack, increases in the power output of high temperature fuel

cell typically must be made at a slow rate. So, the short time interruption of high temperature fuel cell

causes considerable generated energy loss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high temperature fuel cell,

we analyzed the impact of electrical fault in the fuel cell plant on other fuel cell generators in the same

plant site. A various grounding configuration and voltage sag are analyzed. Finally, we presented the

solution to minimize the effect of fault on other fuel cell generators.

Key Words：High Temperature Operation Fuel Cell, Molten Carbonate Fuel Cell Plant, Fault Study,

Voltage Sag

* 주저자：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전임연구원
* Main author：Ph D. Candidate(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Korea)
** Corresponding author：Post-doctoral

Researcher(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Tel：02-824-2416, Fax：02-817-0780
E-mail：dannyone@ssu.ac.kr
접수일자：2013년 4월 3일
1차심사：2013년 4월 10일
심사완료：2013년 6월 4일

1. 서  론

기후변화와온실가스저감에대응하기위해최근신

재생에너지의보급및개발이많은관심을받고있다.

더욱이신재생에너지의이용및보급촉진을위해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공급의무비율이증가되어계속적으로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

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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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는 직접적으로 설치하여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

지의공급인증서를구매하여그의무비율을충당해야

한다[1].

태양광및풍력발전에대한개발및보급이활발히

이루어지고있으나태양광은대용량으로건설하는것

이힘들고풍력발전은지리적인위치에큰영향을받

기때문에태양광및풍력발전으로만 RPS제도의의

무공급량을확보하는것은쉽지않다. 이러한관점에

서 고온동작 연료전지 단지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있다. 고온동작연료전지는발전용에유리하여도

시가스등을공급받아전기에너지와열에너지를생산

하기때문에위치와그설치용량의제약이상대적으

로 적다[2].

발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온 동작 연료전지

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

온 동작 연료전지는 희귀금속인 백금촉매가 필요

없고 수소(H)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CO)도 연료

로 사용가능하며 배기되는 고온은 별도의 발전 프

로세스를 설치하여 복합사이클로 더욱 고효율화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이중 MCFC형의

연료전지는 3MW급의 설비가 시장에 도입되어 있

기 때문에 다수의 MCFC 연료전지 설비를 단지로

구성하여 매우 큰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성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고온 동작 연료

전지 발전기는 600℃ 이상에서의 운전으로 열-기

계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출력의 변동 및 제어가 어

렵고 기동 및 정지 동작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일반적으로 0.5kW/min의 출력 변동이 제한된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온동작 연료전

지 제조사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정제수 및 연료를

제어하여 일시적인 출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제공

하고 있다[4-5]. 그러나 2～3MW급 연료전지를 수

십 개의 기기를 연결하여 수십 MW급 발전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각각의 연료전지 발전기를 연결하

는 내부계통의 사고에 의하여 인접 기기의 발전 지

장 등을 분석하여 발전단기 설계에 반영해야할 필

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발전 단지의 구성을 검토하고 내부 고장

에 의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용량 연료전지 발전 단지 구성

기본적으로 대용량 연료전지 발전단지는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1～3MW급 연료전지 발전기를 모

선으로결합하여계통연계용변압기로연계하는구성

으로이루어진다. 이때용량에따라서 20MW급 이하

는한전의분산전원연계규정에의하여 22.9kV급계

통에연계할수있고그이상은 154kV급계통에연계

된다.

그림 1. 대용량 연료전지 발전 단지 기본 구성
Fig. 1. basic structure of large fuel cell plant

여기서 계통과 연계되는 선로와 변압기 및 모선은

모두 신뢰성을 고려하여 2중화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림 1과 같이 변압기 및 모선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과전류 요소로 발전단지 내부의 고장을 차단하도록

한다.

그림 2는각각의MW급연료전지발전기내부구조

를나타내고있다. 다수의 연료전지스택은인버터를

통해연계승압용변압기가연결되고 3차권선은연료

전지의BOP(Balance Of Plant)에전력을공급하게된

다. BOP설비는연료, 공기, 열회수등을위한펌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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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정수 장치 등을 말한다.

변압기와 발전단지 내부계통과 연계되는 지점에는

계통과 분리를 위해 차단기가 설치된다[2]. 보호요소

는 IEEE 1547에서일반적으로제시되는요소이며표

1에정리하였다[6]. 이러한보호요소들은인버터를포

함하여 제어하는 PCU(Power Conditioning Unit)을

통해 구현되고 외부 사고 검출 시에는 TB(Tie

Breaker)가개방되고내부BOP에만전력을공급하여

단독운전모드로동작하게된다. 그리고외부계통이

복구 되면 자동으로 재접속하게 된다.

그림 2. 연료전지 발전기 내부구조
Fig. 2. Inside structure of fuel cell plant

표 1. 연료전지 연계 보호요소
Table 1. Protective relay function of fuel cell plant

ANSI 번호 보 호 기 능

25 동기 계전기

59/27 과전압/부족전압 계전기

81O/U 과주파수/부족주파수 계전기

50, 50G 순시 상/지락 과전류 계전기

51G 한시 지락 과전류 계전기

3. 연료전지 발전 단지 내부 고장분석

3.1 모델 연료전지 발전 단지 구성

대용량연료전지발전단지의내부고장에의한고장

전류의 흐름과 인접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영향

을분석하기위해그림 3과같은연료전지발전기 10

기가 설치된 모델 MCFC연료전지 단지의 내부 고장

전류를 분석하였다.

모델 연료전지 단지의 용량 및 임피던스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연료전지 발전기의 정격 출력 전류는

131A이며고장시에도PCU내부제어로인버터의출

력전류는정격전류의 110%으로제한되는것으로가

정하고 고장전류에 대한 기여가 작아 인버터의 고장

전류 기여 분은 무시하였다.

그림 3. 고장 전류 분석을 위한 모델 MCFC단지
Fig. 3. MCFC plant model for fault current

analysis

표 2. MCFC 발전단지 임피던스 및 용량
Table 2. Impedance and capacity of MCFC fuel

cell plant

항 목 용량 및 임피던스 비 고

상위 전원

임피던스

Z0=0.585+j2.860%

Z1=0.151+j1.561%

100MVA,

154kV

주변압기

임피던스

13.8kV/154kV 30MVA

Zmtr = 13% 자기용량

케이블

임피던스

Z0=20.62+j14.56%/km

Z1=12.97+j5.73%/km

모든 케이블 길이110m

100MVA,

13.kV

내부 연계

변압기

0.35kV/13.8kV 3MVA

Zitr=7% 자기용량

MCFC 28MW (2.8MW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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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상 단락 고장전류 분석

연료전지 발전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의 말단에서의

사고를가정하면정상회로는그림 4와같이나타나게

된다.

그림 4. 케이블 사고 시 정상 회로
Fig. 4. Positive sequence circuit in cable fault

condition

따라서 3상단락고장전류는 100MVA 기준으로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




×

  

(1)

또한고장시모선의전압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2)

케이블의임피던스가전원및변압기임피던스에비

해매우작아케이블말단에서고장이발생하면인접

연료전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선의 전압이 매우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3 1선 지락 고장전류 분석

1선지락사고의경우변압기의중성점접지방식에

의해고장전류의흐름이크게영향을받기때문에 4가

지의사례로나누어분석하였다[7]. 사례1은주변압기

및 발전기 내부 연계변압기 모두 직접접지로 구성된

경우, 사례2는주변압기만리액터접지를한경우, 사

례3은주변압기및발전기내부연계변압기모두각각

리액터접지를한경우이고마지막사례4는주변압기

의중성점은리액터접지를하고발전기내부연계변

압기는케이블로주변압기중성점에공동으로접지를

구성한 경우로 가정하였다.

3.3.1 모두 직접 접지 구성의 분석

사례 1의영상회로는그림5와같이나타나게된다.

그림 5. 케이블 사고 시 영상 회로 (사례1)
Fig. 5. Zero sequence circuit in cable fault(case1)

이때정상등가%임피던스는 1.58+j45.53이고영상

등가%임피던스는 2.04+j16.64이므로고장전류는아

래의 수식으로 구해진다.

 ×

×

 

(3)

그림 6은사례 1의사고시정/역상및영상고장전

류의흐름을나타내고있다. 일반적으로선로의임피

던스가작으면변압기결선의형태에따라서 1선지락

선류가 3상단락고장전류보다크다. 그림 1에나타난

사례 1의경우 3상 단락고장전류(9.184kA)에 비해 1

선지락전류(11.6kA)가크다. 그러나주변압기를통해

공급되는 고장전류는 9.12kA로 3상 단락 고장전류에

비해크지않으나고장선로의모선측케이블차단기

가 경험하는 고장전류는 11.37kA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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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역상 및 영상 고장 전류 흐름(사례1)
Fig. 6. Pos./Neg. and zero sequence fault current

path(case1)

3.3.2 주변압기 리액터 접지 구성의 분석

사례 2의영상회로는그림 7과같이나타낼수있다.

일반적으로케이블의길이가짧아임피던스가크지않

으면 1선지락전류가 3상단락고장전류에비해크기

때문에차단기의용량을감소시키기위해주변압기의

중성점을리액터접지를실시한다. 사례 2는주변압기

의중성점에 5Ω의리액터를추가하여 1선지락전류

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케이블 사고 시 영상 회로(사례2)
Fig. 7. Zero sequence circuit in cable fault

condition(case 2)

사례2의 1선지락고장전류는아래의수식으로구할

수 있다.

 ×

×

 

(4)

그림 8. 정/역상 및 영상 고장 전류 흐름(사례2)
Fig. 8. Pos./Neg. and zero sequence fault current

path(case 2)

주변압기의중성점리액터임피던스로인하여영상

임피던스가증가하여 1선지락고장전류의크기는감

소하였고주변압기를통해공급되는영상고장전류의

크기는크게감소하였으나모선을공유하는인접한 9

개의연료전지연계변압기로부터공급되는영상고

장전류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3.3.3 모두 리액터 접지 구성의 분석

사례 3에서는 주변압기 및 연계변압기의 중성점을

모두 5Ω의리액터접지를하였다. 이때의 영상회로

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케이블 사고 시 영상 회로(사례3)
Fig. 9. Zero sequence circuit in cable fault

condition(case 3)

이때의등가영상임피던스는 2.04+j92.37로 1선지

락 고장전류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며 고장전류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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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

×

  

(5)

그림 10. 정/역상 및 영상 고장 전류 흐름(사례3)
Fig. 10. Pos./Neg. and zero sequence fault

current path(case 3)

사례 3에서는 1선지락고장전류의크기가크게감

소되었고 주변압기와 연료전지 내부 연계 변압기를

통해공급되는영상고장전류의크기도모두직접접

지를가정한사례1보다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11. 케이블 사고 시 영상 회로(사례4)
Fig. 11. Zero sequence circuit in cable fault

condition(case 4)

사례 4에서는주변압기는 5Ω의리액터접지를구성

하고 연료전지 내부 연계 변압기의 중성점은 케이블

로 주변압기의 리액터 접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중성점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20.479+j9.137%/km로 가정하였고 거리는 케이블과

동일하게 110m로하여적용하였다. 그림 11은사례 4

의영상회로를나타내고있다. 이때의등가영상%임

피던스는 2.33+j804.42이다.

3.3.4 주변압기로 공동 접지 구성의 분석

사례 4의 고장전류는아래의수식과같이계산되어

진다. 그리고 이때의 정/역상 및 영상 고장전류의 흐

름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

×

  

(6)

그림 12. 정/역상 및 영상 고장 전류 흐름(사례4)
Fig. 12. Pos./Neg. and zero sequence fault

current path(case 4)

사례4의경우모든변압기가각각리액터접지를한

사례3의경우보다 1선지락고장전류의크기가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주변압기및 10대의연계변압기의

중성점의리액터임피던스가가까운거리에서병렬로

구성되면서 등가 임피던스가 감소된 이유 때문이다.

사례 4의 경우 연료전지 내부의 연계 변압기를 통한

영상 고장전류의 크기가 정격 전류보다 낮은 크기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사례별로분석된고장전류는표 3에정리하였다.

1선지락전류의저감효과는주변압기의리액터접지

를 연료전지 내부 연계변압기 중성점을 연결하여 구

성한사례4의경우가가장효과가크게나타남을확인

할수있다. 표 4는 3상고장및사례별구성의 1선지



57

정영환․채희석․김재철․조성민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7권 제8호, 2013년 8월

락고장시의주변압기 2차측모선의전압을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모선에서부터 고장지점까지 연결된

케이블의길이가짧아임피던스가작고이로인해고

장시모선의전압강하가크게발생하는것을확인할

수 있다. 사례 4의 경우처럼 중성점의 리액터저항에

의해고장전류가감소되지만중성점의전위를상승시

켜건전상의전압을상승시키게되는것을확인할수

있다. 이러한 고장상의 전압 강하 및건전상의 전압

상승은 모선을 공유하는 인접 연료전지 발전기를 단

독운전모드로동작하게하여 TB(Tie Breaker)를 개

방하게 된다.

표 3. 사례별 고장전류(단위 kA)
Table 3. Fault current by cases

사례

3상

단락

고장

전류

1선 지락전류

고장

전류

정/역상

고장

전류

영상고장전류

주

변압기

연계

변압기

1 9.18 11.64 3.88 1.36 0.25

2 9.18 10.88 3.63 0.099 0.35

3 9.18 6.84 2.28 0.25 0.20

4 9.18 1.40 0.47 0.16 0.03

표 4. 고장 시 모선의 전압(단위 %)
Table 4. Bus % voltage in fault condition

구 분
주변압기 2차측 모선 전압

a상 b상 c상

1선

지락

사례1 5.3% 88.3% 90.6%

사례2 4.8% 91.2% 92.6%

사례3 3.1% 115% 114%

사례4 0.6% 160% 160%

3상 단락고장 3.42% 3.42% 3.42%

3.4 모선 분리의 효과

연료전지 내부 케이블 말단의 고장 전류 분석에서

알수있듯이주변압기와연료전지내부변압기의중

성점구성에따라서 1선지락전류의크기가변동하며

모선측의전압변동에도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하

였다. 그러나 케이블의 길이가 짧아 고장 발생 시 고

장이발생한상의전압강하가매우크게나타나고리

액터접지로고장전류를제한하면건전상의전압상

승이나타나는것을확인하였다. 이러한전압강하및

상승은모선을공유하는연료전지의인터럽트를발생

시켜발전에너지양에영향을받는다. 더욱이고온동

작 연료전지는 그 특성으로 인해 인터럽트로 인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장을 받는다.

이러한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중성점접지구성으

로연료전지내부변압기의고장시흐르는전류는감

소시킬 수 있으나 모선의 전압 강하 및 상승은 방지

할수없다. 따라서모선의연료전지의안정적인연계

동작을 위하여 모선을 전압을 유지하려면 그림 13과

같이 주변압기 뱅크의 구성을 변경하여 모선을 분리

하여운전하면내부고장의영향의파급을방지할수

있다.

그림 13. 모선 분리로 구성된 MCFC단지
Fig. 13. MCFC plant model with seperated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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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압기의용량을 30MW에서 15MW로줄이고두

개의뱅크로구성하여운전하면이때의 1선지락고장

전류는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

×

  

이고장전류는모선의분리로인하여서로독립된

영상회로에서 흐르게 되어 10개의 연료전지를 5개

씩모선을분리하면케이블말단의사고로인해 4개

의 인접 연료전지는 인터럽트를 받게 되고 나머지

다른 모선의 5개 연료전지는 약간의 전압 강하만을

경험하게 된다. 모델 연료전지 단지에서 이때의 전

압강하는 1선지락사고시에는최대 0.3%의전압강

하가 나타나고 3상 단락 고장 시에는 1.8%의 전압

강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시스템 임피던스에 비

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스템 임피던스는 매우

작으므로다른모선의연료전지의운전에아무런영

향을 주지 않는다.

4. 결  론

본논문에서는고온연료전지발전단지내부의고장

에대하여분석하였다. 고온 연료전지는 600℃이상

의고온동작특성으로인하여출력의변동에많은시

간이 필요하여 짧은 시간의 인터럽트에도 많은 양의

발전에너지를지장받는다. 그러므로발전단지내부

의고장이인접연료전지발전기에미치는영향을분

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3상 단락고장및 1선지락사고시케이블의임

피던스가 작아 모선의전압강하가크게발생하

고 이는 변압기의 중성점에 리액터를 설치하여

방지 할 수 없다.

2) 1선 지락 사고 시 주변압기 및 연계 변압기의

중성점 구성에 따라서 고장 전류의 크기 및 경

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변압기의 중성점을 한류 리액터로 접지를 구

성하면 접지회로의 병렬효과로 영상 임피던스

의 증가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주변압기만

한류 리액터로 구성하고 나머지 연료전지 연

계 변압기들은 케이블로 리액터 접지를 공동

으로 사용하는 사례4의 경우가 1선 고장전류

의 감소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락 사

고 시 건전상의 높은 전압 상승을 발생함을 확

인하였다.

3) 인접연료전지의안정적인운전을위해서는변압

기 뱅크의 분리로 모선을 분리하면 3상 단락 고

장 및 1선 지락 사고 시에도 전압 강하 및 영상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여 고장의 영향의 파급을

방지할수있다. 그러나변압기의적정뱅크수는

고장의파급방지만을고려하여선정되지않고공

급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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