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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V] 직류배전망의 고장전류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ult Current Calculation of ±750[V] DC Distribution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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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proliferation of 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is progressing rapidly. In particular, 

research on LVDC distribution grid with various advantages has begun. In order to commercialize this LVDC grid, direct 

current protection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by analysis of DC fault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HSCB (high-speed 

circuit breaker) for new ±750[V] LVDC grid has been researched.

This paper deals with the calculation of the maximum short-circuit fault current of the HSCB as a part of the development 

of HSCB for the LVDC distribution grid. First, modeling using PSCAD was carried out for PV array with BESS on the Gochang 

Power Test Center system. Next, to calculate the rated capacity of HSCB, fault currents were calculated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rough fault simulations. Thus, this study results can help to establish short-circuit capacity calculation of 

HSCB and protection plan for DC protection re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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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대용량 고효율 전력변환이 가능해지면서 분산전원(DER :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및 매크로 그리드(macrogrids)를 

통합하여 고품질 및 고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저압직류배전망

(LVDC distribution grid)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분산전원 및 

신재생에너지원들도 대부분 직류를 생산해내므로 교류기반의 배

전시스템에 접목되는 것보다 직류기반 배전시스템이 확립되어 보

급된다면 그 효용성 및 편리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저압

직류배전망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뛰어나므로, 향

후 스마트 그리드 보급 시 직류배전방식이 자리를 잘 잡을 것으

로 예상된다[1]. 

한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배전선로 저압직류(LVDC : 

Low Voltage Direct Current)화 연구를 통해 2023년까지 DC 배

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진행되

는 1단계 사업으로 1500V 이하 저압직류차단 및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으로 DC 배

전 적용 K-MEG 개방형 테스트 베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2], 한전은 저압직류배전 실증을 위하여 고창전력시험센터

를 구축하고 있다[3]. 최근, 직류배전망을 위한 고속도 차단기

(HSCB : High Speed Circuit Breaker) 개발에 대한 연구가 착수

되었으며, 전력연구원에서는 LS 산전과 함께 전남 진도군 서거차

도를 ‘DC Island’로 탈바꿈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전력연구원은 효성과 함께 직류기

반 도서지역 분산전원 및 부하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연구로 가변속 풍력을 포함한 복합발

전 시스템 모델링[4], 분산전원 출력변동 시 고장 검출이 가능

한 과전류 계전 알고리즘 등이 제안되었다[5]. 2010년, PSCAD/ 

EMTDC를 이용한 저전압 직류배전 계통의 단락 고장 전류 분석

에 관한 연구와 2017년, 저압직류배전망 보호를 위한 고장전류 

계산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1,6].

해외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직류배전망 실증사업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시 전력 및 전력 조절 응용

[7], VSC 기반의 직류배전망 케이블 단락 및 지락 고장 분석 및 

고장점표정[8, 9], IEC 61660-1 단락고장 전류 규격[10], Prony

에 기초한 DC 배전시스템의 단락고장 위치 판별방법 등 다양한 

분석 및 보호방안이 연구되고 있다[11, 12].

본 논문은 ±750[V] 저압직류배전망용 HSCB의 최대 단락 고

장전류 산정에 관한 것이다. 먼저, 고창 전력시험센터 모델계통의 

PV 및 ESS를 대상으로 PSCAD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HSCB 정격용량 산정을 위하여, PSCAD에 의한 다양한 고

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장전류를 산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2. 단락 사고의 고장 특성

직류배전망에서 발생하는 단락사고는 계통 변환소의 A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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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에서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1은 계통 AC/DC 

컨버터를 포함한 단락 고장상태의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단락사

고의 고장특성해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8, 9, 

14, 16]. 

그림 1 계통 컨버터를 포함한 단락고장 상태

Fig. 1 Short fault condition including system converter

2.1 DC-link 커패시터 방전 

1단계는 DC-link 커패시터 방전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선로

고장시 IGBT가 자기 보호를 위하여 빠르게 개방되며, DC-link 

커패시터가 방전을 하면서 선로 측으로 전류를 보낸다. 커패시터

가 방전하는 동안은 앞단이 격리되기 때문에, 고장루프는 RLC 

직렬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고장전류  는 식 (1)로 표

현할 수 있다. 

 





 sin


 sin     (1)

2.2 역병렬 다이오드 도통 

2단계는 IGBT의 역병렬 다이오드 도통단계이다. 2단계에서 선

로에 흐르는 고장전류는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고장전류

가 계통 인버터 내부의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하여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손상될 수 있다.

   ′           (2)

2.3 계통으로부터의 전류 급전 

3단계는 계통으로부터의 전류급전단계이다. 이때 선로에 흐르

는 전류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

 sin
     (3)

3. 사례연구

3.1 시뮬레이션 모델

직류배전망의 모델링과 고장해석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계

통 변환소의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750[V] 저압직류배전망에 연

계되며, PV, ESS, 선로, 직류부하 등을 포함한 직류배전망을 구성

하였다[1, 13~16].

그림 2 저압직류배전망 모델 

Fig. 2 Model of LVDC distribution grid

표 1은 저압직류배전망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1과 같이 AC 

계통으로부터 22.9[kV]의 전압을 받아 그리드용 AC/DC 컨버터

를 통해 DC ±750[V]로 변환한 후 저압직류배전망에 연계된다. 

이 저압직류배전망은 50[kW]출력의 PV 2개, 700[kWh]급 ESS, 

단방향 및 양방향 DC/DC 컨버터, 선로 및 총 420[kW] DC 부하 

등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설계값

전원(AC계통) 22.9[kV] AC 계통-500[kVA]

주변압기 Y-△ 500[kVA] 22.9[kV]/380[V]

컨버터 500[kVA] 380[Vac]/1500[Vdc](±750[V])

선로 1.0/0.6kV XLPE 0.247+j0.125[ohm/km]

부하 420[kVA] - 저항부하

표   1 저압직류배전망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LVDC distribution grid 

계통 변환소의 AC/DC 컨버터, 저압직류배전망의 DC/DC 컨버

터를 갖고 있는 PV, MPPT 제어, 배터리의 과도특성을 고려한 

개선된 BESS, 양방향 DC/DC 컨버터 및 PWM 제어 등은 모두 

PSCAD의 내부 라이브러리와 C 언어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제

어를 하였으며, 그 성능이 검증되었다[14,16].

3.2 사고 시뮬레이션 및 고장전류 산정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한 저압직류배전망에서 계통측 선로에서

의 단락고장(PtoP : Pole to Pole), PV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ESS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DC 부하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을 

시뮬레이션 한 후, 각 고장이 미치는 고장 영향을 알아보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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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500[kW]급 계통인버터, 50[kW] 출

력의 PV 2개, 50[kW] 출력하는 700[kWh] ESS, 선로와 420 

[kW]의 DC 부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2[s]에 PV를 동작시키고, 

3[s]에 ESS를 동작시켰다. 이때 정상상태에서 부하는 초기 

80[%]에서 분산전원 가동 후 60[%]가 되도록 유지되도록 하였

으며, 고장발생시간은 4[s]로 설정하였다. 

그림 3은 계통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전압 파형을 나타낸다. 그

림 3으로부터 양방향 3상 AC/DC 컨버터를 초기 0.25[s]에 동작 

시켰을 때, 1.5초 후에 전압이 1500[V](Bipolar ±750[V])로 일정

하게 출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계통측 선로의 전압 파형

Fig. 3 Voltage waveforms of system side line

그림 4는 정상상태에서의 각 차단기에서 흐르는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4로부터 계통측에서는 초기에 255.72[A]가 흐르

며, 모든 분산전원이 동작한 이후 158.54[A]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PV측에서는 29.2[A]의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고, 

ESS측에서는 36.24[A]의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른다. 또한, 부하

측으로 각각 124.17[A], 100.17[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각 선로의 정상상태 전류 파형 

Fig. 4 Current waveforms in steady state of each line 

 3.2.1 계통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먼저, 계통측 선로에서 PtoP 단락고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5는 계통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시 고장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3과 같이 고장전류는 최대 9.133[kA]이며, 고장전류의 최대

치까지의 도달 시간은 2.28[ms] 이었으며, 전류변동률은 4,005.7 

[A/ms]로 계산되었다. 이 고장전류는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는데, 고장발생 후 3.78[ms]까지는 1단계로 DC-link 커패시터 

방전단계이고, 2단계는 역병렬 다이오드 도통단계로 10.75[ms]까

지이며, 그 이후는 3단계인 계통으로부터 급전단계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5 계통측 단락고장시 고장전류

Fig. 5 Fault current during short circuit of system side

그림 6은 계통측에서 단락고장이 발생 한 경우 각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6으로부터, 각 차단기에 흐르는 전

류는 분산전원이 있는 PV측, ESS측의 전류가 합쳐져 계통측의 

전류와 같고, 전류의 방향은 모두 계통측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계통측 단락고장시 각 고장전류

Fig. 6 Fault currents during short circuit of system side

그림 7은 계통측에서 단락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PSCAD 라

이브러리 시뮬레이션과 C언어를 이용한 단락고장의 고장특성을 



Trans. KIEE. Vol. 67, No. 10, OCT, 2018

±750[V] 직류배전망의 고장전류 산정에 관한 연구             1289

그림 9 PV측 단락고장시 각 고장전류 

Fig. 9 Fault currents during short circuit of PV side

그림 10 ESS측 단락 고장시 고장전류 

Fig. 10 Fault current during short circuit of ESS side

그림 11 ESS측 단락고장시 각 고장전류

Fig. 11 Fault currents during short circuit of ESS side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1~3단계 중 가장 중요한 초기상태인 1

단계를 비교하였다. 그림 7과 같이 PSCAD 라이브러리에 의해 산

정된 최대 단락전류는 6527.253[A]이고, C언어로 계산한 최대 단

락전류는 6594.01[A]로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

대값까지의 도달 시간도 PSCAD 결과치는 2.18[ms], C언어 결과

치는 2.19[ms]로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계통측 단락고장시 고장전류 비교

Fig. 7 Fault currents comparison during short circuit of 

system side

 3.2.2 PV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PV측 선로에서 PtoP 단락고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8은 

PV측 선로 단락고장의 고장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8과 같이 고

장전류는 최대 8.153[kA]이며, 고장전류의 최대치까지의 도달 시

간은 1.94[ms]임을 알 수 있으며 전류변동률은 4,202.57[A/ms]

로 계산되었다. 

그림 8 PV측 단락고장시 고장전류 

Fig. 8 Fault current during short circuit of PV side

그림 9는 PV측에서 단락고장이 발생 한 경우 각 차단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9로부터, 각 차단기에서 흐르는 전

류는 계통측, ESS측의 전류가 합쳐져 PV측의 전류와 같고, 전류

의 방향은 모두 PV측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ESS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ESS측 선로에서 PtoP 단락고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10

은 ESS측 선로 단락고장의 고장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10과 같

이 고장전류는 최대 6.714[kA]이며, 고장전류의 최대치까지의 도

달 시간은 1.43[ms]임을 알 수 있으며, 전류변동률은 4,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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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로 계산되었다. 

그림 11은 ESS측에서 단락고장이 발생 한 경우 각 차단기에

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10으로부터, 각 차단기에서 흐

르는 전류는 PV측, 계통측의 전류가 합쳐져 ESS측의 전류와 같

고, 전류의 방향은 모두 ESS측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부하측 선로에서의 단락고장 

부하측 선로에서 PtoP 단락고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12는 부하측 선로 단락고장의 고장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12와 

같이 고장전류는 최대 3.575[kA]이며, 고장전류의 최대치까지의 

도달 시간은 3.14[ms]임을 알 수 있으며, 전류변동률은 1,138.53 

[A/ms]로 계산되었다. 

그림 12 부하측 단락고장시 고장전류 

Fig. 12 Fault currents during short circuit of load side

그림 13은 부하측에서 단락고장이 발생 한 경우 각 차단기에

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13으로부터, 각 차단기에서 흐

르는 전류는 계통측 전류와 분산전원이 있는 PV측, ESS측의 전

류가 합쳐져 부하측의 전류와 같고, 전류의 방향은 모두 부하측

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부하측 단락고장시 각 고장전류

Fig. 13 Fault currents during short circuit of load side

표 2는 각 고장위치에 따른 고장전류 분석을 나타낸다. 표 2

와 같이 전류변동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ESS에서 고장이 발생하

였을 때 4,695.1[A/ms]이며, 고장전류 최대값이 가장 큰 구간은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로 9.133[kA]로 나타났다. 고장전

류의 최대치까지 도달 시간이 가장 긴 구간은 부하측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며 3.14[ms]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각 고장위치에 따른 고장전류 분석 

Table 2 Fault current analysis of fault location 

고장

위치

Maximum 

fault current 

[kA]

Maximum fault 

current reach time

[ms]

Current 

change rate

[A/ms]

계통 9.133 2.28 4,005.7

PV 8.153 1.94 4,202.57

ESS 6.714 1.43 4,695.1

부하 3.575 3.14 1,138.53

4. 결  론 

최근, 저압직류배전망용 보호기능이 탑재된 HSCB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PV

와 ESS를 중심으로 구성된 ±750[V] 저압직류배전망을 PSCAD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후, 계통측, PV측, 부하측에서의 PtoP 단락고

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전류의 양상과 최대값, 전류변동률, 최대값 도달 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HSCB의 최대 단락 고장전류, 정격용량 

산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합고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저압직류배전

망의 고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및 협조 방안에 관하

여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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