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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락 사고는 배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

도 큰 위험성을 갖는 사고로, 지락 사고 발생 시 배전 시스템의

전압 저하 및 과전류 발생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직류 배전 시스템의 경우, 직류 링크 커패시터는 지락 사고 발생

시 과전류에 의한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은 기기를 물리적으로 배전 시스템에

연계하던 플러그 장치가 기기에 전력이 도통되던 도중 분리되었을

때, 회로가 개방되면서 배전선에 흐르던 전류가 도통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플러그 말단 단자의 기생 커패시턴스와 배전선 인덕턴

스 성분의 공진에 의해 플러그 말단에 과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

다. 심할 경우 플러그 말단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등 플러그 접촉

부의 구조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연계점을 공유하거나 인근에

연계된 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과 부하의 전

력 도통 방향에 따른 사고 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류 배전 시스템에 연계되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였다. 먼저 지락 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류 제한

인덕터를 설치하여 과전류 발생 속도를 지연시키고, 능동 스위치

와 다이오드로 구성된 스위칭 레그를 설치하여 과전류 감지 시 기

기의 전류 도통을 차단하여 기기를 지락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하

단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를 도통시켜 라인의 에너지를 해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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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플러그 분리 과전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너 다이오드

를 전류 제한 인덕턴스의 앞 단에 설치하여 배전선에 잔존하는 전

류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제너 다이오드가 부담하는 에너지

및 전류 해소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을 센싱하여, 제너 다이오드가 항복 상태로 동작하는 것을 감지할

시 기기의 상단 스위치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러

한 해결 방안의 사고 대응 기능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직류

배전 시스템을 모의하여 검증하였다.

주요어 : 직류 배전 시스템, 양방향 전력 도통, 지락 사고, 플러그 분

리 과전압, 스위칭 레그, 제너 다이오드

학 번 : 2017-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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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태양광, 풍력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국가

간의 전기 교류 확대에 따른 장거리 송배전의 상용화에 따라 직류 배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류 배전 시스템은 교

류 배전 시스템에 비해 장거리 송전에서의 효율이 좋고, 고조파에 의한

유도 장해가 적으며, 동기화되지 않은 둘 이상의 교류 시스템을 연계할

시 중계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1,2]. 이에 따라

직류 배전 시스템은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 차, 전기 선박과 같이 전기를 이용하는 이동 수단에 활용된다.

이와 같이 직류 배전 시스템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직류 배전 시스

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방지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지락 사고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교류 배전 시

스템과 비교한 직류 배전 시스템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시스템 전압의

순시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전선 또한 연계되는 전

극의 전위에 따라 양전위선과 음전위선으로 구성되고, 직류 배전 시스템

이 가동 중일 때는 각 전위선의 전위가 시스템의 모선(Bus) 전압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직류 배전 시스템에 연계되는 모든 기기들은 배전선의

극성에 맞추어 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하고, 기기의 입력 단자 간에 직류

링크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기기의 입력 전압을 시스템의 모선 전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양전위선과 음전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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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낮은 저항을 통해 연결되면서 직류 링크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급격히 낮아진다. 큰 폭의 전압 변화율은 직류 링크 커패시터에 과전류

를 유발하고, 이는 직류 링크 커패시터의 고장과, 심할 경우 폭발을 야기

할 수 있다[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락 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또는 알고리즘을 통한 동작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락 사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안은 차단기 설치를 통한 과

전류 차단이다. 이전에는 기계식 차단기를 이용하여 과전류 발생 시 기

기와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기계

적 차단 시 전류 아크가 발생한다는 점과, 차단에 수~수백 ms가 소요되

어 인덕턴스가 작고 커패시턴스가 큰 시스템에서는 대응이 늦다는 점과

같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4].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반도체 차단기와 같

은 전기식 차단기를 이용하여, 기계식 차단기에 비해 설치 비용과 과전

류 차단 소요 시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대체되고 있다.

직류 배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플러그 분리

에 따른 과전압 현상이 있다. 기기를 배전 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콘센트와 같은 기계적인 연계 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기

를 작동시키기 시작할 때는 플러그를 통해 기기를 연계시킨 후 기기 내

슬루율(Slew rate) 제어를 통해 전류를 도통시키다가, 기기 작동을 중단

할 때는 다시 기기 내 제어를 통해 도통되던 전류를 전기적으로 차단한

후에 플러그를 분리시킨다[5~7]. 하지만 외부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플러

그의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해 기기가 갑작스럽게 배전 시스템으로부터 기

계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기기에 도통되던 전류는 기기 내 제어가 이루

어지기 전에 강제적으로 차단된다. 이 때, 갑작스러운 전류 차단으로 인

해 기기에 도통되던 전류의 변화율이 일시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배전선 내의 인덕턴스 성분과 맞물려서 플러그 말단의 전압이 크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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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과전압 현상은 배전 시스템 내에서 연계 지점을 공유하는

다른 기기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플러그 말단에 불꽃

을 일으켜, 플러그 접촉부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플러그와 콘센트의 접촉 및 분리 시, 플러그의 전

류 도통 구조를 기계적으로 변형시켜, 전선에 남아있는 전류의 도통 경

로를 형성하는 방식이 있었다[8]. 하지만 위의 지락 사고 부분에서도 언

급하였듯 기계적인 연계 및 분리에는 수~수백 ms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수십 μs 사이에 발생하는 플러그 분리 과전압을 방지하기에는 부적

합하다.

그림 1.1 기존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방안 예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으로는 그림 1.1과 같이 플러그 말단

에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연결하여 인덕터 전류를 도통시키는 방식이

있었다[9]. 이 방식은 기기가 전력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과

다이오드의 극성이 일치하여, 과전압 발생 없이 전선 잔존 전류의 해소

가 가능하지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과 다이오드의 극

성이 불일치하여 최초 1회의 과전압이 발생하고, 전압 및 전류의 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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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된 이후부터 다이오드를 통해 도통된다. 이에 따라 기기가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경우를 가정할 시, 기기가 전원으로 동작하는 경우

과전압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림 1.2 LVRT 규정 예시

그림 1.3 HVRT 규정 예시

기존의 교류 배전 시스템에서는 그림 1.2, 1.3과 같이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저전압 회복 동작)와 HVRT(High voltag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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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고전압 회복 동작) 규정을 통해 시스템의 전압을 제한하고 있

다[10,11]. 이는 전원의 드룹(Droop) 제어를 기반으로 하여, 순간적인 전

압 유동 발생 시, 사고 상황과 기기 연계 및 분리에 의한 일시적인 상황

을 구분하고, 사고 상황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기 보호를 위해 시스템에

서 기기를 분리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다[12~14]. LVRT/HVRT 동작 시,

교류 배전 시스템에서는 무효 전력 주입을 통해 전압을 제어하지만, 직

류 배전 시스템에서는 무효 전력의 정의가 불가능하므로 시스템의 전력

분배를 기반으로 한 유효 전력 주입을 통해 전압을 제어한다[15]. 그러나

사고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압 제어가 불가능해지므로 그림 1.2, 1.3의 제

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고 상황을 진단하고 기기

보호 동작으로 돌입하게 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지락 사고와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기기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할 기기 보호

장치는 앞에서 언급한 전기적 차단기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락 사고 감

지 시 신호 주입을 통해 수십 μs 이내에 기기를 시스템으로부터 절연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플러그 분리에 의한 과전압 현상 발생 시

과전압 발생 규모를 제한하면서, 전류 도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회로

구조를 제시하도록 한다.

추가로, 기기 보호 장치를 보조할 동작 알고리즘을 정의하도록 한다.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의 경우에도, 배전선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면서, 기기 보호 장치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

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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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전력 도통이 가능한 직류 배전 시스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시 과전압 사고에 대해 분석하

고, 이러한 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고 분석 시,

기기의 동작은 양방향 전력 도통을 가정하여, 전력 공급 모드와 수급 모

드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적용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로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논의한다.

2장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지락 사고와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각 사고 상황의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과전압에 대비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 적용한 토폴로지를 소개하고, 전원과 부하의 작동 모드에 따른

적용한 토폴로지의 작동 원리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시뮬레

이션을 통해 제안한 토폴로지의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

에 대한 대응 기능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토폴로지의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과전압에 대한 대응 기능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실험

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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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의 분석

본 장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에서의 지락 사고와 플러그 분리 과전

압 현상의 발생 형태를 분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직류 배전

시스템의 양방향 전력 도통을 가정하였으므로, 기기가 전력을 시스템으

로 공급하는 상황(전력 공급 모드)과, 시스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상황(전력 수급 모드)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 1 절 지락 사고 분석

본 절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에서의 지락 사고의 발생 형태를 분석

한다. 양방향 전력 도통 환경을 가정함에 따라, 기기가 전력을 시스템으

로 공급하는 상황(전력 공급 모드)과, 시스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상황(전력 수급 모드)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전력 공급 모드

그림 2.1 전력 공급 모드 지락 사고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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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과 같이 지락 사고 발생 전, 전력 공급 모드의 기기는 정상

범위의 직류 링크 전압과 출력 전류로 동작한다. 는 지락 사고 발생

직전의 출력 전류로, 전력 공급 모드에서는  이다.

그림 2.2 전력 공급 모드 지락 사고 분석 (2)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그림 2.2와 같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양전위선

과 음전위선이 충분히 낮은 저항을 통해 연결된다. 이에 따라 직류 링크

전압이 수십~수백 mΩ의 기생 저항 과, 수십~수백 μH의 기생 인덕턴

스 로 구성된 배전선 임피던스에 인가된다. 이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

타난다.

  


(2.1)

기생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는 최대 수 V 정도로, 직류 링크

전압에 비해 충분히 작고( ≫), 과전류로 인한 직류 링크 전압의

하락폭이 사고 발생 전 직류 링크 전압에 비해 충분히 작다고

( ≫) 가정하면 지락 사고 발생 직후의 시간에 따른 전류의 함수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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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본 논문의 모든 시뮬레이션은 PSIM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다.

Source

(V) 190 (mF) 0.68

(Ω) 0.1 (Ω) 0.1

(μH) 50 (μH) 50

(Ω) 150 (Ω) 0.1

표 2.1 지락 사고 시뮬레이션 제정수

그림 2.3 전력 공급 모드 지락 사고 시뮬레이션 : 출력 전류

지락 사고 발생 직후, 100μs 이내에 전류는 대략 300A까지 상승한다.

지락 사고 발생 전 전류가 1.26A임을 감안하면, 전기적 방법에 의한 대

처가 가능한 수십~수백 μs의 시간에 정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전류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락 사고 발생 시 과전류의 발생 속도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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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수급 모드

그림 2.4 전력 수급 모드 지락 사고 분석 (1)

그림 2.4와 같이 지락 사고 발생 전, 전력 수급 모드의 기기는 정상

범위의 직류 링크 전압과 출력 전류로 동작한다. 이 때 전력 수급 모드

이므로  이다.

그림 2.5 전력 수급 모드 지락 사고 분석 (2)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그림 2.5와 같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양전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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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전위선이 매우 낮은 저항을 통해 연결된다. 이에 따라 직류 링크

전압이 기생 저항 과, 기생 인덕턴스 로 구성된 배전선 임피던스에

인가된다. 이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난다.

  


(2.3)

기생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는 최대 수 V 정도로, 직류 링크

전압에 비해 충분히 작다. 이에 따라 지락 사고 발생 직후의 시간에 따

른 전류의 함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2.4)

이 때, 전력 수급 모드에서는 출력 전류가 음의 값을( ) 나타낸

다. 이에 따라, 지락 사고 발생 직후에는 기기가 수급하는 전류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림 2.6 전력 수급 모드 지락 사고 분석 (3)

그리고 그림 2.6과 같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기기는 전력 공급 모

드( )로 돌입하고, 이후에는 앞에서 설명한 전력 공급 모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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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과정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제정수는 표 2.1과 같다.

그림 2.7 전력 수급 모드 지락 사고 시뮬레이션 : 출력 전류

전력 공급 모드와 마찬가지로 100μs 이내에 전류는 200A 이상 상승

하며, 이를 통해 전력 공급 모드(전원)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 모드(부하)

에서도 전류 상승 속도를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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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플러그 분리 과전압 분석

그림 2.8 플러그 주변 회로 개형도

본 절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에서의 플러그 분리 시 과전압 현상 발

생 형태를 분석한다. 플러그 분리 시 양 쪽 기기의 배전선 임피던스 성

분이 함께 과전압 현상에 영향을 주므로, 그림 2.8과 같이 전력을 공급하

는 기기(Source)와 수급하는 기기(Load)를 동시에 분석하기로 한다. 플

러그를 통한 기기의 연계가 끊어지면 기기는 플러그의 기생 커패시턴스

를 통해 연계된다. 플러그의 기생 커패시턴스는 플러그가 분리되는 형

태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플러그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를

가정하여 플러그 기생 커패시턴스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2.9 플러그 분리 과전압 분석 (1)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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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플러그 분리 과전압 분석 (1) 파형

우선 그림 2.9와 같이 플러그가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전력을 도통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정한다. 이 때, 양쪽 기기들의 직류 링크 전압()들

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2.11 플러그 분리 과전압 분석 (2)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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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플러그 분리 과전압 분석 (2) 파형

그림 2.11과 같이 플러그가 분리되면, 양 쪽의 배전선 기생 인덕턴스

 , 와 플러그를 통해 흐르던 전류는 기생 커패시턴스 를 통해 도

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생 인덕턴스와 기생 커패시턴스 간에 공진

이 발생하고, 그림 2.12와 같이 출력 전류와 플러그 말단 전압이 감쇠 진

동한다. 이 때, 공진 주파수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5)

플러그 말단의 전압은 기기의 직류 링크 전압과 배전선 인덕턴스에서

의 전압 강하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배전선 인덕턴스의 전압 강하

는 전류의 공진 성분과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의



- 16 -

곱으로 나타난다. 이를 이용하면 양 쪽 기기의 플러그 말단 과전압의 최

대 피크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 배전선 기생 저항에 의한 전

압 강하 성분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한다.

 ≤    




 ≤     




(2.6)

단, 위 식으로 유도한 최대 피크치는 이상적인 값으로, 실제로는 기생

저항에 의한 감쇠로 인해 위의 값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하지만 플러그

의 기생 커패시턴스 는 일반적으로 수백 pF ~ 수십 nF에 달하는 매

우 작은 값이고, 기생 인덕턴스는 수십~수백 μF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

진 주파수는 수백 kHz에 달하고, 공진 첫 주기는 저항에 의한 감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공진 발생 후 첫 피크 값은

위에서 유도한 값에 근접하게 나타난다.

위 식에 따르면, 플러그 분리 시 플러그 말단 전압의 피크치는 배전선

기생 인덕턴스  또는 이 클수록, 기생 커패시턴스 가 작을수록,

그리고 플러그 분리 직전의 전류 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Source

(V) 190 (mF) 0.68

(mH) 2 (mH) 2

(Ω) 0.05 (Ω) 0.05

(μH) 50 (μH) 50

(pF) 50 (Ω) 150

표 2.2 플러그 분리 과전압 시뮬레이션 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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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플러그 분리 과전압 시뮬레이션 : 출력 전류

그림 2.14 플러그 분리 과전압 시뮬레이션 : 플러그 말단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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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A의 전류를 도통하던 플러그를 차단한 결과 최대 7.8kV의 과전압

이 발생하였다. 이를 위에서 유도한 수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2.7)

약 0.3kV 가량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감쇠

공진으로 인해 전압의 피크 지점에서 이미 1/4 주기만큼 감쇠가 발생한

상태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시스템 전압이 190V이므로, 이상적인 플러그 분리 상황에서 과전압은

시스템 전압의 40배 이상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과전압

을 완화시키기 위해, 플러그 분리 시 전류 도통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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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

대응 방안

제 1 절 기기 보호 회로 설계

그림 3.1 제안하는 기기 보호 회로

그림 3.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기 보호 회로로, 지락 사고와 플

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에 모두 대응 가능한 회로이다. 능동 스위치와 다

이오드로 구성된 스위칭 레그, 전류 제한 인덕터, 그리고 과전압 방지용

제너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기능과 설

계 조건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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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칭 레그

그림 3.2 스위칭 레그

스위칭 레그는 그림 3.2와 같이 상단의 능동 스위치와 하단의 다이오

드로 구성되어 있다. 기기의 양방향 전력 도통을 가정하여 정상 동작 상

태에서는 상단의 능동 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서 전력 도통 경로로 이용

하도록 설계하였다. 스위칭 레그는 지락 사고 발생 시 상단의 능동 스위

치의 작동을 중단함으로서, 기기 내부를 배전 시스템으로부터 전기적으

로 차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이 경우 인덕터를 포함하는 배전선

에 남아있는 전류는 하단의 다이오드를 통해 도통된다. 또한 제너 다이

오드를 통해 플러그 분리 과전압을 감지할 시, 후술할 플러그 분리 대응

알고리즘에 의해 기기내부를 절연시킴으로서 제너 다이오드의 에너지 부

담 및 에너지 해소 시간을 절감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스위칭 레그에 사용되는 능동 스위치와 다이오드의 정격 전압은 시스

템의 기준 전압의 1.5배 이상으로, 정격 전류는 지락 사고 판정 기준 전

류의 1.5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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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류 제한 인덕터

전류 제한 인덕터는 지락 사고 발생 시, 기기의 출력 전류의 상승 속

도를 제한함으로서 기기의 지락 사고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역

할을 한다.

시스템의 기준 전압을 , 시스템의 정격 전류를 , 지락 사고 판정

기준 전류를  , 설계한 지락 사고 판정 소요 시간을 이라고 정의한

다. 이 때,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감안하여 설계한 전류 제한 인덕

턴스 의 최소값은 다음의 식으로 유도 가능하다. 이 때, 지락 사고에

의한 기기의 직류 링크 전압의 변화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3.1)

이 때, 지락 사고 판정 소요 시간 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와

같은 기기의 제어 시스템의 샘플링 시간을 감안하여, 지락 사고 판정 기

준 전류 는 시스템의 정격 전류 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서론에서 언급한 플러그 말단 다이오드 설치 방식의

전력 공급 모드에서의 최초 주기 과전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

다[5]. 제너 다이오드는 그림 3.1과 같이 전류 제한 인덕터의 앞에 연결

하여, 플러그 분리 시 과전압 발생에 관여하는 인덕턴스를 배전선의 기

생 성분으로 제한한다. 이 때 제너 다이오드를 플러그 말단이 아닌 전류

제한 인덕터의 앞에 연결하는 것은 제너 다이오드를 기기에 내장시킴으

로서, 기기에서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플러그 분리 과전압을 감지하여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대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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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너 다이오드의 작동 원리 : 전력 수급 모드(좌), 전력 공급

모드(우)

플러그 분리 시 제너 다이오드의 작동 원리는 그림 3.3과 같다. 전력

수급 모드에서는 제너 다이오드와 분리 전 전류의 극성이 일치하므로,

왼쪽 그림과 같이 제너 다이오드가 작동(ON) 모드로 동작한다. 이에 따

라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에 작동 전압()이 인가된 형태로 인덕터의

전류가 도통된다. 이 때, 은 수백 mV ~ 수 V에 불과하므로, 수백 V

에 달하는 배전 시스템 기준 전압에 비해 충분히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

다. 반면 전력 공급 모드에서는 제너 다이오드와 분리 전 전류의 극성이

반대로 나타나므로, 과전압 발생 시 제너 다이오드는 항복(Breakdown)

상태로 동작한다. 이에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에 항복 전압()이 인가된 형태로 인덕터의 전류가 도통된다.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은 직류 배전 시스템의 모선 전압 제

한 최대치의 규정이 기준 전압의 110%임을 감안하여, 기준 전압보다

20~30% 높은 값으로 설계한다.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상태에서

의 도통 용량은 항복 상태가 일어난 직후의 소비 전력, 즉 제너 다이오

드의 항복 전압과 시스템의 정격 전류의 곱보다 커야 하며, 이는 항복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 즉 최대 도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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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본 절에서는 1절에서 소개한 기기 보호 회로가 지락 사고에 대응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시스템의 양방향 전력 도통을 가정함에 따라, 기기가

전력 공급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와 전력 수급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이 때, 제너 다이오드는 지락 사고 상황에서 항

상 차단 상태를 유지하여, 지락 사고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절의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에서는 제너 다이오드를 생략하기

로 한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1. 전력 공급 모드

그림 3.4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1)

그림 3.4는 기기에 제안하는 회로를 적용하였을 때, 지락 사고가 발생

하기 전, 전력 공급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기기는 스위

칭 레그 상단의 능동 스위치를 통해 전력을 도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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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2)

이 때, 그림 3.5와 같이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서

로 다른 전위의 두 배전선이 낮은 저항을 통해 연결된다. 이에 따라 출

력 전류는 2장에서 유도한 것처럼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이 때, 전류 제

한 인덕턴스 는 배전선의 기생 인덕턴스에 비해 충분히 크다고 가정

한다.

  


 (3.2)

전류 제한 인덕턴스 가 배전선의 기생 인덕턴스에 비해 충분히 크

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류 상승 속도는 전류 제한 인덕터 설치 전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그림 3.6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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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과 같이 출력 전류가 지락 사고 판정 기준 를 넘어서면, 기

기는 지락 사고 발생을 감지하고, 능동 스위치를 차단한다. 전류 제한 인

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스위칭 레그 하단의 다이오드를 통해 도통되고,

기생 저항에 의해 감쇠되어 소모된다.

<시뮬레이션>

Source

(V) 190 (mF) 0.68

(Ω) 0.1 (Ω) 0.1

(μH) 50 (μH) 50

(Ω) 150 (Ω) 0.1

(mH) 2 (A) 10

표 3.1 지락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제정수

그림 3.7 지락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회로 적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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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지락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회로 적용 후

2mH의 전류 제한 인덕턴스를 설치함으로서, 100μs당 200A 이상 상승

하던 출력 전류는 10A 내외로 상승하며, 제한 전류인 10A에서 상단 스

위치를 차단하여 직류 링크 전압의 인가를 중단시킴으로서 전류가 더 이

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였다. 스위치 차단 이후에는 전류가 하단 다이오

드를 통해 흐르며, 배전선 기생 저항에 의해 감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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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수급 모드

그림 3.9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1)

그림 3.9는 지락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전력 수급 모드로 동작하고 있

는 기기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기기는 스위칭 레그 상단의 능동 스위치

를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전력을 수급한다. 전력 수급 모드의 경우 능동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도 병렬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가 도통된다. 단,

과도 상태, 기기 외부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기가 전력 공급/수급

모드의 전환을 정확히 제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능동 스위치를

작동시켜 전력을 도통한다.

그림 3.10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2)

이 때 그림 3.10과 같이 지락 사고가 발생한다. 전력 공급 모드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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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배전선이 낮은 저항

을 통해 연결되고,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3.3)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력 수급 모드에서는 지락 사고 발생 직

후 출력 전류가 증가한다. 즉, 기기가 수급하는 전류의 크기는 감소한다.

그림 3.11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3)

그림 3.11과 같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기기는 전력 공급 모드로 돌

입한다. 이 상황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므로, 기기는

지락 사고를 판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전류를 도통한다.

그림 3.12 지락 사고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4)



- 29 -

그리고 전력 공급 모드와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가 사고 기준치를 넘

어서면, 사고를 감지한 기기는 상단 스위치를 끄고 기기 내부를 시스템

으로부터 차단한다. 전류 제한 인덕터에 잔존하는 전류는 스위칭 레그

하단 다이오드를 통해 도통되고, 기생 저항에 의해 감쇠되어 소모된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제정수는 표 3.1과 같다.

그림 3.13 지락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수급 모드 : 회로 적용 전



- 30 -

그림 3.14 지락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수급 모드 : 회로 적용 후

전력 공급 모드와 마찬가지로 전류 제한 인덕터 설치를 통해 과전류

발생 속도를 크게 낮추었다. 그리고 전류 제한치인 10A에서 상단 스위

치를 차단하여, 이후의 추가적인 전류 상승을 방지하였다.

제 3 절 플러그 분리 대응 메커니즘

본 절에서는 1절에서 소개한 기기 보호 회로가 플러그 분리에 의한

과전압 현상에 대응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지락 사고와 마찬가지로 시스

템의 양방향 전력 도통을 가정함에 따라, 기기가 전력 공급 모드로 동작

하는 경우와 전력 수급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간단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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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 공급 모드

그림 3.15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1)

회로도

그림 3.16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1)

파형

플러그 분리 전, 기기는 전력 공급 모드로 정상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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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2)

회로도

그림 3.18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2) 파형

그림 3.17과 같이 전력 공급 모드에서 플러그 분리 시, 제너 다이오드

의 극성은 분리 전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이에 따라 제너 다이오드는

먼저 차단(OFF) 모드로 동작한다. 하지만, 플러그 분리에 의한 과전압의

피크치는 대개 수~수십 kV에 달하며,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보다

충분히 높다. 이에 따라 그림 3.18과 같이 제너 다이오드는 플러그 분리

후 짧은 시간 내에 항복 상태로 돌입하고,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항복 전압()으로 고정된다. 제너 다이오드 바깥쪽의 배전선 기생 인

덕턴스와 플러그 기생 커패시턴스 사이의 공진에 의해 플러그 말단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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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이 발생하지만, 배전선 기생 인덕턴스는 전류 제한 인덕턴스의 크기

에 비해 충분히 작기 때문에 과전압의 크기는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제너 다이오드 항복 상태에서 상단 스위치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인

덕터에는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과 기기의 직류 링크 전압의 차이만

큼의 전압이 인가된다. 이에 따라 잔존하는 전류를 해소하는 데 소요되

는 시간과, 제너 다이오드의 에너지 부담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난다.

 


(3.4)

  







 


  




  (3.5)

위 식에 의하면, 제너 다이오드는 플러그 분리 순간 인덕터에 남아있

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덕터 에너지를 해소하는 동안 기기에서 공급하

는 에너지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류 해소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너 다이오드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플

러그 분리 시 기기의 추가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림 3.19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3)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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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공급 모드 (3)

파형

이에 따라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을 센싱하여, 제너 다이오드가

항복 상태로 돌입하면 기기는 제너 다이오드 전압을 통해 플러그 분리

상황을 판별한다. 제너 다이오드가 항복 상태로 돌입하면, 기기는 플러그

분리 상황으로 판단하고 스위칭 레그 상단의 능동 스위치를 차단한다.

이는 전류 제한 인덕턴스에 잔존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기

의 추가 전력 공급에 따른 제너 다이오드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상단 스위치를 차단하는 경우, 인덕터에는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

만이 인가된다. 이 경우 전류 소모 시간과 제너 다이오드 에너지 부담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난다.

 


(3.6)

  




  (3.7)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이 배전 시스템 기준 전압의 120~130%로

설계됨을 감안하면, 알고리즘 적용 전후 제너 다이오드의 에너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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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너지 해소 소요 시간은 5~7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시뮬레이션>

Source

(V) 190 (mF) 0.68

(mH) 2 (mH) 2

(Ω) 0.05 (Ω) 0.05

(μH) 50 (μH) 50

(pF) 50 (Ω) 150

표 3.2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제정수

1)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

그림 3.21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 : 출력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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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 : 플러그 말단 전압

그림 3.23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 : 제너 다이오드 양단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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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

그림 3.24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 : 플러그 말단 전압

그림 3.25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 : 플러그 말단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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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 : 제너 다이오드 양단 전압

플러그 말단의 과전압 피크치는 두 경우 모두 500V 정도로, 제너 다

이오드 설치 전(7.8kV)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알고리즘 적용 전(54μs)에 비해 알고리즘 적용 후(12μs)에 에너지

해소 시간이 더 짧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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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수급 모드

그림 3.27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1) 회로도

그림 3.28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1)

파형

플러그 분리 전, 기기는 전력 수급 모드로 정상 동작한다.

그림 3.29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2)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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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메커니즘 분석 – 전력 수급 모드 (2)

파형

전력 수급 모드의 경우, 제너 다이오드의 극성은 분리 전 전류의 방향

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제너 다이오드는 켜짐(ON) 모드로 동작하고, 인

덕터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제너 다이오드를 거쳐 기기에서 소모된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제정수는 표 3.2와 같다.

그림 3.31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수급

모드 : 출력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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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수급 모드

: 플러그 말단 전압

그림 3.33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시뮬레이션 – 전력 수급 모드 :

제너 다이오드 양단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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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말단의 과전압 피크치는 400V 미만으로,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7.8kV)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수급 모드

의 경우 제너 다이오드의 극성이 전류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플러

그 분리 직후 제너 다이오드는 켜짐(ON) 상태로 동작하여 시스템의 기

준 전압보다 충분히 작은 크기의 작동 전압 이 양단에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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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실험 세트 설계

그림 4.1 실험 세트 구성도 : 전력 공급 모드

그림 4.2 실험 세트 구성도 : 전력 수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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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 190 (mF) 0.68

(Ω) 150 (V) 240

(mH) 2 (mH) 2

(Ω) 0.1 (A) 10

표 4.1 실험 제정수

그림 4.3 실험 세트 : 기기 보호 회로

그림 4.1~4.3은 각각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에 사용된 실험 세트의

구성도와, 실제 실험 세트 사진이다. 190V/250W 규모의 단일 전원단 –

단일 부하단 직류 배전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전원으로는 500V/30A

정격의 UP-50030 파워 서플라이를, 부하로는 1kW 정격의 150Ω 저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CB 보드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통해

600V/43A 정격의 IPM(지능형 전력 모듈) 소자(PS21A79)를 제어하여

지락 사고 및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에 대응하였다. 지락 사고 판정

전류는 인덕터의 포화 전류(20A)의 절반인 10A로 설계하였다. 상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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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차단에는 트립 존(Trip-zone) 코드를 사용하여, 스위치 차단 상황

감지 시 디지털 신호처리기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전력

공급 모드의 경우 전원을 PCB 보드에 연계하고 저항을 반대편에 연계

하여, 전력 수급 모드의 경우 저항을 보드에, 전원을 반대편에 연계하여

각 동작 모드를 모의하였다.

그림 4.4 지락 사고 모델

지락 사고는 그림 4.4와 같이 100A 차단기와 0.1Ω의 낮은 저항을 배

전선 간에 직렬로 연결하여, 정상 상태에는 차단기를 개방하였다가 지락

사고 모의 시 차단기를 닫아 사고 상황을 발생시키고, 이 때 기기의 직

류단 전압과 출력 전류의 파형을 측정한다. 지락 사고 발생 시 수~수십

μs 이내에 출력 전류는 사고 판정 범위로 넘어가는데, 차단 소요 시간

수~수십 ms의 기계식 차단기로는 대응이 늦다. 이에 안전 문제를 고려

하여 사고 대응 전의 지락 사고 발생 상황은 실험으로 모의하지 않고,

지락 사고 대응 상황만 실험으로 모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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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플러그 모델 : 멀티탭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의 경우 그림 4.5와 같이 16A/250V 정격의

멀티탭을 통해 기기를 연계하였다가, 멀티탭의 개폐 스위치를 개방하여

플러그 분리 상황을 모의한다. 이 때 멀티탭 접촉부의 전압, 기기의 출력

전류,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 연계 시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의 파형

을 측정한다. 제너 다이오드는 기존 HVRT 규정을 고려하여 기준 전압

(190V)의 126%에 해당하는 240V를 항복 전압으로 갖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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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1. 지락 사고 대응 실험

1) 전력 공급 모드

그림 4.6 시뮬레이션 : 지락 사고 대응 – 전력 공급 모드

그림 4.6 실험 : 지락 사고 대응 – 전력 공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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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지락 사고 판정 기준 전류인 10A에 비해 1.3A 높은 11.3A

에서 상단 스위치를 차단하였으며, 사고 감지 시간의 경우 시뮬레이션에

비해 20μs 더 긴 113μ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스위칭 레그에 하드

웨어를 통한 폴트(Fault) 지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

시스템 내의 지령 처리 속도의 한계로 인한 추가 시간 소요와, 배전선

내의 기생 인덕턴스 성분으로 인해 전류 상승 속도가 좀 더 느리게 나타

난 것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 전력 수급 모드

그림 4.8 시뮬레이션 : 지락 사고 대응 – 전력 수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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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실험 : 지락 사고 대응 – 전력 수급 모드

전력 공급 모드와 유사하게 지락 사고 판정 기준 전류인 10A에 비해

0.6A 높은 10.6A에서 전류를 차단하였으며, 사고 감지 시간의 경우 시뮬

레이션에 비해 25μs 더 긴 148μ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차의 원인은

전력 공급 모드와 동일하게 스위칭 레그를 제어하는 디지털 신호처리기

의 폴트 지령 처리 속도와, 배전선 내의 기생 인덕턴스로 인한 추가적인

전류 상승 속도 완화 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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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실험

1)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

그림 4.10 실험 :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 플러그 분리 시 플러그 말단 전압은 최대

1.2kV까지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결과(7.8kV)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데, 이는 스위치를 통한 플러그 분리 또한 기계식 차단기와 같은 기계적

인 형태의 분리로, 기기가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속도가 공진 주파수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점과, 이 때 플러그 기생 커패시턴스는 일정하지 않

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 플러그 말단 전압과 출력 전류의 변화는 수식적

설계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상적인 플러그 분리와 달리 실제 플러그 분리는 수 ms 범위의 시

간이 소요되며, 플러그의 분리는 계단 형태가 아닌 연속적인 기생 커패

시턴스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플러그 기생 커패시턴스는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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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정도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위 파형의 경우에도, 플러그 분

리 전 1.26A에 달하던 전류가 플러그 분리 과정에서 약 0.5A까지 떨어

진 후에, 플러그의 비선형적 분리 특성에 의해 해당 지점에서 과전압 현

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

그림 4.11 실험 :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과 마찬가지로 전류가 일정량 하락한 후에 과

전압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 제너 다이오드가 항복 상태로 돌입하면서

인덕터에 잔존하는 전류를 해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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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

그림 4.12 실험 :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 전력 공급 모드 :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에는 전류 해소에 6μs의 시간이 소

요되었으며,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전(20μs)에 비해 소요 시간

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또한 디지

털 신호 처리기의 상단 스위치 차단 지령 수행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되어, 이론적으로는 79%의 소요 시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는 70%(20μs→6μs)의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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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 수급 모드

그림 4.13 실험 :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 전력 수급 모드

전력 수급 모드에서는 제너 다이오드가 켜짐(ON) 상태로 동작하고,

이에 따라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에는 시스템 전압에 비해 충분히 작은

크기의 동작 전압()이 인가된다. 이에 따라 위 파형과 같이 전류가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기기로 수급됨으로서 전류 해소에 17μs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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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제 1 절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에 연계되는 기기를 지락 사고와 플

러그 분리 시의 과전압 현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한 토폴로지의 지락 사고 대응 기능을 검증하였다. 수식적

분석을 통해 전류 상승 속도가 라인 인덕턴스에 반비례함을 확인하고,

전류 제한 인덕턴스를 설치하여 과전류 발생 속도를 제한함으로서 기기

가 지락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직류 링크와

기기 출력 단자 사이에 상단의 능동 스위치와 하단의 다이오드로 구성된

스위칭 레그를 설치하여, 지락 사고 발생 시 상단 스위치 개방을 통해

전류 도통을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실험에

서는 10A 제한 및 상단 스위치 차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0μs 내외의

차단 시간 오차와 1A 내외의 차단 전류 오차가 있었지만 사고 대응을

통해 기기 보호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적용한 토폴로지와 알고리즘의 플러그 분리 과전압 대응 기능을

검증하였다. 토폴로지 및 알고리즘 적용 전과 비교하여, 필터 단에 제너

다이오드 설치 시 과전압 피크가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때,

수식적 분석 결과 전력 공급 모드에서는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잔존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너 다이오드의 에너지 부담을 절

감시키기 위해 스위칭 레그의 추가 에너지 차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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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제너 다이오드 설치 전과, 제너 다이오드 설치 및 전력 공급

모드에서의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 적용 후의 플러그 말단 전압 및 제

너 다이오드에 의한 전류 해소 시간을 비교하였고, 플러그 비선형적 특

성에 의해 수식 및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제너 다

이오드를 통해 과전압 피크치를 수 kV 범위에서 500V 이내로 감소시키

고, 전력 공급 차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류 해소 시간을 70% 감소시

켰다.

제 2 절 향후 연구

플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의 경우, 플러그 기생 커패시턴스가 고정된

형태의 플러그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 플러그 분리가 진행되는 동안 기

생 커패시턴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선형 플러그 모델을 도입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여

야 한다.

직류 배전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는, 전원과 부하의 대수를 증가시켜

서, 복수의 기기가 연계된 시스템에서의 사고 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플

러그 분리 과전압 현상의 경우 연계점을 공유하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현

상을 함께 관찰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한 방안을 더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락 사고에 의한 저전압 및 플러그에 의한 과전압에 대해

기존의 LVRT/HVRT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모

와 특성을 갖는 기기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진행하여, 보다

일반화된 형태의 배전 시스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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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Fault Tolerant and

Pluggable DC Distribution

System

Dong-eon Kim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fault is the most general, but hazardous accident that can be

occurred in distribution systems, so the devices connected to the

system should be protected. In case of DC distribution system, the

devices should install DC link capacitor to stabilize its DC link

voltage to the system voltage, but the capacitor is vulnerable to fault,

since it can cause an overcurrent to the capacitor, occured sharp drop

of system voltage, and the capacitor can explode.

On the other hand, plug overvoltage can be occurred when a plug

installation which connects a device to the distribution system is

abruptly separated during the device conducting a curr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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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has no route to flow but the inductive energy is stored inside

the line inductance, so the energy is forced to resonate with parasitic

capacitance between the plug electrodes, and this causes plug

overvoltage. In worst case, a spark can be occurred between the plug

electrodes, which can damage the plug contact, and the other devices

that shares or connected near the plugging point can be affected by

the overvoltage at the plugging point.

In this paper, the actions of sources and loads connected to the

system provoked by the accidents are analyzed by the cases of

current flowing directions, and the structures of the components in

the distribution system are rebuilt. First, in order to protect devices

from fault, a switching leg consist of an active switch and a diode,

and a current limiting inductance are installed in front of the DC link

capacitor. The active switch at the upper side is turned off as an

overcurrent is sensed, and the diode at the lower side flows the fault

current in order to get rid of the energy stacked in line inductance.

In case of plug overvoltage, a Zener diode is installed in front of

filter inductance, the voltage across it is sensed, and the switching

leg once again turns off to get rid of the energy stacked in line

inductance in several to several tens of μs, and the overvoltage

occurred between plug electrode is minimized. These functions against

accidents are evaluated by simulations and experiments in the model

DC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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