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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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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전력설비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좁은 국

토에서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전력설비의 설치는 어려워지고 있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력설비의 이설요청과 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중화를 하거나 전력설비를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배전스테이션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배전스테이션보다 소형화된 컴팩트

배전스테이션(CDS : Compact Distribution Station) 운용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CDS에는 차단기능을 포함한 RMU, 대용량변압기, 저압차단

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154/22.9kV 변전소 다음의 2차 변전소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ondary Subst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Secondary Substation에는 대용량 변압기를 설치하게 된다. Ring 기반

계통 운영 및 저압공급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500～2,000kVA 용량까지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변압기 2차측 저압계통은 수지상 으로 연

결되어 있어서,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고 변압기 고장 발생

시 다수의 고객이 정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고객은 변압기 교체시까

지 장시간의 정전을 경험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중저압계통 모델 4가지를 제시해보

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Power Flow 검토해보았다.

또한, 최적 계통 선정을 위하여 경제성을 같이 검토하여 Power Flow와

경제성을 융합하여 최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현재 운영하는

지중배전계통에 적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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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전에서는 개폐기와 변압기를 설치 위치에 따라 주상변압기/개폐기나

지상변압기/개폐기로 부르고 있다. 주상은 주로 전주의 상단에 매달아

설치되는 것이고 지상의 경우 도로나 인도의 상단인 지상에 설치되고 있

다. 주상기기의 경우 가공설비의 전력공급 및 제어를 위해 설치하고 있

는데 반해 지상기기는 지중설비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가공선로의 지중화 요구 증가로 인하여 지상기기가 증가하고

있고, 재개발, 택지지구 조성시에는 가공이 아닌 지중으로 우선공급하고

있어 지상기기를 비롯한 지중설비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도시미관 개선 및 지상기기의 시야로 인한 영업방해

민원급증으로 지상기기의 지하매설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통행불편 미관저해

[그림1-1] 지상기기 설치에 따른 민원사례

또한 한전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저압공급법위를 지속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500kW, 현재는 1,000kW 미만까지 저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2,000kW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수전설

비등 별도 전기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현재 한전에서 계약할 수 있는 전력당 공급방식에 대한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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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

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

음 표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 보다 상위전압

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1,000kW 미만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
중 한전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공
급방식 및 공급전압

1,000kW 이상
10,000kW 이하

교류 삼상 22,900V

10,000kW 이상
400,000kW 이하

교류 삼상 154,000V

400,000kW 초과 교류 삼상 345,000V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1,000㎾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 시에는 1전기사용계

약단위의 계약전력이 500㎾미만이어야 하며, 공급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표1-1] 전기공급약관 4장 전기의공급방법 및 공사 제23조

지상기기를 땅속에 매설할 경우 지상에 설치했을 때보다 경제성 및 활

용성을 위해 대용량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보다 많은 수용가가 연결되는

데 수지상으로 운영되는 계통의 경우 변압기 고장 발생 시 더 많은 고객

이 정전을 경험하게 된다.

국내의 저압계통은 특고압계통과는 다르게 수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변압기와 변압기 1차 측 고장시 연결된 수용가 모두가 정전을 경험

한다. 변압기 1차 측의 개폐기 및 선로에 정전시 특고압선로 절체에 의

해 짧은 정전만 경험하지만 변압기 고장의 경우 복구시간이 길어 고객은

정전을 장시간 경험하게 된다.

전력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전력설비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하 밀집 지역의 경우 전력설비를 계속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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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전력설비 설치를 위한 위치선정, 도로점용, 전기품질을 고려해야

하고, 민원에 따른 미관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상기기(개폐기, 변압기)를 지하에 매설하는 구조

를 컴팩트형 배전스테이션(Compact Distribution Station)이라고 하며,

154/22.9kV이하의 22.9kV/380V의 변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ondary Substati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배전스테이션에 설

치되는 변압기를 Secondary Transformer를 부르기로 한다.

대용량 변압기 사용에 따른 정전시간 감소를 위해 수지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계통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력조류

(Power Flow) 해석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용어정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Substation 154kV → 22.9kV 변전소

Secondary Substation 22.9kV/380V 변압기가 다수 또는 대용량으로
설치된 2차변전소

Vault 지하구조물
RMU

(Ring Main Unit) 차단기능이 포함된 개폐기, 즉 다회로차단기

M.Tr
(Main Transformer)

Substation에 위치한 주변압기

S.Tr
(Secondary Transformer) CDS에 위치한 2차 변압기

DS
(Distribution Station)

한 공간(건물 등)에 다수의 변압기, 개폐기,
분전반이 포함된 설비

CDS(Compact
Distribution Station) DS보다 compact 된 배전스테이션

CB(Circuit Breaker) 선로(D/L) 차단기
D/L

(Distribution Line) 배전선로

SW(Switchgear) 개폐기 (SA : 자동개폐기, SM : 수동개폐기)

J(Joint Box) 지중저압 접속함

[표1-2]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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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위한 기자재별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RMU 변압기

관로 맨홀

저압차단기가 포함된 분전함 저압접속함

[그림 1-2] 지중배전 주요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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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배전계통

제 1 절 국내 배전계통

1. 국내 현황

국내 배전계통은 154/22.9kV 이후부터 시작하는데, 154/22.9kV 변전소

에는 보통 45/60MVA 주변압기(M.Tr)가 4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각

M.Tr 에는 배전선로가 연결되어 있다. 배전선로의 22.9kV의 특고압선로

는 가공/지중 모두 상시 타계통 절체가 가능한 연계방식(open loop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타선로와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평소에는“open”된 상태이나 고장발생, 부하전환 등으로 인하여 절체가

필요할 경우 “close”시켜 계통을 연계할 수 있다.

배수펌프장이나 주요 정전 민감부하의 경우 예기치 못한 선로 고장에

대해서도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주․예비선 즉 2회선으로 공

급받고 있다. 이 경우 동일 M.tr이지만 배전선로(D/L)만 다른 방법이 있

고,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변전소도 다르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 특고압 배전선로는 신뢰도를 높인 스포트네트워크 방식이 있으

나 대전 등 일부 지역만 공급하고 경제성, 시공성, 운영성 등의 문제로

활용실적이 미비하다.

가공선로의 경우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 지지물인 “전주”가 존재한다.

전주에는 전선뿐만 아니라 변압기, 보호기기(switchgear, recloser) 등을

설치한다. 지중선로는 땅속에 전선(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선의 접속을 위한 맨홀이

있고, 변압기, 보호기기 등의 기기들은 땅속이 아닌 땅 위인 지상에 설치

한다.

저압계통은 가공/지중 모두 방사상(수지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계통은 경제적이나 타 선로와 연계가 되지 않아서 전원 측 고장시 부하

측이 모두 정전을 경험하고, 복구 또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저압은 380V/220V 공급하는데 선로가 길어지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

하가 커지는 단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중배전계통에 대하여 다룰 것이므로 지중배전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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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대하여 더욱 관심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① 고장 시에 부하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중연계선로로 구성되어 있다.

② 주도로에 다회로 개폐기(4회로)를 설치하고 1개 단자에서 변압기 선

로를 분기하며 변압기 공급선로에는 다수의 지상변압기를 설치한다.

③ 간선과 분기선의 분기점에는 다회로 개폐기를 시설한다.

④ 가공ㆍ지중배전선로가 혼재된 곳에서는 지중배전선로 시작점 등 필

요개소에 Recloser, 다회로차단기 등 선로용 보호기기를 부설하여 공

급한다.

⑤ 높은 공급신뢰도가 요구되는 특수고객이나 지역에는 예비선 전환방

식, 스포트네트워크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다. 저압선로는 변압기로

부터 수지상 계통으로 구성한다.

⑥ 저압간선은 변압기로부터 수용장소까지 수지상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공급신뢰도가 요구되는 수용이나 지역에는 다른 변압기

에서 공급되는 개방 환상방식을 적용한다.

⑦ 저압 분기선은 간선에서 분기하여 말단까지 수지상 계통으로 구성한다.

⑧ 지중인입선은 T 인입 방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개소에

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설하되 적당한 방법을 선택 적

용한다.

- 건물의 벽 등을 이용하여 저압선을 입상하여 공급한다.

- 맨홀(또는 핸드홀) 또는 저압 접속함에서 분기 공급한다.

- 변압기의 인근 수용은 변압기에서 직접 공급한다(변압기 설치공간

제공 고객, 임시수용, 가로등, 가판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지상에 시설한 분전함에서 공급한다.

2. 국내 특고압 배전계통 구성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배전계통 구성은 선로형태에 따

라 방사상(또는 수지상, Radial), 루프(Loop), 네트워크(Network) 계통

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방사상 배전계통은 변전소와 고객이 하나의

경로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사상 회로는 배전계통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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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게 들고 해석 및 운영이 가장 쉬운 형태이며 부하 분포에 따

라 분기선을 설치함으로써 부하의 증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비 고장 시 정전범위가 넓고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

어 공급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루프 배전계통은 전기적으로 환상을 이루고 있으며 양방향에서 전력

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단일계통(방사상 계통)에 비하여 공급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일계통(방사상 계통)과 비교하여 연계선로

건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계통보호 및 협조

에 따른 운영이 복잡하다. 형태별로는 Open loop 시스템과 Closed loop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Open loop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사상 배전계

통 2회선을 연계하는데 연계점을 상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losed loop 시스템은 Open loop 시스템에 비해 상시 오픈점이 없이

상시병렬 운전되기 때문에 계통 보호 및 협조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대

적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은 방식이다.

네트워크 계통은 임의의 두 지점 사이에 항상 하나 이상의 경로가 존

재할 수 있도록 교차된 피더(Feeder) 그룹으로 구성된다. 만약 충분한

용량 및 보호협조에 문제가 없다면, 네트워크 계통은 고객에 매우 높은

신뢰도를 제공한다. 선로 중간에 설비의 고장 또는 전원이 중단되어도

고객은 정전을 경험하지 않으며, 다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도 순간정

전 정도만 발생한다.

모든 배전계통 구성은 일반적으로 배전선로 간선에 구간을 분류할 수

있는 개폐기를 설치하여 적당한 구간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는 정전복구 또는 작업시 정전 범위의 축소를 위하여 구분 개폐기로써

세분화된 소구간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할된 구간마다 인접 배

전선로와 연계용 개폐기를 설치하여 선로간 연계를 실시한다. 이때 뱅

크(Bank), 변전소 고장을 고려하여 뱅크가 다른 배전선로와 다른 변전

소 선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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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사상(수지상) 방식(Radial System)

방사상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지상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고객은 오

직 하나의 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즉, 나뭇가지 형태

로 전력공급 계통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원에서

부하까지 최단거리로 전력을 공급하고 공급선로의 용량을 100%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부하밀도가 적은 지역에 저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한편 방사상 방식은 선로에 고장 발생시 일반적으로 고장구

간 후단의 건전구간까지 정전이 수반됨으로 고장범위가 넓고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사고율이 매우 낮고 계획 정

전이 거의 없는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매우 경제적인 시스템

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차단기의 재폐로나 일시 정전 등으로 인해

정전에 민감한 부하의 경우 전기품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서는 주로 고장시 정전범위가 적은 특고압 가공배전선로의 분기선과

저압(가공·지중)계통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2.2 Open loop 방식(개방환상방식)

Open loop 방식은 일반적으로 2～3개 이상의 선로를 연계하여 운전하

는 방식으로 방사상 방식에 비해 다른 배전선로에서 공급할 수 있으므

로 공급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즉, 고객은 한 개의 주 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연계선로는 고장시 건전구간을 송전하기 위한 back

up 기능을 하게 되며 상시 개방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고장점을 탐색하고 고장구간을 계통에서 분리하

여 건전 구간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구 절차는 수동 또는 원격조작으로 가능하며 현재

는 원격으로 조작하여 복구시키는 절차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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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oop 방식은 고장이 발생하면 연계된 선로에서 고장선로의 건전

구간 부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방사상 방식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소

요된다. 또한 방사상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부하의 경우, 차단기의

재폐로나 일시 정전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Open loop 방식의 전형은 MV/LV 변압기나 MV 직거래 고객과 연결

되어 있는데 각 부하점은 MV 개폐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개

폐기는 상시 개방점을 제외하고 모두 닫혀 있다. 국내에서는 특고압(가

공·지중) 배전계통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2.3 Closed loop 방식

Closed loop 방식은 동일변전소 동일 Bank 에서 2개의 선로를 인출

하여 상시 연계하여 병렬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Open loop 방식과의 차

이는 상시 개방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2회선으로 병렬 공급

되기 때문에 고객은 한쪽 회선의 사고만으로는 정전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한쪽 특고압 간선 케이블 고장시 개폐기간 초고속 통

신을 통하여 변전소 차단기가 동작하기 전에 고장 구간을 신속히 계통

에서 분리한다. 건전구간은 정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높은 신

뢰도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선케이블에 놓여 있는 모든 개폐기는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Closed loop 전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변전소의

메인 차단기와의 보호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보호계전 방식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losed Loop 배전방식의 인출케이블은

허용전류를 고려하여 선로고장시 루프선로에 걸리는 최대 부하전류에

대응 할 수 있는 규격의 관로케이블이 선택하여야 하고, 차단기간 초고

속 통신을 통하여 고장구간을 색출하고 계통에서 분리하는 구조로 간

선케이블에 차단기는 상시 직렬 상태로 연결되어야 하며 부하공급을

위한 별도의 분기선로는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통 공급방식은

고신뢰도 공급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행정복합신도시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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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부 신도시의 지중배전계통에 적용 하고 있다.

Closed loop 방식은 [그림 2-1]와 같이 모든 차단기에 개방점이 없

이 모두 닫혀있으며 차단기와 차단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Open-loop System Closed-loop System

[그림 2-1] Open loop와 Closed loop 방식 비교도

2.4 주ㆍ예비선 방식(Spare Time Transfer System)

주ㆍ예비선 방식은 [그림 2-2]와 같이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에 대하

여 동일변전소 타 Bank 또는 타 변전소에서 2회선을 인출하여 주선

로에서 상시 부하를 공급하여 주선로 고장시 예비선로로 자동 전환되

도록 선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림 2-2] 주·예비선 방식

2.5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Spot Network System)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은 각기 다른 전력용 변압기에서 인출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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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3회선이 표준)의 고압 배전선로를 통하여, 동일 수용장소에 공

급하는 1차 배전계통과 Network 변압기와 보호 차단기를 통해 저

압측(2차측)모선을 연결하여 병렬운전에 의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

는 2차 배전계통으로 구성된 전력공급 체계를 말한다.

2.6 분기선 연계 방식

분기선 연계방식은 간선에서 인출된 분기선로에서 다회로 개폐기를 통해 여

러 개의 변압기를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투자비는 타 계통구

성 방식에 비해 적지만 국부적인 배전기기 고장에도 많은 고객이 정전을 경험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선로 구성방식은 고압 고객의 경우 개폐기를 통해

직접 공급되며 저압 고객의 경우는 개폐기에 연결된 변압기를 통해 Open

loop 계통으로 공급되는 방식으로 변압기나 개폐기 고장시 분기선로 전체가

정전되어 정전 범위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기선에서 변압기나 개폐기

설치 및 교체시에도 구역 정전이 발생하여 공급 신뢰도가 떨어진다.

2.7 간선연계 방식

간선연계 방식은 Open loop 방식에서 사용하는 개폐기 대신에 모든 간

선내의 부하점에 보호장치부 개폐기 또는 차단기를 활용하여 간선 고장

시 고장 차단 능력과 변압기선로 보호 방식을 개선하여 공급신뢰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유럽의 지중배전선로 지역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또한, 차단기 1회로에 변압기 1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변압기 설계와 용량 증대를 통해 계통 고장 요인을 최소화하며

보호장치가 부착된 저압배전반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저압측의 고장파

급을 예방하여 정전구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기기 구

성은 보호장치부 개폐기 회로의 경우 간선을 연계하는 2대의 차단기와

변압기 연결 대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호장치(차단기 또는 Fuse)로 운

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고 신뢰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스테이션의

변압기 공급선로 등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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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간선연계 방식

3. 국내 저압 배전계통 구성

3.1 저압수지상 방식

저압계통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지상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중/가

공선로 모두 수지상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나뭇가지 공급방식으로

이해하면 파악이 쉽다. 수지상 방식은 하나의 선로로부터 전력공급 받

는 방식으로 전원~부하까지 최단거리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공급선

로를 100% 활용할 수 있으므로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장 발생 시 고장구간 후단부터 건전구간까지 정전이 수반되

므로 정전의 범위가 넓다. 또한 변압기 교체시까지 장시간의 정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2-4] 저압수지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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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압 연접 방식

저압 고객과 고객 공급 사이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대부분은 [그림 2-5]에서 보여주듯이 2차 측의 각 분할점이 절연되

어 구분되어 있다. 이 방식은 만약 부하가 변하거나 증가할 때 이와

같은 분할 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변압기

별 부하공급구간 조정을 통하여 추가 변압기의 설치를 연기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저압 연접의 위치는 주로 지중의 경우 저압 접속함

이나 핸드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림 2-5] 저압 연접 방식

3.3 저압 Loop 방식

이 방식은 단일회선 네트워크 방식으로서 2차측은 동일한 용량의

변압기로 연결된 그리드 형태이다. 즉, 동일 피더에 접속된 2개 이상

의 변압기 가선을 연계하여 부하전력의 융통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변압기와 2차측 사이에 놓여있는 2차 차단기는 변압기 또는 저압선

고장시 고장구간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저압 Banking 방식에서 발

생할 수 있는 Cascading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구비하였으

며, 변압기간 저압간선은 저압 차단기를 통하여 인접 변압기와 연계

된 형태로 구성한다. 저압 Loop 방식은 방사상 방식이나 저압연접방

식에 비하여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변압기 1대 고

장시에도 무정전 전원공급이 가능하여 전력공급신뢰도가 높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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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LOOP 계통의 부하 상태에 따라 부하의 융통이나 부등률

에 의하여 변압기 용량을 절감하는 동시에 플리커를 제거하여 전압

개선 및 손실 경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 저압 간선연계 방식

저압 간선연계 방식은 변압기 고장뿐만 아니라 저압간선 고장시에

도 고장 절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압간선연계 방식의 단점은 모

든 저압간선을 서로 연계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저압 관로와 케

이블 길이가 길어지며, 이 경우 전압강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

다. 또한, 저압간선연계 방식은 공급 변압기가 서로 다른 저압간선끼

리 연계하는 것으로서 저압접속함(Junction Box)에 개폐기능을 포함

시켜야 하며 저압간선 고장으로 인한 연계시 저압간선의 허용전류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저압간선 연계방식과 변압기간 연계방식을 비교하면 저압간선 연계

방식이 저압 고객에 대한 공급신뢰도는 향상되나 상대적으로 저압연

계 개폐기 대수가 늘어나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저압간선 연계 방식은 고압간선 연계방식이나 Closed

loop 방식과 혼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림 2-6]에 계통 구성

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변압기 고장 및 저압간선 케이블 고장시에도 대체가 가능

○ 변압기 이용률이 변압기 연계방식에 비해 높음

○ 연계개폐기 대수가 늘어남

○ 연계개폐기 대수의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의 어려움 증가

○ 저압 간선 케이블 길이가 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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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저압 간선 연계 방식

제 2 절 국외 배전 계통

1. 영국

영국 지중배전 계통 구성은 각 배전회사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도시 과밀지역에 있는 런던과 그 이외의 배전방식으로 나눌 수 있

다. 아래 그림은 런던의 지중배전 계통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저압 배전선로는 방사상 계통으로서 일반적으로 부하의 크기와 전압강

하를 고려하여 케이블 굵기를 결정한다. 한편, 저압계통의 연계는 배전회

사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며 고장을 고려한 다연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

지만, 일반적으로 보수에 대비하여 변압기 용량의 1/3 정도를 절체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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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고압, 저압 연계방식

3. 독일

배전계통 구성은 각 전력회사마다 다르지만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

적인 베를린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방식을 나타낸다. 발전소에서 승압 된

380kV 송전선로는 380/110 kV의 변전소를 거쳐 중압계통을 형성하고

다시 110/10 kV 변전소를 거쳐 배전계통을 구성한다. 10 kV의 배전계통

은 상시 2회선 연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저압계통은 고객의 형태별로

수지상 또는 뱅킹(Banking)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2-8] 독일 전력회사(베를린)의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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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대도시의 배전계통구성은 1개의 변전소에 M.Tr이 보통

1～2개 정도가 있으며, 1개의 M.Tr(70 MVA)당 최대 24개(주선로 4개 ×

분기선로 6개) 배전선로를 인출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전계통은 병렬운

전(Double branch networks)을 하고 있으며, 분기선로 구성 시에는 보통

T 분기 접속재(Resin T-Junction)를 사용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알루

미늄 전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성선의 차폐층만 구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9] 도심지 배전계통구성도(Double branch networks)

야외 지역의 배전계통 구성방법은 개방 환상방식(Open loop system)

을 적용하고 있으며, 약 12,000 개의 배전선로를 운영하고 있다. 총 긍장

은 504,000 km, 호당정전시간(SAIDI : 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은 약 2 시간 정도로서 정전시간이 긴 편이다.

[그림 2-10] 야외 지역의 배전계통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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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선로구성은 고압, 저압 모두 환상방식(loop system)으로 구

성되어 있고, 중요한 고객이라도 공급방식을 달리 하지 않으며, 이중전원

또는 절환 스위치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50 MVA M.Tr의

경우 10～15회선을 인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로 운전용량

이 국내와 비교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배전스테이션 및 계통 구성

6. 미국

미국에서는 도시의 발전을 추종하는 형태의 전기사업이 창업되고 있고

또한 공급 면적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가공선로에 의한

공급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지중배전은 주로 도심 일대와 도시주변부의

신흥지역이다. 도심 일대는 부하밀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고층빌딩과 쇼핑

센터 등의 대용량 고객이 많은 곳, 병원과 대형상가 등 고신뢰도를 요구하

는 부하가 많은 지역 외 도시미화에 대한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

로 네트워크 또는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2-12] 지중배전계통 (Con Ediso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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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캐나다

배전설비 형식은 가공선로를 기본으로 발전했지만 가공선로에 의한 공

급부과 신뢰도의 향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지중화

가 시행되어 대부분의 도시부, 변전소 주변의 배전선로 인출부분, 대도시

의 다운타운 지구 그리고 신규개발의 주택지구에서는 지중배전방식이 보

급되고 있다. 이미 지중계통이 구성된 도시부의 중심지구에서는 미관상

이유 보다는 가공선로의 공급력 부족과 신뢰도 향상 등이 이유이고, 최

근의 지중화는 미관향상의 관점에서 각 지자체와의 합의에 따라 토목공

사 시공비용을 자치단체 측에서 부담함으로서 공사비를 전기사업자와 등

분하는 등의 비용분담을 하고 있다.

택지지구에서의 지중화 비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용기기가 노상설치

방식이고 케이블매설방식이 직접매설이기 때문이며 상업지구에서는 기기

가 지하공급 설치방식이고 케이블이 관로로 포설되기 때문에 주택지구에

비해 비용 비율이 높다.

전기사업자로서 BC 하이드로전력, 알바타전력, 에드몬튼 전력, 하이드

로 퀘벡전력, 온타리오하이드로전력, 토론토하이드로전력, 오타와하이드

로전력, 노바스코샤전력등이 각자의 계통을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스포트 네트워크, 레귤러 네트워크, 방사상/상

용·예비 절환 방식, 상시개로 연계, 관로개로 연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8. 일본

일본의 지중계통은 도시의 고밀도 부하 지역의 경우는 스포트 네트워

크 방식과 레귤러네트워크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 방식으로는 연

계 방식, π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6 kV 회선의 간선은 다른 변전소 회

선에 연계되어 있으며, 분기선은 같은 변전소의 다른 회선과 연계되어

있다. 2차 측 저압선은 핸드홀에 의해 방사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도시의 경우 지중배전계통 구성은 연계방식으로서, π형태로 공급

되고 있으며, 간선에는 기본적으로 가공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중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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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선에 국한되고 저압선은 도시지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한 신규 주거단지에서는 지방도시와 동일한 계통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개폐기는 매 500 kW 부하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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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배전스테이션

제 1 절 배전스테이션

국내의 경우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지중

기기는 모두 지상에 설치하고 있으며 지상설치로 인한 상가의 가시권

방해,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도심지역에서는 지중선로 건설은 물론, 가

공선로의 지중화 추진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는 이면도로를 제외한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가 좁은 개소에서는 지상기기를 설치할 공

간(보도)이 없으므로 지중화를 추진하려면 별도의 공간확보 대책이 필

요한 실정이며 특히 저압 고객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지상변압기의 설

치공간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전에서는 건물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배전설비를 건물 한곳으로 모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배전스테이

션(Distribution Station)이라고 한다. 배전스테이션은 도심의 미관을 살

리면서 기기의 운영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

태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심

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림3-1] 서울 명동 배전스테이션



- 22 -

배전스테이션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많은 전력기기가 설치되어 보호기

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저압차단을 위한 ACB, MCCB도 설치되어 있으

며 기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에어컨과 환풍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 2 절 컴팩트배전스테이션

1. 국내 컴팩트배전스테이션

배전스테이션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부하가 많은 도심지에 위

치하고 있다. 사례를 둔 명동의 경우 좁은 공간에 다수의 부하가 있어

전력설비를 도로나 인도에 설치하기 어려웠고, 별도 건물에 지상기기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배전스테이션은 건물확보,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모든 곳

에 활용하기 어렵다. 저압 부하 500～2,000kW가 밀집된 곳이나 건물확

보가 어려운 경우, 계통 구성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컴팩트배전스테이션

(Comapact Distribution Station)이다. 컴팩트배전스테이션은 별도 건물

을 짓거나 매입하지 않고, 지상/지하형 구조물에 전력기기를 설치해 공

급하는 방식이다.

[그림3-2] 배전스테이션 내부 기기



- 23 -

[그림3-3] 지상/지하 컴팩트 배전스테이션

하지만 지상형 배전스테이션의 경우 지상에 점용공간을 차지하고 도시

미관훼손, 통행방행으로 부하가 밀집한 곳에서는 설치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시민 안전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상 배전기기에 대한 이면도로 이전설치 또는 지중화

요구가 심화하고 있고, 산업발전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에 따라 도심지역

부하밀도는 증가추세이며, 특히 ‘15. 6월 저압공급범위를 현행 499kW에

서 1,000kW까지 확대되고, 앞으로는 추가 공급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저

압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지상기기 설치공간 확보가 절대적이나 도

심지역 복잡화, 시민의 보행권 확보 요구 등으로 인해 설치공간 확보는

한계가 있으며 전력설비의 지하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 의회에서 자체 조례안 개정 추진으로 전기사업

자의 사업용 배전 시설물이 시민에게 주는 불편함과 도시미관 저해를

예를 들어 지상설치를 억제하고 기존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지중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단지개발 주체는 지역개발 시 인도변 지상배전기기 지하

설치를 위한 한전의 지하형 컴팩트 배전스테이션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2. 국외 컴팩트배전스테이션

2.1 미국

미국의 뉴욕주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Con Edison사에서는 지중 맨

홀 내부에 유입형 변압기(oil type)와 몰드형 개폐기(mold type)를 설치

운전하고 있으며 지하에 설치되는 기기는 방수, 난연 구조로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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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중 설비는 벽면에 설치하여 침수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

분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기자재의 접합부는 실링 및 테이핑 처리

를 하고 있다.

2.2 캐나다

몬트리올 도심의 경우 배전설비는 100% 지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Dry-Vault 타입을 적용하고 몬트리올 시내에는 PAD Type을 시에서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맨홀은 시에서 건설 관리하고 있으며 Vault는 하이드로 퀘벡에서 설

계하고 투자 및 건설은 시에서 하고 있다.

지하 볼트는 매년 수 주간은 홍수 또는 수도계통의 균열로 물에 잠기

게 되며, 누수의 대부분은 케이블 덕트와 인도변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

해 침투하는 물 때문에 발생하고 행인들이 버리는 오물이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여 비상시 정전시간을 길게 만든다. 이에 따라 하이드로 퀘벡

에서는 행인들에 의한 오염물 및 지표·지하수 유입 방지 및 배수를 통

한 내부를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볼트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지하구조물의 환기구 축소에 따른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지하구조물의

중앙부분과 끝부분에 단열덕트를 설치하였으며, 이것은 굴뚝효과를 일으

켜 공기 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부하 지역의 지하구조물에

는 송풍기를 설치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였으며 최대 1.5 MVA 용량의

변압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3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대도시에는 대부분 지중배전용 기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의 일반 지역에는 지상에 지중배

전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력회사가 고객소유 빌딩 내부

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기기 점용료를 고객에게 지불하고 있다. 프랑

스는 설치가 곤란할 때는 U-CDS에 지중배전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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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운영,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대

부분은 지상형을 사용하고 있다. 배전용 변압기의 정격용량은 25～

1,000 kVA이며, 평균 사용년수는 23년 정도이다. RMU(Ring Main

Unit)는 2차측에 Fuse를 주로 사용하며, 변압기는 주로 유입 변압기를

사용 중이다.

2.4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에서는 유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RMU(Ring Main

Unit)를 이용한 배전용 변전소를 옥내ㆍ외 건물에 설치하고 있으며, 특

이사항으로는 저압 원격 제어스위치(LV remote controlled switch)를

이용한 저압 원격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중기기 설치공간을

고객과 회사간 계약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전을 받기 위해서는 고

객이 설치공간을 미리 제공하여야하며, 고압의 경우 고객이 배전용 변

전소를 건물 구내에 설치(조립식 형태로 공장에서 제조) 한 후 전력회

사로 부터 설치공사비를 돌려받고 있다.

도심의 지중화 지역에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Box Station을 사용하며

2회선의 회선을 인입하고, 변압기 용량 630kVA, 개폐기는 3회로를 수

용한다. 그리고 배전변전소 내에 차단용량 250 A의 차단기를 사용하여

저압선로 보호에 원격조정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사령실의 투

입/개방 지시 후 5초 이내에 동작하며 저압고장 개소의 위치를 파악하

고 저압선로의 상태감시와 원격조작을 한다.

2.5 네덜란드

RMU를 주로 수동형을 사용하며 보호장치로는 퓨즈를 사용하고 있

다. 설치 후 교체 없이 보통 20년을 사용하며 보수 시 40년 이상을 사

용한다. 네덜란드의 전력회사인 Continuon은 SF6 가스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EATON (Holec M&A)사의 고체절연 기기류를 75 %이상

사용하고 있다. 배전변전소의 시설과 관련하여 고객이 전력회사에 설치

를 요청할 때는 고압 수전설비를 전력회사에서 설치(RMU, 변압기, 저

압반)한 후, 공사비에 대해 고객에게 임대비용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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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지하설치형 배전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비용과 유지보수 및 안

전문제로 권장하지 않으며, MV/LV 기기는 대부분 고객 구내에 설치되

어 있어 환경조건이 좋아 기기 수명을 30～4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림3-4] 고객 구내 수전설비 및 광고물 부착형 배전용 변전소

2.6 스페인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비 도심지는 가공을 적용하고, 도심지나 준도심

지는 지중화를 적용한다. 그리고 도심지의 경우는 신축 건물의 경우 전

기관련 설비를 건물에 넣어 설치하여 전체 설비의 약 60 %가 건물내

에 설치되어 있다. 지중인입은 고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하

여 비율이 높지는 않다.

스페인은 지중용 모델로 Ormazabal 및 Schnedier의 제품을 쓰고 있

으며, 설치되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의 지중구조물을 설치

한다. 대부분 U-CDS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다. 이는 국내와 달리 기기 제작사 들은 국제기준 및 전력사의 요구사

항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형상 및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하므

로 배전스테이션 구조물+기기+통신설비를 같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지중형 배전스테이션 설치 이후에는 매년 2회 정도 오물청소 등

의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지표 및 지하수에 대한 배

수는 환기구에 있는 자연배수구를 이용하며 별도의 강제 배수 설비는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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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배전계통모델 및 Power Flow

제 1 절 Secondary Substation

1. 정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컴팩트 배전스테이션을 Secondary Substation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배전스테이션도 개폐기,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수

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2차 변전소라고 볼 수 있으나 본 보고서는 컴팩

트배전스테이션에 적용된 저압 배전계통이 주목적이므로 컴팩트 배전스

테이션만 Secondary Substation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Secondary Substation에 대한 개략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4-1] 지중배전계통 및 Secondary Substation 정의

그림 4-1는 현재 국내 지중배전계통에 대한 예시이다. 한전에서는

154/22.9kV 변압기를 Main Transformer라고 부르고 있으며 M.tr과 차단

기(CB), 기타보호기기가 설치된 설비를 변전소(Substation)라고 부르고

있다. 앞에 기술한바와 같이 컴팩트배전스테이션을 Secondary

Substaion 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는데 해당 Station에는 차단기능을 내장

한 다회로차단기(RMU), 변압기 그리고 분전반(저압차단기포함)이 포함

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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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ondary Substation 계통 구성 필요성

국내의 지중배전 계통은 북미권의 영향으로 분기선 연계방식(Open

Loop)로 구성되어 있고, 저압은 변압기 주변으로 방사상 인입방식을 사

용하여 부하절체가 불가능하여 저압 작업 정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중요한 지역에는 신뢰성이 우수한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을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국내와 유사한 계통을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의 경

우도 계통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를 중심으로 컴

팩트 배전스테이션 설치 및 고신뢰도 계통방식인 네트워크 혹은 스포

트 네트워크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일찍이 컴팩트

배전스테이션 및 도심지와 같은 중요지역은 안정성이 우수한 Closed

loop 방식의 고신뢰도 계통을 구성하여 사용하여왔다.

따라서, 국내 역시 기존의 구도심지의 경우 추가적인 선로 증설이 불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선로를 고신뢰 계통으로 개선하기는 힘들지만,

중요도에 따른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고신뢰도 계통의 적

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하형 콤팩트 배전스테이션의 경우도 대부

분 부하중심점에 설치되는 바, 국외 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고

신뢰도의 계통과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현재 지중저압배전계통

지중배전은 가공선로와는 다르게 “전주”라는 지지물이 존재하지 않고,

맨홀, 핸드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등 구조물, 기기를 전력공급을 위

해 설치한다. 맨홀과 핸드홀은 선로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구조물이고 개

폐기와 변압기는 전력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설비이다.

저압계통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지상 계통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

중의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가공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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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kVA 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반면, 지중의 경우 50～300kVA변압

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저압공급범위확대에 따라 500kV

A～2,000kVA 용량의 변압기도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지중배전계통도는 아래와 같다. 지중배전계통은 도면상에 실선은

관로(케이블이 다니는 경로)로 표시하고 점선은 도체인 케이블을 말한

다. 개폐기(SM,SA)에서 특고압 수용가에를 공급하고 변압기 2차측과 2

차측에 연결된 접속함에서 저압이 공급된다.

[그림4-2] 지중배전계통 도면(상세도)

계통을 이해하기 쉽게 심볼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개폐기

(Switchgear)는 주로 4회로가 사용되고 특고압은 서로 계통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 그러나 변압기(TR)에 연결된 저압은 수지상으로 연결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0 -

[그림4-3] 지중배전계통 도면(간략도)

위 도면은 현재 국내 지중배전계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통의 예시이

다. 예시에서는 4개의 변압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변압기는 서로

배타적으로 운영되며, 연결되지 않고 있다. 즉 변압기 자체의 고장시 타

변압기와 연계가 불가능하여 변압기 고장시 수용가는 변압기 수리시까지

장시간의 정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4-4] 수지상 계통을 나타내는 저압계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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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econdary Substation 적용된 계통

1. 신뢰도 향상을 위한 RMU방식

계통의 신뢰로 향상을 위해 RMU 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RMU란

Ring Main Unit 의 약자로 계통을 Ring 으로 구성하여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 아래의 그림은 RMU방식이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을 구성한 모습이다. 타 선로 연결 및 특고압 수용가와 연계

되어 있는 간선에는 Secondary Substation을 연결하지 않고, 분기선에만

연결하고 Station 에는 차단기능이 내장된 개폐기(또는 다회로 차단기)와

대용량 변압기, 그리고 저압 차단기가 포함된 분전함이 있다.

[그림4-5] RMU가 포함된 지중배전계통(CB(2)선로)

RMU는 본 연구에서 3가지를 의미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개폐기와 CDS를 묶어 하나의 RING를 보는것과

② 다회로차단기로 불리는 RMU기기와 변압기, 분전함으로 구성된

CDS(Compact Distribution Station )을 Ring으로 부르는 것

③ 마지막으로 앞에 기술했듯이 다회로차단기 자체를 RMU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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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특고압 RMU계통에 대한 상세이미지이다.

[그림4-6] RMU 방식이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2 Secondary Substation 도입을 고려한 지중저압배전 계통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저압 지중배전 모델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한다.

2.1 Type_A (Dual Secondary Substation)

Type A는 Secondary Substation을 2개소 설치하여 서로 전력을 보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Secondary Substation에 포함된 변압

기 고장시 2번째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력을 대

체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2개의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변압기가 정전/고장

감지 후 빠르게 별도장비(자동전원전환장치)를 통해 전원 차단/투입을

진행하여 정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방식은 부하를 서로 분담하는 방식에서 고장시 한 개의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부하를 모두 분담하는 경우

가 발생하므로 변압기의 부하율을 등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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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Type_A가 적용된 지중배전계통

위 그림은 Type_A 가 적용된 지중배전계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계

통에서 Power Flow를 검토해보겠다.

[그림4-8] Type_A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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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Secondary Substation을 상세하게 표현한 이미지이다. 실선

은 특고압 전선이고 점선은 저압선을 나타낸다. RMU를 자세히 보면 2,3

번 단차에는 차단기능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된 단자에 변

압기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각 저압회선마다 저압차단기(MCCB)가 설

치되어 있고 Secondary Substation 상호 전원 공유를 위하여 전원전환

장치(ATCB : Automatic Transfer Circuit Breaker)이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 Type_B (보조변압기 설치방법)

Type_B는 컴팩트배전스테이션(CDS)내에 변압기 2대를 설치하는 것이

다. 변압기 한 대로 주로 전력을 공급하고 그 변압기 고장시 같이 설치된

보조변압기로 전력을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CDS 내부

에 변압기가 2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Type_A보다 주변압기 고장시 대

체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뢰도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CDS내에 변압기 2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점유로 인하여 환기, 방수 등 문제를 더 면밀하게

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그림4-9] Type_B가 적용된 지중배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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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은 TypeB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에 대한 상세도 이

다. RMU의 2,3번 단자에 변압기가 연결되어 있고, 주변압기로 부터의

전원공급 상실시 전력변환장치(ATCB)를 통해 보조변압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10] Type_B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2.3 Type_C (ATCB 별도 구성방법)

Type_C는 Type_A와 계통은 유사하나 자동전원전환장치(ATCB)를

컴팩트배전스테이션이 아닌 별도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지하형 컴

팩트배전스테이션은 방수구조, 화재방지, 자동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폭우로 인한 침수발생시 전력공급중단으

로 배전스테이션에 변압기와 같이 설치된 ATCB 고장으로 타 선로로 연

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컴팩트 배전스테이션에 ATCB는 변압기 2차 측과 저압 차단기 1차 측

에 위치하는데, ATCB를 별도 설치할 경우 저압 차단기 또한 ATC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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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별도설치를 통하여 컴팩트배전스테이션 구조물 자체에서 문제발생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별도 설치를 위한 공간점용, 선로우회로 인

한 공사비증가 및 전압강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4-11] Type_C 가 적용된 지중배전계통

아래 그림은 Type_C 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에 대한 상세도

이다. ATCB는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Secondary Substation은 RMU와

변압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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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Type_C 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2.4 Type_D (기존변압기 연계방법)

Type_D의 경우는 기존 지중배전계통에 Secondary Substation을 1개

소만 적용하는 경우이다. Type_A는 2개를 설치하는 데 반해 본 유형은

1개만 설치하는 경우다. 택지개발지구 등이 아닌 기존 부하 수용가에서

는 지하구조물의 설치상의 한계로 인하여 본 유형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지중배전계통은 4회로 개폐기의 1개의 단자에 지상변압기(Pad

Mounted Transformer)이 1~4개 정도 연결되는 유형이고 변압기와 개폐

기에는 별도 차단기능이 없다.

Type_D는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변압기 고장시 부하 측 정

전시간 단축을 위해 타 변압기(기운영 중인)와 계통을 연결하여 ATCB

를 통해 전원을 정전시 전원을 전환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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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 Type_D 가 적용된 지중배전계통

아래 그림은 Type_D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에 대한 상세도이

다.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ATCB가 주변압기 전원공급 차단시

기존 선로에 운영되고 있는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형식이다.

그림4-14는 1개의 변압기와 연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변압기는 1,000kVA의 대용량이지만, 기존 변압기는

주로 300kVA 이하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전원전환시 부하

에 정상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변압기 1대

가 아닌 다수의 변압기에 연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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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Type_D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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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ower Flow 및 이론

1. Power Flow

1.1 정의

◦ Power Flow ﾠ또는 Load Flow 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서 전력 흐

름의  수치적 분석ﾠ
◦ 일반적으로  단선 다이어그램과  단위 시스템과  같은 단순화된 표

기법을 사용하며 전압, 전압 각도, 실제 전력 및 무효 전력과 같은

 AC전원 parameter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춤. 정상상태 작동에

서 전력 시스템을 분석

◦ 전력 시스템의 향후 확장을 계획하고 기존 시스템의 최적 작동을 결

정하는 데 중요하다. 

◦ Power Flow에서 얻은 주요 정보는 각 Bus에서 전압의 크기와 위상

각, 각 Line에서 흐르는 실제 및 무효 전력임

1.2 해석방법

회로해석의 노드해석법이나 루프해석법은 전력조류 해석에는 부적합하

다. 전력조류에 제공되는 파라미터는 임피던스 데이터가 아니라 유효,

무효전력의 형식이고 발전기는 전압 원이나 전류 원이 아닌 유효 및

무효전력공급원으로 주어진 비선형 대수식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

다.

1.3 해석원칙

전력조류 계산은 정상상태의 평형 3상 전력계통의 모든 모선에 대해

전압과 위상 각을 구하는 것이다. 전력조류 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전

압과 위상 각을 이용하면, 선로나 변압기의 유효전력, 무효 전력, 그리

고 설비손실을 구할 수 있다. 전력조류 계산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단선도가 필요하다. 단선도에서는 모선데이터, 선로데이터, 변압기 데

이터가 필요하다. 모선은 다음 3강의 형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Swing(Slack) : 전체 모선(BUS) 중 하나의 BUS를 스윙 BUS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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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며, 이는 기준모선(reference bus)이 된다.

② 부하(PQ) BUS : P와 Q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V와 δ를 미지수로 지

정한다. 전력계통에서는 대부분의 모선이 부하 BUS이다.

③ 전압제어(PV) BUS : P와 V를 입력데이터로 하여 Q와 δ를 미지수

로 지정한다. 발전기, 스위치제어 병렬콘덴서, 정지형 무효전력보상장

치가 연결된 모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경우에는 무효전력 공급한계

Qmax, Qmin 도 입력데이터로 주어진다. 전력조류 계산중 상한값이나

하한값에 도달하면, 무효전력 값을 그 값으로 고정하고 그 모선을 PQ

모선으로 하여 전력조류계산을 한다. 모선 탭조정 변압기가 연결된

경우에는 전력조류 계산에서 탭 설정치를 고려 넣는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사용하는 단선도에서는 PV Bus는 분산형전원

만 고려한다.

1.4 Newton-Raphson method

Newton-Raphson method 은 동일한 수의 미지수로 다양한 비선형 방

정식을 풀기위한 반복 기술이다.

여기서 V,P,Q는 단위법으로 δ는 라디안으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Newton-Raphson method로 Power flow(Load Flow)를

계산하는 Matlab Simulink Simscape를 사용하여 전력조류를 해석하고

자 한다.

[그림4-15] Matlab Power flow 해석을 위한 도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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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6] Matlab Power Flow 결과예시

2. 조류의 방향

Matlab에서 Power flow 결과에서 관심 있게 볼 항목은 전압과 위상이

다. 각 부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규정된 전압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위상은 조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매트랩에서는 위상을 deg 단

위로 표시해주는데 위상의 차이를 보고 조류의 방향과 시간이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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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으로 통해 교류에서 유효전력은 위상이 앞선 곳에서 뒤진곳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매트랩에서는 slack 값을 1∠0 으로 보통 설정하기 때문에 부하측은 (-)

값으로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4-17] 부하 BUS의 위상차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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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유효전력에 대한 Sin 파형이다. 예를들어 Bus 1-2에서는

0deg 였는데 그 다음 부하인 Bus1-3에서 –0.01deg 만큼 차이가 있다면

몇 초뒤에 전력공급이 된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 식과 같이 국내 전력 시스템은 60Hz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 cycle

은 16.7ms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식을 보면 0.01deg는 0.46388e-6 초

로 판단 할 수 있다.

3. 규정전압

배전선로에서 부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병렬부하는 전압이 같고

전류가 부하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연결방식이다. 전기공급약관에서는 규

정전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준전압 유지범위

110V 110V ± 6V 이내

220V 220V ± 13V 이내

380V 380V ± 38V 이내

[표4-1]전기공급약관 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23조

위의 규정을 보면 단상 220V인 경우 207V에서 238V까지 유지해야 하고

3상 380V인 경우 342V에서 418V 까지 전압을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배전용 변압기에서는 전압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측 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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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V/230V로 공급하고 있다.

상별 용량
1 차

정격전압

2 차

정격전압

1 차

탭전압
비고

22.9kV-y

단상

50

13,200 230
13,800

12,600

100
200
300

22.9kV-y

3 상

75

22,900 400/230
23,900

21,900

1.결선 :Y-Y

2.각변위 :0 도

150
300
500

[표4-2] 지중용 Pad변압기 주요 스펙

단거리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집중정수회로로 간주한다. 즉, 누설콘덕

턴스와 정전용량을 무시하고 저항과 인덕턴스만 고려한다. 따라서 집중

정수회로에서의 전압강하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림4-18] 배전선로에서의 전압강하 계산식

Matlab에서는 Slack의 전압값을 1[pu]로 설정하고 전력조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결과로 전압강하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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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압기 용량산정

변압기의 용량은 부호의 규모, 종류, 특성 부하증가율을 감안하여 적정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가공용 변압기의 경우 10, 20, 30, 50, 100,

150kVA의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지에는 최초설치시에

최소 30kVA를 설치하고 있다.

지중선로에 사용하는 Pad Mount 변압기는 50, 150, 300, 500kVA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300kVA 변압기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변압기 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과부하 도달 상정년수는 변압기의 이용률이 130%에 도달될 때까지의

소요 연수로서 일반적으로 7～9년 정도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설치지역, 부하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감 적용할 수 있다.

공급 부하의 수용률은 일반적으로 상가 및 번화가는 0.65, 기타지역은

0.5, 냉․난방기기 등의 계절성 부하는 1.0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하

의 사용조건, 가동시간 등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별도 수용률, 역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전력

인 부하의 kW 값을 모두 합산하여 변압기 부하율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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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Parameter

5.1 케이블

국내에서는 지중선로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특고압은 “22.9kV-y 수

트리억제충실 알루미늄 전력케이블(TR CNCE-W/AL)”을 사용하고 저

압의 경우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절연케이블”을 사용한다. 차이

점은 특고압케이블은 중성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3상 구성시 3선으로 가

능하지만 저압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선선이 별도로 필요하여 3

상선로 구성시 4가닥이 필요하다.

다음은 제조사에서 발췌한 케이블 스펙이다. 배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의 경우와 다르게 단거리 선로로 이루어져 있고 선로에 저항과 리액턴

스 값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케이블 임피던스는 저

항값만 제공하였고 리액턴스 값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R/X비율을 참고

하여 X값을 추정하였는데, 관련 비율은 “Voltage and Frequency

Control of Inverter Based Weak LV Network Microgrid”에 기재된

Typical Line Parameters를 참조하였다.

[그림4-19] 특고압(상) 및 저압(하)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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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Typical Line Parameters

위 표를 근거로 특고압의 임피던스는 Z=0.0778+j0.25097 / km 로 입력하

였고 저압의 경우 Z=0.0754+j0.00979 / km 로 입력하였다.

5.2 기기

Secondary Substation 에 포함되는 특고압 기기는 RMU(Ring Main

Unit)와 변압기 그리고 분전반에 포함되는 저압차단기이다. RMU기기

는 아래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하는

Tool인 Matlab에서는 동일한 심볼이 없고 유사한 Circuit Breaker를 사

용하여도 해당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스펙은 본 연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4-20] RMU : Ring Mai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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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RMU 주요기능

변압기는 Matlab에서 다양한 심볼이 있다. 그중에서 Two winding 변

압기를 사용하였는데, 현장에서도 2권으로 이루어진 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변압기에는 1,2차측 전압과 용량 그리고 자화임피던스를 넣는

항목이 있다. 자화임피던스는 계산시 무시하므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디폴트값으로 입력된 500pu으로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림4-21] 750kVA 배전용 유입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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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하

부하는 3상 부하만을 고려하였다. 실제 선로에서는 1개 선로에 단상, 3

상 고객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상 3상

고객만 선택하였다. 배전선로에 다양한 부하가 존재한다. 농사용, 산업

용, 상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이다. 농사용은 관정, 창고 등을 사용하는

부하이며, 산업용은 공장부하, 상업용은 상가, 주택용은 일반 주택, 일반

용은 사무실 등에 적용된다. 농사용과 주택용은 주로 10kW이하의 전력

을 사용하며 산업용은 100kW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새로짓

는 건물들은 산업용/일반용/상업용의 경우 특고압으로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꽤 많다. 건물별로 별도 옥내 수전설비를 구축하여 특고압을 저

압으로 변환하여 개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에는 저압이 2,000kW까지 확대 될

수 있다. 즉 특고압 22.9kV로 공급되던 부하가 앞으로는 380/220V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 300kW등 기

존에 저압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부하를 연결해보고 시뮬레이션해 볼

예정이다.

[표4-5] 변압기 주요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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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계통에 적용된 저압부하

산업용 부하는 주택용, 농사용 등과는 다르게 역률관리를 하고 있다. 역

률에 따라 전기요금도 다르므로, 산업용 부하는 리액턴스 값도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모든 부하를 “저항” 부하로만

판단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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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계통부하배치

Secondary Substation 에 설치되는 변압기는 500～2,000kVA의 용량으

로 다수의, 대용량의 저압부하가 연결되게 된다. 저압 즉 변압기 2차 측

선로는 부하에 연결된 전압은 같아도 부하의 용량에 따라 전류가 달라

지게 된다.

저압공급범위 확대에 따라 변압기에 300～1,000kW 의 대용량 저압부하

여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용량 저압부하를 변압기 직하, 선로말단,

별도 선로 등 부하를 어떻게 배치할지도 중요하다.

최적의 부하 배치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변압기 직하 ②선로말단

③ 별도선로 운영의 3가지 배치(안)에 대하여 전압강하가 어떻게 변하

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림4-23] 대용량 저압부하 변압기 직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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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 대용량 저압부하 선로 말단 배치

[그림4-25] 대용량 저압부하 별도 선로 구성

3가지 사례별 전압강하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된 계통유형중에

Type_A의 도면을 변형해보았다. 첫 번째는 대용량 저압부하(250～

500kW)가 변압기 2차측에 바로 연결(변압기 직하) 된것이고, 두 번째는

선로 발단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저압부하와 별도로 연계하였다. 단, 세

번째 별도선로 구성의 경우는 선로가 길다는 전제로 하여 선로임피던스

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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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US 직하 선로말단 별도선로
swing 1.0000 1.0000 1.0000
Bus1 0.9995 0.9994 0.9993
Bus1-1 0.9795 0.9647 0.9621
Bus1-2 0.9198 0.9519 0.2863
Bus1-3 0.8835 0.5393 0.9114
Bus1-4 0.8810 0.3123 0.9089
Bus1-5 0.8808 0.2696 0.9086
Bus2 0.9989 0.9974 0.9972
Bus2-1 0.9903 0.9632 0.9613
Bus2-2 0.9504 0.9488 0.4553
Bus2-3 0.9446 0.6056 0.9434
Bus2-4 0.9442 0.4337 0.9430
Bus2-5 0.9441 0.4029 0.9429

[표 4-6] 사례별 Bus 전압강하

전압은 PU 값으로 나타냈으며 규정전압 유지범위는 0.855[pu] 이상이어

야 한다. 하지만 선로말단에 대용량 저압부하여 연결된 경우 Bus 1-3 /

2-3번부터 전압강하가 커서 정상적인 전력품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4-26] 1번회로의 Bus별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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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대용량저압부하가 변압기 직하에

연결된 경우는 모든 Bus에서 규정전압을 유지(0.855pu)를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선로 말단에 연결된경우는 Bus1-3부터 급격히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별도선로 구성의 경우는 Bus1-2 가 기존 선로의 Bus가 아니고 별도선

로의 Bus로 설정한 것인데, 선로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로 타부하와

별도로 연결하더라도 규정전압을 유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27] 2번회로의 Bus별 전압

2번 회로의 Bus별 전압도 1번 회로와 같은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대용량 저압부하는 변압기 2차측 직하, 즉 변압기에

바로 연결하는 것이 최적의 배치임을 알수 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

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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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8] 대용량 부하배치에 따른 전류

위의 그림은 변압기 직하(상), 선로말단(하)에 따른 부하전류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변압기 2차측 전류와 전압강하는 아래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500A는 변압기 용량이 1,000kVA 일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 한 것이다.

위 그림과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선로말단에 대용량 저압부하가 연결

되는 경우 큰 부하전류가 선로에 흘러 선로임퍼던스로 인한 전압강하가

발생하여 규정전압을 유지 못하는 것으로 알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계통모델에서 대용량 저압부하는 모두 변

압기 직하에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Power Flow를 해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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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모델별 Power Flow 해석

1. Type_A

Type_A에 대한 Matlab 도면은 아래와 같다.

[그림4-29] Type_A가 적용된 Matlab 도면

본 계통을 BUS가 포함된 등가회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4-30] 그림4-29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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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은 Swing으로 표시하였고 분산전원은 PV로 표시하였다. 회로의

해석을 위해 각 버스별로 네이밍하였고 상단선로는 Bus 1-# 으로, 하

단선로는 Bus 2-# 로 표시하였다.

각 심볼(전압원, 부하, 임피던스 등)에 대한 파라미터값을 입력하고

BUS 지정후 Power Flow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계

산

전

계

산

후

[표4-7] Type_A의 Power Flow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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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뮬레이션은 별다른 고장이나 전환 없이 정상상태로 운전되었을 때

의 Power Flow 결과이다. V_LF(pu)를 보면 기준인 1[pu]에 미치치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변압기 2차측을 380V로 설정

하였으므로 최저값인 Bus1-5의 0.8808이면 380 ×0.8808 = 334V로 규정

전압보다 낮아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실제 변압기는 2차측을 400V로 공급하고 있어서 규정최저전

압인 342V(380V ± 38V)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42V/400V = 0.855[pu]

까지 유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뮬레이션 결과 각 BUS에

연결된 부하는 규정전압 내로 전력공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별 전력조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선 정상상태 운전뿐만 아니라 다

른 상황의 운전상태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①정상

상태외에 ②선로연계(주전원 차단시 예비연계)와 ③병렬운전 상태를 같

이 검토해보았다. 또한 각 케이스별로 분산형전원을 연결하여 분산형전

원 연계에 따른 전압과 위상의 변화도 비교해보았다.

구분
정상

정상 +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

분산전원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swing 1 0 1 0 1 0 1 0 1 0 1 0

Bus1 0.9995 -0.13 0.9996 -0.12 0.9999 0 1 0 0.9996 -0.12 0.9997 -0.11

Bus1-1 0.9795 -7.87 0.9855 -7.03 0.9998 -0.01 0.9998 -0.01 0.9839 -7.08 0.9882 -6.63

Bus1-2 0.9198 -9.01 0.9326 -8.12 0.8204 -14.08 0.8403 -13.16 0.9455 -8.32 0.953 -7.79

Bus1-3 0.8835 -23.2 0.9137 -8.92 0.788 -28.27 0.8172 -10.58 0.9082 -22.5 0.9349 -9.2

Bus1-4 0.881 -26.27 0.9087 -1.58 0.7858 -31.34 0.8099 -0.65 0.9056 -25.57 0.9305 -2.33

Bus1-5 0.8808 -26.93 0.9085 -2.24 0.7856 -32 0.8096 -1.3 0.9053 -26.23 0.9302 -2.99

Bus2 0.9989 -0.9 0.999 -0.9 0.9959 -1.35 0.9966 -1.29 0.9985 -0.96 0.9987 -0.94

Bus2-1 0.9903 -6.14 0.9904 -6.14 0.9619 -13.16 0.9685 -12.26 0.9854 -7.13 0.9872 -6.72

Bus2-2 0.9504 -6.96 0.9504 -6.96 0.8732 -13.82 0.8859 -13 0.9374 -7.9 0.9418 -7.51

Bus2-3 0.9446 -12.06 0.9446 -12.06 0.8679 -18.92 0.8805 -18.1 0.9317 -13 0.9361 -12.61

Bus2-4 0.9442 -12.94 0.9442 -12.94 0.8675 -19.8 0.8802 -18.98 0.9313 -13.88 0.9356 -13.49

Bus2-5 0.9441 -13.16 0.9441 -13.16 0.8675 -20.02 0.8801 -19.2 0.9312 -14.1 0.9356 -13.71

Bus3 0.9991 -0.81 0.9992 -0.81 0.9968 -1.15 0.9973 -1.11 0.9988 -0.86 0.9989 -0.84

[표4-8] Type_A의 Case 별 Power Flow 결과 비교

위의 표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Power Flow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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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주전원 차단 이후 보조(타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대

부분 전압강하가 많이 발생하고 위상도 더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렬운전의 경우 변압기 병렬운전으로 부하의 입장에서는 2중전원으로

공급된다고 볼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 선로연계의 경우보다 안

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산형전원이 연결된 경우 주전원인 Slack외에 선로중간에 전원

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분산전원투입시 해당 선로는 전압이 높아지고 위

상도 빨라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다 빠른 판단을 위해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4-31] Power Flow 변화 그래프(상:1번선로, 하:2번선로)

위 그래프는 분산형 전원이 연결된 1번 선로에 대한 Bus 별 전압값이

고 아래쪽 그래프는 분산형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BUS 별 전압값이다.

두 번째 유형인 선로연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1번선로를 공급하는 변압

기 전원공급이 차단됐을 경로 설정했으므로 전원 차단 후 2번선로의 변

압기에서 공급받았을 때 전원은 공급받지만, 전압강하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번 선로는 전원이 차단되지는 않았지만 1번선로의 부

하도 부담하기 때문에 2번 선로의 부하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상/하단 그래프의 우측 그래프는 분산형 전원을 연계했을 때 전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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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1,2번 선로 모두 분산전원이

투입되면 전압이 상승됨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분산전원을 99kW로 설정하였다. 그보다 많

은 분산전원이 연계될 경우 전압강하에 대한 보상이 되지만 반대로 기준

전압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야 할거 같다.

다음 표는 각 케이스별 위상값에 대한 비교 결과 표이다

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1 -0.13 -0.12 0 0 -0.12 -0.11
Bus1-1 -7.87 -7.03 -0.01 -0.01 -7.08 -6.63
Bus1-2 -9.01 -8.12 -14.08 -13.16 -8.32 -7.79
Bus1-3 -23.2 -8.92 -28.27 -10.58 -22.5 -9.2
Bus1-4 -26.27 -1.58 -31.34 -0.65 -25.57 -2.33
Bus1-5 -26.93 -2.24 -32 -1.3 -26.23 -2.99

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2 -0.9 -0.9 -1.35 -1.29 -0.96 -0.94

Bus2-1 -6.14 -6.14 -13.16 -12.26 -7.13 -6.72

Bus2-2 -6.96 -6.96 -13.82 -13 -7.9 -7.51

Bus2-3 -12.06 -12.06 -18.92 -18.1 -13 -12.61

Bus2-4 -12.94 -12.94 -19.8 -18.98 -13.88 -13.49

Bus2-5 -13.16 -13.16 -20.02 -19.2 -14.1 -13.71

[표4-9] Bus별 위상 비교

[그림4-32] BUS별 시간별 위상변화



- 62 -

결과를 보면 병렬운전이 전기품질에 가장 이상적이며 분산전원이 연계

되면 위상이 빨리진 것으로 알 수 있다.

Bus1과 2는 변압기 1차측으로 특고압 단자를 나타낸다. Bus1-1, 2-1은

변압기 2차측 이고 Bus1-2, 2-2부터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표와 그래프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us1-2, 2-2와 1-3, 2-3을 비교해보면 위상이

크게 차기 남을 볼수 있다. 이는 1-2, 2-2 Bus에 큰 저압부하가 연결되

어 다음 BUS부터는 위상이 늦어지는 것이다. 즉 대용량 부하가 연결되

면 조류의 흐름이 늦어짐을 알수 있다.

그림 4-26을 보면 최상단은 각 1번 BUS이고 그다음은 1-2, 2-2번

BUS 최하단은 1번(상단)회로의 말단 부하의 BUS임을 알수 있다. 즉

Bus 1 > 2 >> 1-1 > 2-1 > 2-2 > 1-2 >> 2-3 > 2-4 > 2-5 >>

1-3 > 1-4 >1-5 순으로 위상의 차이를 알수 있다.

Power flow 계산식은 전압과 위상은 결과값을 제시하지만 주파수 특성

은 제시하지 않는다. 배전계통에서는 전기품질이 정전압, 정주파수이다.

따라서 Matlab에서 별도 measurement를 사용하여 Bus 별 주파수 특성

을 도출하였다.

[그림4-33] 시간별 이벤트 부여에 따른 주파수 변화

주요 이벤트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 cycle 에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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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기 고장, 40cycle에는 주변압기 고장에 따른 정전시간 축소를 위한 타

선로 연계, 60cycle은 연계상태에서 분산전원 투입, 80cycle에는 타선로

연계 및 분산전원 투입상태에서 주변압기 고장복구 그리고 마지막

100cycle에는 1선 지락고장을 발생시켰다. 대부분의 이벤트 발생시 주파

수는 규정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지만금방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수 있다. 특징은 전원이 상실하거나 부하율이 높어졌을때는 주파수가

떨어지고, 전원이 공급되거나 분산전원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 시뮬레이션은 각 변압기가 부하를 70~90% 이용했을 경우이다. 따

라서 변압기 고장으로 타변압기 전원 전환시 전압강하가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변압기 부하율에 따라 power flow 가 어떻게 바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하율을 50% 이하로 조정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부하

는 주로 저압대용량 부하를 줄였다.

구분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swing 1 0 1 0 1 0 1 0 1 0 1 0

Bus1 0.9998 -0.06 0.9999 -0.04 0.9999 0 1 0 0.9999 -0.06 0.9999 -0.05

Bus1-1 0.9935 -3.45 0.9962 -2.61 0.9998 -0.01 0.9998 -0.01 0.9961 -3.37 0.9987 -2.9

Bus1-2 0.9673 -3.93 0.9765 -3 0.9185 -7.14 0.9351 -6.08 0.9779 -3.93 0.9834 -3.37

Bus1-3 0.946 -13.69 0.9638 -1.35 0.8983 -16.91 0.916 -2.36 0.9564 -13.69 0.9706 -1.72

Bus1-4 0.9433 -16.76 0.9608 4.33 0.8958 -19.97 0.9111 4.91 0.9537 -16.76 0.9675 3.96

Bus1-5 0.9431 -17.42 0.9605 3.67 0.8955 -20.63 0.9108 4.25 0.9534 -17.42 0.9673 3.3

Bus2 0.9995 -0.71 0.9996 -0.71 0.9987 -0.94 0.999 -0.88 0.9993 -0.72 0.9994 -0.69

Bus2-1 0.9961 -3.4 0.9961 -3.4 0.9872 -6.76 0.9901 -5.81 0.9932 -3.51 0.9934 -3.11

Bus2-2 0.9755 -3.81 0.9755 -3.81 0.9431 -7.1 0.9527 -6.18 0.9711 -3.86 0.974 -3.45

Bus2-3 0.9696 -8.91 0.9696 -8.91 0.9373 -12.2 0.9469 -11.28 0.9652 -8.96 0.9681 -8.55

Bus2-4 0.9692 -9.79 0.9692 -9.79 0.9369 -13.08 0.9465 -12.16 0.9648 -9.84 0.9676 -9.43

Bus2-5 0.9691 -10.01 0.9691 -10.01 0.9368 -13.3 0.9464 -12.37 0.9647 -10.06 0.9675 -9.65

Bus3 0.9996 -0.67 0.9996 -0.67 0.9989 -0.84 0.9992 -0.79 0.9994 -0.67 0.9995 -0.65

[표4-10] 부하율 50%이하로 변경후 Powr Flow 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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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4] 부하율 조정후 Power Flow 변화(상:1번선로, 하:2번선로)

그래프를 보면 부하율을 50% 이내로 유지할 경우 전원이 전환디는 선로

연계의 경우에도 전압이 큰 감소 없이 규정전압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2. Type_B

두 번째 유형은 Type_B는 Secondary Substation을 두개소를 서로 연결

하지 않고 1개소만 설치하여 변압기 고장을 대비한 보조변압기를 설치하

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매트랩 도면은 아래와 같다.

[그림4-35] Type_B가 적용된 Matlab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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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랩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등가회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4-36] 그림4-35의 등가회로

계통 유형별 비교를 위해 BUS에 연결된 부하는 동일하다.

다만 Type_B의 하단 선로는 기존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300kVA 변압

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저압대용량부하만 일부 조정하였다.

본 유형은 상단 선로의 1,000kVA 변압기로 정상상태에서 공급하고 변

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발생시 보조변압기로 부하를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보조변압기에는 평상시에는 무부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

며 주변압기 고장시에만 부하가 인가되어 운영되는 방법이다

Matlab을 통한 전력조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

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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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후

[표4-11] Type_B의 Power Flow 결과

위 그림은 Power Flow 계산 전/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보고서

의 Type_A에서 규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855[pu] 값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각 버스에 연결된 부하는 0.855[pu]를

만족하지 않는 결과는 없었다. 물론 본 샘플 도면은 정상상태에서는

0.855[pu]이상이 나오게 부하배치나 임피던스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상상태가 아닌 주변압기 고장에 따른 상황과 주/보조 변압

기가 동시에 운영되는 병렬운전상태를 다음의 표를 통해서 알아보자

구분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swing 1 0 1 0 1 0 1 0 1 0 1 0

Bus1 0.9995 -0.13 0.9996 -0.12 0.9995 -0.13 0.9996 -0.12 0.9996 -0.14 0.9997 -0.12

Bus1-1 0.9795 -7.87 0.9855 -7.03 0.9795 -7.87 0.9855 -7.03 0.9912 -4.18 0.994 -3.8

Bus1-2 0.9198 -9.01 0.9326 -8.12 0.9198 -9.01 0.9326 -8.12 0.9629 -5.43 0.9688 -4.96

Bus1-3 0.8835 -23.2 0.9137 -8.92 0.8835 -23.2 0.9137 -8.92 0.9248 -19.62 0.9537 -7.93

Bus1-4 0.881 -26.27 0.9087 -1.58 0.881 -26.27 0.9087 -1.58 0.9223 -22.69 0.9507 -2.25

Bus1-5 0.8808 -26.93 0.9085 -2.24 0.8808 -26.93 0.9085 -2.24 0.922 -23.34 0.9505 -2.91

Bus2 0.9994 -0.68 0.9994 -0.68 0.9994 -0.68 0.9994 -0.68 0.9994 -0.68 0.9994 -0.68

Bus2-1 0.9845 -8.08 0.9846 -8.08 0.9845 -8.08 0.9846 -8.08 0.9845 -8.08 0.9845 -8.08

Bus2-2 0.9676 -8.42 0.9676 -8.42 0.9676 -8.42 0.9676 -8.42 0.9676 -8.42 0.9676 -8.42

Bus2-3 0.9617 -13.52 0.9617 -13.52 0.9617 -13.52 0.9617 -13.52 0.9617 -13.52 0.9617 -13.52

Bus2-4 0.9613 -14.4 0.9613 -14.4 0.9613 -14.4 0.9613 -14.4 0.9613 -14.4 0.9613 -14.4

Bus2-5 0.9612 -14.62 0.9612 -14.62 0.9612 -14.62 0.9612 -14.62 0.9612 -14.62 0.9612 -14.62
Bus3 0.9995 -0.64 0.9995 -0.64 0.9995 -0.64 0.9995 -0.64 0.9995 -0.64 0.9995 -0.64

[표4-12] Type_B의 Case 별 Power Flow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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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림4-37] Power Flow 변화 그래프(상:1번선로, 하:2번선로)

표와 그래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정상상태와 선로연계(보조변압기 전

환)은 전력조류 계산결과 전압과 위상값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보조변압

기는 별도의 부하가 없고, 주변압기와 용량도 같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

압기와 같은 용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변압기 병렬운전의 경우 부하는 1개의 변압기에 공급이 가능할 정도의

용량인데 변압기 2대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부하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결과 전압은 기준전압에 가까워지고, 위상은 빨라서

빠른 전력공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번(하단) 선로의 경우 1번선로의 부하전환, 병렬운전과는 무관한 선로

이기 때문에 Case가 3개(정상,연계,병렬) 라도 모두 동일한 파형을 보이

고 있다.

위상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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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1 -0.13 -0.12 -0.13 -0.12 -0.14 -0.12

Bus1-1 -7.87 -7.03 -7.87 -7.03 -4.18 -3.8

Bus1-2 -9.01 -8.12 -9.01 -8.12 -5.43 -4.96

Bus1-3 -23.2 -8.92 -23.2 -8.92 -19.62 -7.93

Bus1-4 -26.27 -1.58 -26.27 -1.58 -22.69 -2.25

Bus1-5 -26.93 -2.24 -26.93 -2.24 -23.34 -2.91

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2 -0.68 -0.68 -0.68 -0.68 -0.68 -0.68

Bus2-1 -8.08 -8.08 -8.08 -8.08 -8.08 -8.08

Bus2-2 -8.42 -8.42 -8.42 -8.42 -8.42 -8.42

Bus2-3 -13.52 -13.52 -13.52 -13.52 -13.52 -13.52

Bus2-4 -14.4 -14.4 -14.4 -14.4 -14.4 -14.4

Bus2-5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표4-13] Bus별 위상 비교

Type_A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Bus1과 2는 변압기 1차측으로 특고압

단자를 나타낸다. Bus1-1, 2-1은 변압기 2차측 이고 Bus1-2, 2-2부터

[그림4-38] BUS별 시간별 위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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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표와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us1-2, 2-2

와 1-3, 2-3을 비교해 보면 위상이 크게 차기 남을 볼 수 있다. 이는

1-2, 2-2 Bus에 큰 저압부하가 연결되어 다음 BUS부터는 위상이 늦어

지는 것이다. 즉 대용량 부하가 연결되면 조류의 흐름이 늦어짐을 알수

있다.

위상 파형을 보면 최상단은 각 1번 BUS이고 그다음은 1-2, 2-2번

BUS 최하단은 1번(상단)회로의 말단 부하의 BUS임을 알수 있다. 즉

Bus 1 > 2 >> 1-1 > 2-1 > 2-2 > 1-2 >> 2-3 > 2-4 > 2-5 >>

1-3 > 1-4 >1-5 순으로 위상의 차이를 알수 있다.

Type_B의 주파수 변화는 아래와 같다. 이벤트는 동일하게 부여하였고,

역시 전원상실, 부하율증가, 지락고장시 주파수가 떨어지며, 전원공급, 분

산전원 투입시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4-39] 시간별 이벤트 부여에 따른 주파수 변화

3. Type_C

Type_C의 경우는 전원전환장치(ATCB : Automatic Transfer Circuit

Breaker)를 Secondary Substation 이 설치된 구조물이 아닌 외부에 설치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Secondary Substation 이 설치된 구조물의 화재, 침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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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 등에 따른 ATCB의 미작동을 대비하여 위하여, 별도 외부에 설치

하는 것인데, 변압기 2차측인 저압케이블이 반드시 ATCB를 통과해야

부하에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게 계통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 계통은

Type_A와 동일한 부하로 구성하였고, ATCB의 외부설치에 따른 선로임

피던스만 추가하였다.

[그림4-40] Type_C 가 적용된 Matlab 도면

[그림4-41]그림4-40 의 등가회로

Matlab도면과 등가회로는 Type_A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언급했듯이

ATCB 외부설치에 따른 임피던스만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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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계

산

전

계

산

후

[표4-14] Type_C 의 Power Flow 결과

타 유형과 마찬가지로 Type_C의 경우도 정상운전상태외에 선로연계

(변압기 고장에 따른 타변압기 연계), 병렬운전상태 그리고 분산형전원

연결시 전압과 위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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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swing 1 0 1 0 1 0 1 0 1 0 1 0

Bus1 0.9992 -0.11 0.9994 -0.1 1 0 1 0 1 0 0.9995 -0.09

Bus1-1 0.9593 -6.77 0.9692 -6.07 0.9998 -0.01 0.9998 -0.01 0.9998 -0.01 0.9742 -5.7

Bus1-2 0.8209 -19.27 0.8522 -17.14 0.7034 -25.36 0.7355 -22.89 0.7355 -22.89 0.866 -16.64

Bus1-3 0.7885 -33.46 0.8296 -15.03 0.6766 -39.54 0.7063 -14.47 0.7063 -14.47 0.8441 -15.12

Bus1-4 0.7863 -36.53 0.8226 -5.46 0.6748 -42.61 0.6956 -0.05 0.6956 -0.05 0.8374 -5.99

Bus1-5 0.786 -37.19 0.8223 -6.12 0.6746 -43.27 0.6954 -0.71 0.6954 -0.71 0.8372 -6.65

Bus2 0.9982 -0.86 0.9982 -0.86 0.9945 -1.18 0.9952 -1.14 0.9952 -1.14 0.9978 -0.89

Bus2-1 0.9787 -5.69 0.9788 -5.69 0.9331 -10.81 0.9421 -10.12 0.9421 -10.12 0.9732 -6.15

Bus2-2 0.8893 -14.47 0.8893 -14.47 0.7528 -23.27 0.7752 -22.14 0.7752 -22.14 0.8739 -15.12

Bus2-3 0.8839 -19.57 0.8839 -19.57 0.7483 -28.37 0.7705 -27.24 0.7705 -27.24 0.8686 -20.22

Bus2-4 0.8835 -20.44 0.8835 -20.44 0.748 -29.25 0.7702 -28.12 0.7702 -28.12 0.8682 -21.1

Bus2-5 0.8834 -20.66 0.8834 -20.66 0.7479 -29.47 0.7701 -28.34 0.7701 -28.34 0.8681 -21.32

Bus3 0.9986 -0.78 0.9986 -0.78 0.9957 -1.02 0.9962 -0.99 0.9962 -0.99 0.9983 -0.81

[표4-15] Type_C의 Case 별 Power Flow 결과 비교

[그림4-42] Power Flow 변화 그래프(상:1번선로, 하:2번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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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_C의 경우 부하가 연결된 BUS부터는 정상적인 전압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전압강하는 전류에 비례하는데 ATCB의 연

계점까지 가기위하여 별도 선로가 존재하였고, 이에따라 임피던스에 의

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변압기병렬운전의 경우 다른 모델은 전압과 위상이 좋아지는데 반

해 Type_C이 경우 선로우회에 따른 임피던스 전압강하로 전기품질이

더 안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분산형전원이 투입되면 전

압이 기준값에 가깝게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위상에 대한 데이터이다.

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1 -0.11 -0.1 0 0 0 -0.09
Bus1-1 -6.77 -6.07 -0.01 -0.01 -0.01 -5.7
Bus1-2 -19.27 -17.14 -25.36 -22.89 -22.89 -16.64
Bus1-3 -33.46 -15.03 -39.54 -14.47 -14.47 -15.12
Bus1-4 -36.53 -5.46 -42.61 -0.05 -0.05 -5.99
Bus1-5 -37.19 -6.12 -43.27 -0.71 -0.71 -6.65

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2 -0.86 -0.86 -1.18 -1.14 -1.14 -0.89
Bus2-1 -5.69 -5.69 -10.81 -10.12 -10.12 -6.15
Bus2-2 -14.47 -14.47 -23.27 -22.14 -22.14 -15.12
Bus2-3 -19.57 -19.57 -28.37 -27.24 -27.24 -20.22
Bus2-4 -20.44 -20.44 -29.25 -28.12 -28.12 -21.1
Bus2-5 -20.66 -20.66 -29.47 -28.34 -28.34 -21.32

[표4-16] Type_C의 Bus별 위상 비교



- 74 -

[그림4-43] Type_C의 BUS별 시간별 위상변화

Type_C의 주파수 변화는 아래와 같다. 이벤트는 동일하게 부여하였고,

역시 전원상실, 부하율증가, 지락고장시 주파수가 떨어지며, 전원공급, 분

산전원 투입시 주파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4-44] Type_C의 시간별 이벤트 부여에 따른 주파수 변화

4. Type_D

마지막 Type_D 은 Secondary Substation을 1대만 설치하고 변압기 고

장에 대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변압기에 연결하는 계통이다. 부하

는 타유형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변압기의 용량이 통상적으로 사

용하는 300kVA에 맞게 맞추기 위하여 대용량 저압부하만을 일부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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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을 통한 Power Flow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

산

전

[그림4-45] Type_C 가 적용된 Matlab 도면

[그림4-46] 그림 4-45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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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후

[표4-17] Type_D 의 Power Flow 결과

타 유형의 계통과 마찬가지로 Type_D의 상황별 Power Flow결과는 아

래와 같다.

구분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swing 1 0 1 0 1 0 1 0 1 0 1 0

Bus1 0.9995 -0.13 0.9996 -0.12 0.9999 0 1 0 0.9996 -0.13 0.9997 -0.12

Bus1-1 0.9795 -7.87 0.9855 -7.03 0.9998 -0.01 0.9998 -0.01 0.9891 -7.91 0.9935 -7.27

Bus1-2 0.9198 -9.01 0.9326 -8.12 0.738 -30.12 0.7804 -27.3 0.9393 -9.34 0.9483 -8.6

Bus1-3 0.8835 -23.2 0.9137 -8.92 0.7089 -44.31 0.7539 -21.64 0.9022 -23.53 0.9301 -9.88

Bus1-4 0.881 -26.27 0.9087 -1.58 0.7069 -47.38 0.7447 -9.33 0.8997 -26.59 0.9255 -2.91

Bus1-5 0.8808 -26.93 0.9085 -2.24 0.7067 -48.03 0.7445 -9.99 0.8994 -27.25 0.9252 -3.57

Bus2 0.9986 -0.97 0.9986 -0.97 0.9937 -1.31 0.9947 -1.28 0.9978 -0.97 0.998 -0.96

Bus2-1 0.9837 -8.38 0.9838 -8.38 0.8463 -29.17 0.8768 -26.43 0.9488 -8.54 0.9549 -7.9

Bus2-2 0.9668 -8.72 0.9668 -8.72 0.7857 -29.34 0.8216 -26.67 0.9328 -8.62 0.94 -8.01

Bus2-3 0.9609 -13.82 0.9609 -13.82 0.7809 -34.44 0.8167 -31.77 0.9271 -13.72 0.9343 -13.11

Bus2-4 0.9605 -14.7 0.9605 -14.7 0.7806 -35.32 0.8163 -32.65 0.9267 -14.6 0.9339 -13.98

Bus2-5 0.9604 -14.92 0.9604 -14.92 0.7805 -35.54 0.8162 -32.87 0.9266 -14.82 0.9338 -14.2

Bus3 0.9988 -0.87 0.9989 -0.87 0.9951 -1.13 0.9959 -1.1 0.9983 -0.86 0.9984 -0.86

Bus4 0.9932 -5.54 0.9933 -5.54 0.9884 -5.88 0.9894 -5.86 0.9925 -5.54 0.9927 -5.53

Bus5 0.9821 -10 0.9821 -10 0.9773 -10.34 0.9783 -10.32 0.9814 -10 0.9816 -9.99

[표4-18] Type_D의 Case 별 Power Flow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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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상태에서는 타 유형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정된 정상적인

전압이 유지된다. 하지만 Secondary Substation 에 설치된 변압기 고장

으로 타변압기 전환시 전압강하는 더 크게 나타난다. 1번선로(상단)에

연결된 부하의 전압강하도 크지만 2번에(하단) 연결된 부하 전압강하도

커서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워졌다고 할수 없다. 이는 Secondary

Substation 에 설치된 변압기는 1,000kVA 이고 기존 운영변압기는

300kVA에서 운영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그림4-47] Power Flow 변화 그래프(상:1번선로, 하:2번선로)

BUS별 위상은 다음과 같다.

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

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

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1 -0.13 -0.12 0 0 -0.13 -0.12

Bus1-1 -7.87 -7.03 -0.01 -0.01 -7.91 -7.27

Bus1-2 -9.01 -8.12 -30.12 -27.3 -9.34 -8.6

Bus1-3 -23.2 -8.92 -44.31 -21.64 -23.53 -9.88

Bus1-4 -26.27 -1.58 -47.38 -9.33 -26.59 -2.91

Bus1-5 -26.93 -2.24 -48.03 -9.99 -27.2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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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

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

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swing 0 0 0 0 0 0

Bus2 -0.97 -0.97 -1.31 -1.28 -0.97 -0.96

Bus2-1 -8.38 -8.38 -29.17 -26.43 -8.54 -7.9

Bus2-2 -8.72 -8.72 -29.34 -26.67 -8.62 -8.01

Bus2-3 -13.82 -13.82 -34.44 -31.77 -13.72 -13.11

Bus2-4 -14.7 -14.7 -35.32 -32.65 -14.6 -13.98

Bus2-5 -14.92 -14.92 -35.54 -32.87 -14.82 -14.2

[표4-19] Type_D의 Bus별 위상 비교

Power Flow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1,000kVA 용량에 연결된 부하를 공

급하기 위해서는 300kVA 변압기 1대만 연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존

운영중인 300kVA 변압기 3대를 연결하거나 500kVA 변압기를 2대 연계

하여 1,000kVA 변압기 고장시 연결된 변압기로 부하를 전환해야한다.

또한 정전압 등 전기품질을 위하여 변압이 부하율을 50% 이하로 제한해

야 한다. 300kVA 변압기 3대 연결 및 부하율 50% 이하 운영에 따른

power flow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정상

정상

+분산전원
선로연계

선로연계

+분산전원
병렬운전

병렬운전

+분산전원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V deg

swing 1 0 1 0 1 0 1 0 1 0 1 0

Bus1 0.9998 -0.06 0.9999 -0.05 0.9999 0 0.9999 0 1 -0.08 1 -0.08

Bus1-1 0.9906 -3.73 0.9956 -2.96 0.9998 -0.01 0.9998 -0.01 1.0064 -4.92 1.0086 -4.51

Bus1-2 0.9619 -4.2 0.9733 -3.39 0.9485 -11.68 0.9597 -10.75 0.9683 -5.85 0.9743 -5.33

Bus1-3 0.9239 -18.39 0.9581 -6.36 0.911 -25.86 0.9448 -13.72 0.93 -20.03 0.9592 -8.3

Bus1-4 0.9213 -21.45 0.9551 -0.68 0.9085 -28.93 0.9418 -8.04 0.9274 -23.1 0.9562 -2.62

Bus1-5 0.921 -22.11 0.9548 -1.34 0.9082 -29.59 0.9416 -8.7 0.9271 -23.76 0.9559 -3.28

Bus2 0.9988 -0.91 0.9988 -0.91 0.9972 -1.15 0.9978 -1.11 0.9979 -0.82 0.9982 -0.79

Bus2-1 0.991 -5.4 0.991 -5.4 0.9854 -10.95 0.9921 -10.1 0.9808 -5.4 0.9842 -4.97

Bus2-2 0.9806 -5.6 0.9806 -5.6 0.9601 -11.19 0.9692 -10.38 0.9693 -5.53 0.9737 -5.13

Bus2-3 0.9747 -10.7 0.9747 -10.7 0.9543 -16.29 0.9633 -15.48 0.9634 -10.63 0.9678 -10.23

Bus2-4 0.9743 -11.58 0.9743 -11.58 0.9538 -17.17 0.9628 -16.36 0.963 -11.51 0.9673 -11.11

Bus2-5 0.9742 -11.8 0.9742 -11.8 0.9538 -17.39 0.9628 -16.58 0.9629 -11.73 0.9673 -11.33

Bus3 0.9991 -0.82 0.9991 -0.82 0.9978 -1.01 0.9982 -0.97 0.9983 -0.75 0.9985 -0.73

Bus4 0.9935 -5.48 0.9935 -5.48 0.9726 -11.09 0.9797 -10.25 0.9721 -5.52 0.9756 -5.1

Bus5 0.9824 -9.94 0.9824 -9.94 0.9544 -11.26 0.9628 -10.42 0.9608 -5.48 0.9651 -5.07

[표4-20] 부하율 50%이하이후 Type_D의 Case 별 Pow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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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8] 부하율 50% 이후이후 Power Flow 변화 그래프

표와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300kVA변압기 3대 연결 및 부하율 50%

이하로 유지할 경우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ype_D의 경우도 주파수 변화량을 관찰하였다.

타유형과 마찬가지의 이벤트를 부여하였고, 주파수 변화의 특징도 타유

형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변압기용량 부족으로 정전압이 유지되지 않음

에도 주파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상상태(60Hz)에 도달하였다.

[그림4-49] Type_D의 시간별 이벤트 부여에 따른 주파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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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검토대상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는 경제성 대상은 “시공비용”에만 적용한다.

시공비용 외에도 관리비용(기자재교체, 순시, 진단 등)고 지장전력비용도

있으나 최적계통 적용에는 부적합하여 시공비용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공비용

◦산정방법 : 실적공사비가 아닌 표준연간단가에 의한
공사비(실시설계가 아닌 개략공사비로 산정)

◦대상공사 : 전력설비 시공비만 포함
- 제외 : 설계비, 포장복구, 폐기물처리, 감리, 진단
(VLF : Very Low Frequency), 도통시험 비용 등

관리비용 ◦전력품질 유지를 위한 기자재 교체, 순시, 진단비용

지장전력

◦ 공급지장비용이란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력

을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모든 영향의 정도를 금액

으로 환산한 비용을 말함

[표4-21] 경제성 검토 대상

2. 시공비용

시공비용산정을 위하여 기기수량, 케이블길이, 관리길이등을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Type_A에 대한 기자재 산출물량은 다음과 같다.

[그림4-50] Type_A의 기자재 소요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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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 수량/길이 비고

개폐기 2 EA

다회로차단기 2 EA

맨홀 2 EA

변압기 2 EA 1,000kVA

기초대 2 EA

접속함 8 EA

케이블 (400 ㎟) 100   C-m 특고압간선
케이블 (95 ㎟) - 특고압변압기

케이블 (240 ㎟) 310 C-m 저압간선

관로 (200 ㎜) 100 m 특고압케이블용

관로 (100 ㎜) 310 m 저압케이블용

[표4-22] Type_A의 기자재별 소요물량(상세)

Type 별 산출물량은 다음과 같다.

기자재 Type A Type B Type C Type D 비고
개폐기 2 EA 2 EA 2 EA 2 EA

다회로차단기 2 EA 1 EA 2 EA 1 EA
맨홀 2 EA 1.5 EA 2.5 EA 1 EA
변압기

(1,000kVA)
2 EA 2 EA 2 EA 1 EA

변압기 (500kVA) - - - -
변압기 (300kVA) - 1 EA - 3 EA

접속함 8 EA 8 EA 8 EA 8 EA

케이블 (400 ㎟)
100 c-m
[50+(15×2)+2

0]

65 c-m

[50+15]
100 c-m
[50+(15×2)+20]

65 c-m

[50+15]

특고압간

선

케이블 (95 ㎟) -
10 c-m [5

× 2]
- 50 c-m

특고압변

압기

케이블 (240 ㎟)
310 c-m

[(10×7)+(20×2)+(100

×2)]

290 c-m
[(10×7)+(20×1)+(100×2

)]

330 c-m

[(10×7)+(20×3)+(100×2)]

310 c-m

[(10×7)+(20×2)+(100×2)]
저압간선

관로 (200 ㎜) 100 m 75 m 100m 65m 특고압용
관로 (100 ㎜) 310 m 290 m 330 m 310 m 저압용

[표4-23] Type별 기자재별 소요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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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개략공사비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은 모든 기자재를 적용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같이 기자재를 대체하거나 제외시켰다

시공비용 포함 기자재 시공비용 미포함 기자재
◦ 관로 : 특고압 200mm 저압 100mm

◦ 케이블 : 특고압 400mm2, 저압 240mm2

◦ 개폐기 : 4회로 기준 / 접속함 : 선로용

◦ 변압기 : 300kVA, 500kVA, 1000kVA

◦ 지하구조물 → 맨홀(MA4)

◦ 전압원

◦ 인입용 접속함

◦ 인입선

◦ 분산형전원

◦ 분전함(저압차단기 포함)

[표4-24] 시공비용 포함 및 대체 기자재

시공비용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노무비 자재비 경비 계

Type A

특고압 23,191 103,007 269 126,467

저압 35,056 30,946 135 66,137

계 58,247 133,953 404 192,604

Type B

특고압 21,675 93,058 244 114,977

저압 40,081 41,075 165 81,321

계 61,755 134,134 409 196,298

Type C

특고압 24,694 105,951 276 130,921

저압 34,536 30,882 134 65,552

계 59,231 136,833 410 196,473

Type D

특고압 23,806 97,463 263 121,532

저압 46,108 47,523 192 93,823

계 69,915 144,986 455 215,356

[표4-25] Type 별 시공비용 산정결과

결과를 보면 변압기 수량도 많고 선로연계로 인한 케이블증가로

Type_D가 시공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Secondary

Substation을 인근 2대 설치하는 Type_A가 가장 시공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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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지장 비용

공급지장비용이란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력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모든 영향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말한다.

예를들어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생산중인 제품 훼손 및 보수비용, 작

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 업무재개를 위한 추가비용,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유류비, 산소 공급기 작동중지에 따른 축산, 어류폐사 등 정전시 발

생시 고객에게 예상되는 모든 피해비용 이다.

업종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SCDF(대표값 )

산업용 Y=e^(-0.0000199X^2+ 0.0200631X + 1.1214620)

회사 및 기관용 Y=e^(-0.0000273X^2 + 0.0274188X – 0.07049408)

상업용 Y=e^(-0.0000287X^2 + 0.0280840X + 0.1159222)

농축수산물용 Y=e^(-0.0000401X^2 + 0.0392395X   - 1.2240430)

가정용 Y=e^(-0.0000377X^2 + 0.0331652X + 4.3880440)

[표4-26] 공급지장비용 함수

여기서 X는 정전시간이고 1분 미만일 경우 1분으로 계산한다. 계산할

경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구분 1 분 20 분 1 시간 2 시간 4 시간 8 시간

산업용 3,132 4,548 9,522 25,597 120,345 476,654

회사 및

기관용
508 846 2,321 8,955 73,928 476,355

상업용 1,155 1,947 5,461 21,601 181,810 1,078,970

농축수산물용 306 634 2,680 18,307 359,127 4,323,744

가정용 83 154 514 2,502 26,270 111,442

[표4-27] 시간별, 용도별 공급지장비용



- 84 -

계산식은 수용가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액을 조사하여

함수로 변환한건데, 정전시간이 짧을 때에는 산업용, 상업용이 피해금액

이 크고 장시간으로 갈수록 농축수산물용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이다. 대표적으로 양식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산소공급이 중단하면 집단

폐사하는등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계통모델은 4가지 이다. 정전발생에 따른 공급

지장비용은 주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타변압기(보조,기존변압기)로 연계시

발생하는 BUS별 부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Bus ID
Block

Name

V_LF

(pu )

Vangl

e_LF

(deg

)

공급

지장

분류

정전

위상차

(deg )

시간

환산

ATCB

동작

시간

계

공급
지장
비용
(천원)

Bus2-1 참조값 0.9619 -13.16 - - - - - -

Bus1-2
산업용

300 kW
0.8204 -14.08 산업용 -0.92

4.2677E-

07

1.50E-0

1
1.50E-01 3,132

Bus1-2
일반용

500 kW
0.8204 -14.08

회사 및

기관용
-0.92

4.2677E-

07

1.50E-0

1
1.50E-01 508

Bus1-3
농사용

50 kW
0.788 -28.27

농축수산

물용
-15.11

7.0092E-

06

1.50E-0

1
1.50E-01 306

Bus1-3
일반용

10 kW
0.788 -28.27 상업용 -15.11

7.0092E-

06

1.50E-0

1
1.50E-01 1,155

Bus1-3
일반용

30 kW
0.788 -28.27 상업용 -15.11

7.0092E-

06

1.50E-0

1
1.50E-01 1,155

Bus1-4
산업용

20 kW
0.7858 -31.34 산업용 -18.18

8.4333E-

06

1.50E-0

1
1.50E-01 3,132

Bus1-5
농사용

10 kW
0.7856 -32

농축수산

물용
-18.84

8.7395E-

06

1.50E-0

1
1.50E-01 306

Bus1-5
주택용

5 kW
0.7856 -32 가정용 -18.84

8.7395E-

06

1.50E-0

1
1.50E-01 83

계 9,777

[표4-28] Type_A의 공급지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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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계는 고장발생후 ATCB가 바로 투입된다는 전제로 설정하였다.

다만 ATCB의 동작시간을 감안해야하는데 제조사의 성능을확인결과

15ms 로 확인되었다.

BUS별 위상차이로 인하여 전원이 재투입되어도 공급되는 시간은 차이

가 난다. 하지만 위에 표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ATCB의 동작시간에 비

하여 BUS별 투입지연시간은 매우작아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고장발생 후 ATCB가 바로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 정전을 감지하

지 못하거나, 감전사고를 고려하여 절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정전

시간은 고장원인 해소, 부하절체 등 운영자의 역할에 달려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검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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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모델별 분석 및 최적계통 선정

1. 모델별 비교

계통모델별 Power Flow 결과와 경제성 검토결과로 최적계통을 선정하

고자 한다.

Type Power Flow 경제성 현장적용성

A

변압기 50% 초과

운영시 선로연계시

전압강하 발생

Secondary
Substation 을 위한
지하구조물 2개 설치

구조물 2 개 지하매설
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
필요

B

 보조변압기부하가없어

주변압기로 대체에도

전압 /위상이 안정적

보조변압기 설치로
인한 구조물 크기
대형화로 시공비용 증가

보조변압기 지하구조물
추가 설치로 인한 시공
의 어려움 발생

C
 ATCB 외부설치에

따른 전압강하 발생

ATCB 별도 설치로
인한 시공비용증가

ATCB 외부 추가설치
에 따른 점용공간 확보
필요

D

변압기 50% 초과

운영시 선로연계시

전압강하 발생

선로전환 (절체 )를
위한 타변압기 다수연
결로 인한 시공비용
증가

대용량변압기 대체공급
을 위한 타선로 다수연
계 필요

[표5-1] Type 별 분석결과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계통]

◦ Type_A~D 정전없이 정상운전상태에서는 전력조류는 안정적임

◦ Power Flow 해석 결과 변압기의 병렬운전이 최적의 운전방법으로 보임

◦ 변압기 고장으로 부하전환시 전압강하로 인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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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 변압기 부하를 용량이 50% 이하로 운영시 정상적으로 공급가능

◦ 저압대용량 부하(2~500kW)는 저압강하를 고려하여 변압기에 가깝게 유지 필요

[경제성]

◦ Type_A가 시공비용은 가장 적게 나타나고 Type_D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시공비용은 구조물/기기의 수량, 회선의 길이에 영향이 있음

[시공]

◦ Secondary Substation 은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므로 점용면적등

시공성이 중요함

◦ 보조변압기를 설치하면 점용면적 증가하고, ATCB를 설치하면 추가

점용면적이 발생함

◦ Type_D이 경우 기존변압기를 연계하는데 대용량으로 인하여 연계선

로가 다수발생함

2. 최적계통 선정

분석결과 Type_A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Secondary

Substation 특성상 변압기용량이 큰데 인근에 설치하여 상호 보완이 가

능하며, 지하구조물을 인근에 설치하여 시공성 향상시킬 수 있다. 구조물

을 분산되서 시공할 경우 굴착허가, 도로점용, 설비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데 근거리에 유지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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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Type_A가 적용된 지중저압배전계통

Type_A를 현장에 적용하더라도, 부하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대용량저

압부하를 변압기에 가깝게 배치해야 하고, 변압기 고장을 대비하여 부하

율은 50%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Secondary Substation 은 상호

부하 부담 및 전압강하를 줄이기 위하여 근접해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설계 및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변압기는 부하율 50% 이하로 유지

② 대용량 부하 인근에 Secondary Substation 설치

③ Secondary Substation 2대를 서로 인접하여 설치

④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부하비치

⑤ 저압계통 신뢰도 확보 및 파급고장 방지를 위한 저압차단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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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 및 향후과제

1. 현장적용

선정된 Type_A를 현장에 설치하였을 때 계통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그림5-2] Type_A 적용을 위한 지중지역

위 그림은 최근 많이 구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필지 지역이

다. 빨간색 실선의좌측은 현재 대형상가로 특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별도 수전설비를 갖추고 있고, 우측의 저압수용가는 건물당 적게는 3kW

많게는 50kW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특고압 수용

가능 2~300kW사이로 한정하였고 저압수용가는 3~5kW라고 가정하였다.

[그림5-3] 대형수용가(좌), 소형수용가(우)



- 90 -

[그림5-4] 그림5-2에 적용된 지중배전계통(기존)

가정한 부하를 모두 더하면 특고압 수용가는 1,150kW, 우측하단의 저

압수용가는 200kW 그리고 우측 상단의 저압수용가는 30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1,000kW 변압기를 부하율 50%를 유지

하기위해서는 현재 지도에서 운영중인 모든 부하를 수용할 수는 없다.

변압기 부하율은 단순히 부하의 모든합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부하

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하의 합계로 가

정하였다.

따라서 특고압 수용가 300kW, 200kW 2호와 저압수용가 전체 300kW,

200kW를 수용하면 1,000kW가 되어 각 Secondary Substation에 설치된

1,000kVA 변압기 2대에 연결시 부하율 50% 이하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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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Type_A이 적용된 지중배전계통(미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Secondary Substation 에서 공급하는 부하이

다. 기존에 지상에 설치된 Pad Mounted 개폐기와 변압기를 지하에 매설

하였고, 변압기 용량을 대형화 하여 변압기 수도 줄였다. 또한 특고압 수

전을 받고 있는 수용가에 저압을 직접 공급하여 수용가는 별도 수전설비

구축없이 고품질의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기타계통

2.1 변압기 병렬운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주회로(변압기) 고장시 타회로로 전환하는 것보다

변압기를 병렬운전하는 것이 저압계통에 더욱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상회전방향, 각변위가 같을 것

② 1,2차 정격전압이 같을 것

③ 권수비가 같을 것

④ %Z 가 같을 것

⑤ X/R 가 같을 것

한전에서는 한전납품제품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서를 제작하여 규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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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격전압, 권수비 등 병렬운전

조건이 대부분 충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단, %Z, X/R 확인 불가)

[그림5-6] Pad Mount 변압기 명판

위 그림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Pad Mount 변압기 명판으로 변압기

병렬운전에 대한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순환전류, 부하분담비, 동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건만족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변압기를 병렬운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고장발생시 고장전류 상승, 활선구간 착오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 저압계통안정화를 위하여 변압기병렬운전

은 필요하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변압기 다수설치

Type_B의 sub_TR을 제외하고 제시된 계통은 모두 Secondary

Substation에는 1대의 변압기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RMU는 3～6회로

까지 구성가능하므로 변압기를 2대～4대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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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예시도면은 아래와 같다.

[그림5-7] 변압기 2～4대 적용된 Secondary Substation

3. 맺음말

Secondary Substation 도입은 전력회사나 고객에게 장단점이 있다.

Secondary Substation 은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미관개선, 통행장애

해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방수, 열 등 지상에서 검

토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변압기대형화에 따른 신

뢰도 향상을 위하여 차단기능이 있는 RMU기기를 설치하고, 부하측의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압차단기도 설치한다.

때문에 전기품질은 좋아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회사에서는

더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예시사례는 대용량/저용량 저압부하를 다수 공급하는 것으로

Secondary Substaton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저압은 현재 1,000kW 까지

공급가능하다. 만약 1,000kW를 단독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가 있

다면, 해당수용가의 부지를 공급받아 설치하는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변압기에 고객 1,000kW 1호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통구성

은 간단해진다.

저압이 2,000kW까지 확대될 경우 고객은 특고압으로 전기를 받을지, 저

압으로 공급받을지 선택하면된다. 수전설비비용, 저압/특고압에 따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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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비 납부비용, 전기설비 별도 공급에 따른 건설공사의 유불리 등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구분 전력회사 고객

장

점

○ RMU 기반 신뢰도 있는
Ring 계통 구성

○ 지중배전계통 간소화
○ 저압차단기 설치로 수용가측
파급고장 으로 인한 변압기 소

손방지

○ 저압공급범위 확대로 내부전기설
비 (수전설비 ) 비용 절감

○ 저압계통방식 변경으로 정전시간
단축

○ 지상기기 지하화로 도시 미관개선

○ 대용량 분산형 전원 연계

단

점

○ 지하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지하구조물 환기/방수/화재 방
지 대책 수립 및 지속적이 모
니터링 필요

○ 계통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기
설치 증가

○ 지하매설물 증가

○ 건물신축시 전기설비 통합 시공

곤란

[표5-2] Secondary Substation 의 장단점

미래배전계통은 지역별로 운영되어 전력을 거래할 수도 있다. 22.9kV

범위에서 배전시장을 거래하고 나아가 Secondary Substation 에도 주파

수, 부하제어 기능을 추가하여 거래/중개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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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e in power consumption, power facilities are also

increasing proportionately. Installation of power facilities is becoming

difficult due to the high population density in a narrow country.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aesthetics of the city, there are frequent

requests for relocation of power facilities and siz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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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distribution stations that operate

underground or collect power facilities in one place are currently in

operation.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

need to operate a compact distribution station (CDS) that is smaller

than the distribution station is emerging. CDS includes RMU with

cut-off function, large-capacity transformer, and low-voltage circuit

breaker. So, it can be called a Secondary Substation becaus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econdary substation after the 154/22.9kV

substation.

A large-capacity transformer will be installed in the secondary

substation. It can be installed up to 500～2,000kVA capacity in

preparation for ring-based system operation and expansion of low

pressure supply range. However, since the current transformer

secondary low voltage system is connected to a radial network, the

reliability of the power supply cannot be secured, and many

customers experience power outages when a transformer fails.

In addition, customers are not guaranteed a stable power supply,

such as experiencing a long power outage until the transformer is

replaced. To prevent this, in this study, four underground

low-pressure system models were proposed, and power flow was

reviewed through simulation.

In addition, for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system, the optimal

model was proposed by fusion of power flow and economical

efficiency by reviewing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on how this will change when applied to the currently

operated underground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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