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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압인버터가 적용된 설비의 연속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체 기능은 고압모터가 정지한 후 상용전원으로

모터를 기동하는 방법으로 기동 시 과전류와 고압모터 정지

시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고압인버터

출력전압을 상용전원과 동기화 한 뒤 절체하는 동기절체 기능을

사용하면 고압모터가 회전 중일 때에 절체할 수 있으므로, 절체

시 과전류를 줄일 수 있으며, 설비의 연속운전을 보장할 수

있다.

1. 서 론

LS산전의 고압인버터 LSMV는 고압 3300[V] ~ 

10000[V]에서 사용하며, 용량은 6600[V]급으로

600[kVA] ~ 5[MVA]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LSMV는

Cascade H - bridge 멀티레벨 방식의 안정적, 고성능인

인버터로 LS산전의 저압 인버터를 사용해본 유저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1]

그림 1. LSMV 구성

고압인버터 LSMV가 설치된 부하는 공장, 소각장, 발전소

등에서 중요한 설비들로 이 부하들이 운전 중 상용전원 정전, 

고압인버터 고장 등으로 정지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압인버터 LSMV는 순시정전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한 순간 정전 대응[2], 내부 셀 고장에

대응하는 셀 바이패스 알고리즘, 그리고 고장 발생 시 고장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하여 리셋 후 재 기동하는 자동 재

기동 기능 등과 같은 기능을 LSMV에 적용하여 사고 시

정지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하고 있다.

이런 기능들에 더불어 고압인버터 고장 시 부하설비를

지속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상용전원으로 부하를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절체 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2. 동기절체

절체(切替, Bypass)는 전력계통에서 고장 선로를 끊고

우회하는 다른 선로를 이용하여 배전하는 동작을 말하거나, 

공장 전원에 UPS를 적용할 때 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을

상용전원에서 UPS 출력으로, 또는 UPS 출력에서

상용전원으로 바꿀 때의 동작을 절체라 한다.

1.1 고압인버터에서 절체

그림 2는 고압인버터에 적용되는

절체(Bypass) 설비 도면으로, 

고압인버터 LSMV 라인과 상용전원

라인을 병렬로 구성한 뒤 절체를

사용하여 LSMV 고장 시 상용전원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K1, K2, 

K3는 고압 스위치기어를 나타내며,

스위치 기어는 VCB, VCS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스위치기어의 정격전류에

따라 종류가 제한될 수 있다.

고압모터가 LSMV에 의해 운전될 때

고장이 발생하면, 상용전원 라인으로 절체하기 위해 K2

(고압인버터 라인 스위치기어)를 끊고 모터가 정지하길

기다린 후 K3 (상용전원 라인 스위치기어)를 연결한다. 이는

고압 전원에 의한 모터의 직입 기동과 같은 상황이므로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상용전원에 인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전원 라인에 리액터 기동 설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저압 모터에 적용되는 절체 기능은 모터가 회전 중일 때

상용전원을 투입하여 사용하지만, 고압 모터는 역기전력과

반대되는 극성의 전원이 인가되면 모터의 회전 축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터가 정지한

뒤 상용전원을 투입한다.

2.1 전원 위상 동기화

1.1절의 절체 방식은 고압모터가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그림 2. LSMV 

절체 설비



다음 상용전원으로 직입 기동하기 때문에 설비의 연속운전이

끊기게 되어, 설비의 정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상용전압에 의한 직입 기동은 고압 모터에 큰 부하를

주어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고압 모터의 절체는 고압 모터가

회전 중에 이뤄져서 설비의 연속운전이 가능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터가 회전 중일 때 절체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압인버터

출력을 최대한 상용전원과 동일하게 한 뒤 절체를 하는

것으로 절체 시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와 절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고압인버터의 입력단 전압과 출력단 전압을 측정하여 두

전압의 위상이 동기화 되도록 출력 전압의 레퍼런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 전원 위상 동기화 전 (b) 전원 위상 동기화 후

그림 3. 전원 위상 동기화

그림 3은 6600[V] 6층 Cascade H – bridge 

고압인버터(상 13레벨, 선간 25레벨)의 입력전압 R상과

출력전압 U상의 상 전압을 0~3.3[V]로 변환한 후 757Hz 

fC의 LPF로 측정한 파형으로 (a)는 전원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기 전, (b)는 적용한 후로 전원 위상 동기화 기능

적용으로 입, 출력 전압의 위상이 동기화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1 동기절체

전원 동기화 후 절체하는 동기절체의 방법으로 모터의

입력전압이 순간적으로 차단되며 다른 전원으로 바뀌는 순단

방식과 짧은 시간 두 전원이 같이 연결되어 바뀌기 전의

전원이 끊기는 무순단 방식의 두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무순단 방식의 동기절체를 설명한다.

3.1.1 무순단 동기절체 시스템

무순단 동기절체 방식은 절체 시

순간적으로 고압 인버터의 출력 전압과

상용 전원이 고압모터에 인가되기 때문에

두 전원의 충돌을 막기 위한 리액터가

고압인버터 출력에 설치된다.

이 리액터의 리액턴스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압인버터 운전

시 리액터에 의한 손실과 두 전원이

동시에 리액터 양단에 인가된 경우

발생하는 순환 전류 크기의 두 가지가

있다. 리액턴스가 클수록 순환 전류는

줄지만, 손실이 커지므로 용량에 따른 적절한 리액턴스 선정이

중요하다.

3.1.2 무순단 방식의 상용라인으로 절체

무순단 방식의 동기절체 중 고압인버터 라인에서 상용전원

라인으로 절체하는 동작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고압인버터 라인으로 고압모터가 운전하려면 그림 4에서

K2는 ON이고, K3는 반드시 OFF이어야 한다.

2. 고압인버터 출력 주파수 지령을 상용전원의 주파수와

같은 60Hz로 주어, 출력 전압의 주파수가 60Hz가

되도록 한다.

3. 고압인버터의 출력과 상용전원을 동일하게 하는 전원

동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4. 동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일정시간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다가 스위치기어의 제어를 시작한다.

5. 스위치기어는 K3가 ON이 된 뒤 K2가 OFF되도록

제어한다.

6. 동기절체가 완료되면 고압모터는 상용전원으로 운전되며

LSMV는 자동으로 정지한다.   

그림 5. 무순단 방식 동기절체

실험 시 전류 측정 위치

(a) 무부하 시 21[A] (b) 정격 부하 시 53[A]

그림 6. 무순단 방식의

상용라인으로 절체 실험 파형

동기절체 실험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LSMV 고압인버터: 6600[V] 53[A] 600[kVA]

2. 스위치기어: VCS (LVC-6-42-LD @ LSIS)

3. MG 부하시험 장비: 6600[V] 100[A] 1[MW] 

4. 고압리액터: 6600[V] 100[A] 10[mH]

그림 5, 6은 무순단 방식으로 고압인버터 라인에서 상용전원

라인으로의 동기절체를 무부하 상태와 정격부하 상태에서

수행한 파형을 보여준다. 고압모터의 전류는 LSMV의

출력전류와 동일하다가 전원 중첩구간 이후 LSMV의

출력전류는 0, 고압모터의 입력전류는 상용라인의 전류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원 중첩 구간 동안 리액터에

흐르는 순환 전류는 LSMV 출력전류로 관찰할 수 있으며, 

LSMV의 정격전류를 넘지 않게 제어됨을 볼 수 있다.   

실험 결과 동기절체 시 모터 입력전류에 헌팅은 모터가

감당할 수 있는 과부하 내량에 있으며, 고압인버터의 고장

발생이 없이 절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1.3 무순단 방식의 고압인버터 라인으로 절체

그림 4. 무순단

동기절체



무순단 방식의 동기절체 중 상용전원 라인에서 고압인버터

라인으로 절체하는 동작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전원 라인으로 고압모터가 운전하려면 그림 4에서

K3는 ON, K2는 반드시 OFF이어야 한다.

2. K2가 OFF인 상태로 LSMV의 출력 주파수를 60Hz까지

가속한다.

3. LSMV의 출력주파수가 60Hz에 도달하면 전압 동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4. 동기화 과정이 끝나면 일정시간 동기화 상태를 유지한

후 스위치기어 제어를 시작한다.

5. 스위치기어는 K2가 ON이 된 뒤 K3가 OFF되도록

제어한다.

6. 절체가 완료되면 고압모터는 LSMV로 운전된다.

(a) 무부하 시 21[A] (b) 정격 부하 시 53[A]

그림 7. 무순단 방식의

고압인버터 라인으로 절체 실험 파형

*. 그림 7의 실험 설비는 3.1.2절의 실험 설비와 동일하다.

그림 7은 무순단 방식으로 상용전원 라인에서 고압인버터

라인으로 동기절체를 무부하 상태와 정격부하 상태에서 수행한

파형을 보여준다. 고압모터의 전류는 상용전원 라인으로

흐르다가 전원 중첩구간 이후에 LSMV 라인의 전류와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전원으로 절체와 동일한 결과로, 중첩 구간

동안 리액터에 흐르는 순환 전류는 LSMV 출력전류로 관찰할

수 있으며, LSMV의 정격전류를 넘지 않게 제어됨을 볼 수

있다.

실험결과 동기절체 시 모터 입력전류에 헌팅은 모터가 감당할

수 있는 과부하 내량에 있으며, 고압인버터의 고장 발생이 없이

절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이 논문은 고압모터의 입력전원을 고압인버터 출력과

상용전원으로 설비의 정지 없이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절체 기술에 대하여 필요성과 절체 시 동작 순서 등을

설명하고, 고압인버터 시스템에서 실험한 결과를 개시하였다. 

LS산전 자동화제품연구소는 LSMV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생산성과 이윤에 관련이 있는 설비의 연속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인 동기절체 기능을 자사의 고압인버터 LSMV의

차별화 기술로 개발하여, 동기절체 기능이 적용된 LSMV의

개발 실험을 완료하였고, 2013년 해외 러시아와 국내

현장에서 현장적용 실험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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