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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국내 배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수지상 계통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배전선로 내 과부하 해소 및 배전계통의 유지보수를 위해 상시 개
방점과 구분 개폐기를 통해 루프계통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
정은 신속한 고장 구간 분리 및 무정전 절체를 위해 루프계통 운전 시
흐르는 루프조류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배전계통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등의 분산전원이
다수 도입된 이후로, 배전계통이 기존의 단방향에서 양방향 전력공급의
특징을 갖게 됨으로 인해 기존의 루프계통 운전에 대한 판단에 추가적
인 과정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배전계통 내 에너지저장장
치가 연계된 경우, 루프계통 운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변동에
대한 판단을 PSCAD/EMTDC로 모델링하여 수행한다.

1. 서    론

전력계통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
용가는 양질의 전력공급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전 횟수 및 정전
지속시간 등의 정도를 포함한 배전계통의 신뢰도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
었다. 최근에는 감시 및 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배전자동화시스템을 통
해 수용가의 무정전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에서 이를 관리하
게 됨으로써 배전계통의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전
자동화기반에서 배전계통을 최적상태로 운전하도록 하는 기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1]. 특히 국내 배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운영의 효율과 안정성
때문에 전원단과 부하단이 구별되는 수지상 계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배전계통에서 고장 발생 혹은 부하 분배 시 이를 절체 할 수 있도록 배
전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상시 개방점과 구분 개폐기를 설정 및 조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절체 과정이 진행되면 타 배전계통과의 연계로 인해 루프계통
운전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루프 연계된 배전계통의
전압 및 위상 상태와 선로의 임피던스 등에 의한 크기로 인해 루프조류
가 발생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루프조류의 영향으로 인해 차단기의 동작
전류값을 초과하여 배전계통 내 광역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전자동화시스템 내에서는 상시 개방점을 기준으로 루프조류를 정확히
계산하여 루프계통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절체 해야 한다.
그러나 부하분담 및 계통보조서비스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갖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보급률이 증가한 이후로 배전계통이 양
방향 전력조류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배전계통 내에 다량의 혹
은 대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가 도입된 경우, 루프 계통운전에 돌입하게
될 시 이러한 양방향 전력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루프조류의 크기를 기
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전계통 내 특정
지점에 심각한 사고 등으로 인해 루프계통 운전이 신속하게 절체 되어
야 하는 경우에, 배전선로에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가 각각의 충전 및
방전을 수행하는 상태에서 출력량을 협조하여 루프계통 운전이 가능하
도록 조절해야 할 필요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
통 내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상태에서 루프계통 운전을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출력변동에 관한 방식을 제안한다. PSCAD/EMTDC로 배전
계통을 모델링하여 이를 검증한다.

2. 본    론

  2.1 배전계통 루프 운전 시 루프전류 계산
배전계통의 루프 운전 시 루프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선 각 선로의 전
압 및 위상, 선로의 임피던스 성분, 각 구간별 유무효전력을 모두 고려
해야 정확한 루프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 상시 개방점 기준으로 각 선로를 테브난 등가임피던스로 표
현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1은 배전계통이 루프계통 운전 시 테브난 등
가회로로 표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시 개방점을 기준으로 바라본 테
브난 등가 임피던스를 통해 루프전류에 대한 식은 (2)이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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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전계통의 테브난 등가임피던스 모델

  2.2.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경우의 루프계통 운전
그림 2은 배전계통에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되어 루프계통으로 동작
하는 경우의 단선도를 나타낸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계통연계형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도입된 경우에는 기존과는 달리 양방향 전력조
류의 특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루프계통 운전 시 연계지점에 따른 에
너지저장장치의 충전 및 방전에 대한 전력이 전류분배의 법칙에 의해
각 배전계통에 분배되므로 이에 따른 전체 루프전력이 새롭게 결정된다.
식 (3)은 1번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가 루프계통 운전 시 1번 배전계통
으로 주입되는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2>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배전계통의 루프 계통운전 단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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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전계통에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가 루프 계통운전 시 에너지저장
장치에 의한 루프전류는 식 (2)에 의한 루프 전류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그림 2의 상시 개방점 루프전류가 1번 배전계통에서 2번 배
전계통으로 흐르는 경우, 식 (2)와 (3)을 이용하여 상시 개방점에 흐르는
루프 전류를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배전계통의
루프 운전 시 루프조류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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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루프 배전계통 운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출력변동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PSCAD/EMTDC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에너지저장장치가 다수 연계된 배전계통으로 모델링하여 루프계통 운전
을 수행한다. 루프계통 모의를 위한 배전계통 정보를 표 1과 같이 제시
한다. 이에 따른 루프 배전계통 모의 결과를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여
기서 배전계통의 부하와 무효전력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 배전계통의 모의 시뮬레이션 단선도 

 <표 1> 루프계통 운전 모의를 위한 배전계통 정보

구분 A 배전계통 B 배전계통 비고

정상분 저항 21.819 7.771 R

정상분 리액턴스 78.55 47.824 X

상시개방점 전압 ∠ ∠ 22.9㎸ 계통

루프전력 1.778 ㎿ -

구분 1번 ESS 2번 ESS 3번 ESS 4번 ESS

연계지점
A 배전계통의 B 배전계통의

45% 지점 90% 지점 60% 지점 30% 지점

유효전력 5 ㎿ 3 ㎿ 4 ㎿ 6 ㎿

무효전력 0 Mvar

<그림 4> 배전계통의 PSCAD/EMTDC 모델링 

 <표 2> 루프계통 모의 결과

구분

루프 배전계통 전 루프 배전계통 후

A배전계통
주입 조류

B배전계통
주입 조류

A배전계통
주입 조류

B배전계통
주입 조류

1번 ESS 5 ㎿ 0 ㎿ 3.587 ㎿ 1.412 ㎿

2번 ESS 3 ㎿ 0 ㎿ 1.305 ㎿ 1.694 ㎿

3번 ESS 0 ㎿ 4 ㎿ 0.893 ㎿ 3.107 ㎿

4번 ESS 0 ㎿ 6 ㎿ 0.670 ㎿ 5.330 ㎿

구분 루프 배전계통 전 루프 배전계통 후

A 배전계통 유효전력 - 7.931 ㎿ -4.883 ㎿

B 배전계통 유효전력 - 9.971 ㎿ - 13.03 ㎿

상기의 조건에서 B 배전계통의 1차 측 차단기 동작 우려를 위해, 배전
선로 내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B 배전계
통에 주입되는 전력을 3 [㎿]정도 감소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
다. 배전계통운영자의 입장에서는 B 배전계통에 가장 근접한 ESS의 출
력만을 줄임으로써 쉽게 배전계통 내 주입되는 전력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배전계통 내 다수의 분산전원운영자의 입장에서 특정 운영
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특정 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을 급격히 감소
시킴으로 인해 배전계통 내의 전압변동에 대한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배전계통 내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를 균형 있게 출력을 변
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루프 배전계통 운전을 위해 다수의 분산전원
이 균일한 출력 변동을 수행하면서 배전계통 내 주입되는 조류를 조정
하기 위한 계산방식을 그림 4와 같이 제안한다.

<그림 4> 루프계통 운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출력변동 계산

상기의 루프계통 운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출력변동에 대한 계산방
식을 적용한 에너지저장장치 출력변동 결정 과정은 표 3과 같다. 전류
분배에 의해 B 배전계통에 주입되는 조류량을 동일한 용량으로 감소시
켰을 때의 각 에너지저장장치 출력량을 계산한다. 각각의 에너지저장장
치의 출력 변동량은 선로의 연계 지점과 출력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각각의 출력 변동량의 평균 계산을 통해 모든 에너지저장장치가 1.447
[㎿] 만큼 출력을 낮추게 되면 3.46 [%]의 오차를 갖는 범위 내에 B 배
전계통의 전력이 3 [㎿]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한 각 에너지저장장치 출력변동 결정

구분 출력 용량

루프 배전계통 운전 시

비고B 배전계통
주입 조류

균일 출력
감소

1번 ESS 5 ㎿ 1.412 ㎿ 0.662 ㎿
B 배전계통
3㎿ 감소
(각 0.75㎿)

2번 ESS 3 ㎿ 1.694 ㎿ 0.944 ㎿

3번 ESS 4 ㎿ 3.107 ㎿ 2.357 ㎿

4번 ESS 6 ㎿ 5.330 ㎿ 4.580 ㎿

구분
변동
비례량

비례량이 적용된
조정전력

출력 변동량
변동량
평균

1번 ESS 2.132 2.345 ㎿ 2.655 ㎿

1.447 ㎿
2번 ESS 1.794 1.672 ㎿ 1.328 ㎿

3번 ESS 1.318 3.034 ㎿ 0.966 ㎿

4번 ESS 1.163 5.159 ㎿ 0.841 ㎿

 <표 4>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한 루프계통 운전 후 모의 결과

구분
변동량 평균을
적용한 조정 전력

B 배전계통
주입 조류

계획 대비
오차율

비고

1번 ESS 3.553 ㎿ 1.003 ㎿

3.46% -
2번 ESS 1.553 ㎿ 0.877 ㎿

3번 ESS 2.553 ㎿ 1.982 ㎿

4번 ESS 4.553 ㎿ 4.044 ㎿

구분
동일 용량 출력
변동에 의한 결과

제안하는 방식에
의한 결과

A 배전계통 유효전력 - 2.07 ㎿ -2.685 ㎿

B 배전계통 유효전력 - 10.1 ㎿ - 9.487 ㎿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 내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상태에서 루프
계통 운전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변동에 관한 계산방식을 제안
하였고 배전계통을 모델링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는 배전계통운
영자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나,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
한 분산전원운영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불가피한 루프 배전
계통 운전의 경우에도 특정 운영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루프 배전계통과 연계된 에너
지저장장치사이의 정보 전달체계 및 계획 대비 오차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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