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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electricity consumption has rapidly increased
along with economic growth. The operating strategy using emergency
generator is aimed, to resolve a demand response management. For
strategy of peak shedding using emergency generator,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the fast transfer switching device. One of the most
effective solutions is to use a static transfer switch (STS) based on
thyristor. However, the characteristic of natural commutated SCR
thyristor should anticipate short duration voltage sag. STS system
thus requires more than a quarter cycle to successfully complete
transfer process. This paper proposes the operation scheme of the
STS system using the forced-commutation technique to mitigate
instantaneous voltage sag during peak transfer process. Proposed
STS system improved turn-off characteristic thus accomplishes the
peak load shedding satisfied power quality.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TS system is evaluated using 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 (EMTP)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1. 서    론

매년 전력 수요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수요 관리 자원
으로 활용하여 전력 수급 위기 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
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1]. 비상 발전기를 이용하면 전력 공급자 입장
에서는 최대 피크 전력 저감으로 인한 예비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용가 측면에서는 피크 전력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기
요금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 발전기를 전력 수요관
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하 절체 시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절체 스위
치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기 개발된 절체 스위치 중 SCR을 이용한
static transfer switches (STS)는 도통 손실이 작고 경제적이며 비동기
절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피크 절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STS를 구성하고 있는 SCR의 턴-오프 특성으로 인하여
양 전원의 공급 중단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절
체 시 전압 강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TS를 피크 절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리스터의 턴-오프 특성을 개선시킬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C 강제 전류(forced-commutation) 회로를 이용한
STS를 제안하였다. 강제 전류회로의 커패시터는 선간 전압의 차와 바
리스터를 통하여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크 시간대의 양 전원
절체 시 충전된 커패시터 전압을 역방향 바이어스로 인가함으로써 단
시간 내에 SCR을 턴-오프하여 피크 절체시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설계하였고, EMTP 모의시험을 통하여 동작 특성을 검증하였다.

2. 제안하는 STS 시스템

  2.1 기존 STS 시스템의 특성
그림 1은 전원 절체를 위한 SCR과 bypass용 차단기(MC)로 구성된
일반적인 STS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STS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1에서와 같이 STS 시스템은 2개의 공급원(한전 및 비상 발전
기) 사이에 설치되며, 한전측 전원 고장 발생 시 비상 발전기를 기동시
키고, 한전측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 발전기 전원을 투입하는
break-before- make(BBM) 동작을 통하여 STS 2차측에 연결된 중요
부하에 전력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상기의 특성을 지닌 STS를 비상발전기와 연계하여 피크 시간대의 전
력 수요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하 절체 시 전압 강하 및 정
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IEEE std. 1159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하지만 STS를 구성하고 있는 SCR은 턴-오프 특성으로 인하여 양 전원
의 공급 중단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절체 시 전
압 강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존 STS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1의 데이터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그림 2는 피크 발생 시 STS 2차측에 연
결된 중요 부하에 대하여 한전측 전원에서 비상 발전기측 전원으로 절
체를 수행한 경우의 전류 파형 및 전압 실효값 변동을 나타낸다.

 <표 1> 모의 시험 파라미터

항목 설정값

한전측 전원 220 Vrms, 60 Hz

발전기측 전원 220 Vrms, 60 Hz

일반 부하 100 kVA, 0.95 lag

중요 부하 100 kVA, 0.8 lag

피크전력 설정치 150 kVA

동기조건

전압 Voltage difference < ± 5 %

주파수 Frequency diffrence < ± 0.2 Hz

위상 PLL diffrence < ± 5 deg

동기화 시간 제한 0.05 [s]

(a) 전류 파형

(b) 전압 파형
<그림 2> 피크 절체 시 결과 파형

모의 시험 결과, 한전측 SCR의 게이트 신호는 0.088 s에 제거되었으
나 SCR의 턴-오프 특성으로 인하여 즉시 차단되지 못하고 각 상전류가
영 전류가 될 때 차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BBM 동작특성을
갖는 STS의 경우 60 Hz의 전원에서 약 5.56~8.33 ms의 차단 구간이 발
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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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압 실효값 변동이 고장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압
크기 이벤트에 대한 규정인 IEEE std 1159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표 2
에 나타내었다.

 <표 2> 각 상전압 실효값 변동에 따른 고장 판별

상 구분 전압 0.9 pu 이하 유지 시간 고장 판별

A 상 91.675 ~ 109.73 ( 18.05 ms ) 순시 전압 강하

B 상 94.459 ~ 111.12 ( 16.66 ms ) 순시 전압 강하

C 상 none 해당 사항 없음

검토 결과 a, b 상의 전압 실효값이 각각 18.05 ms 및 16.66 ms 동안
0.9 pu 이하로 나타나 순시 전압 강하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절체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STS를 피크 절체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리스터의 턴-오프
특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제안하는 STS 시스템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STS에 강제 전류 회로를 추가로 적용하여 SCR의 턴-
오프 특성을 개선하여 순시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강제 전류 회로를 이용한 반도체 차단기(SSCB : solid-state circuit
breaker)의 동작 특성을 이용하였다 [4].
그림 4에 EMTP를 통하여 모델링된 STS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그림 3> 강제 전류 회로가 적용된 STS

중요 부하에 공급 중인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 SCR,
커패시터 및 인덕터로 구성된 강제 전류 회로를 STS에 병렬로 연결하
여 커패시터 방전을 통한 강제 전류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상에 바리스터를 설치하여 선간 전압의 차를 이용하여 커패시터를 자연
충전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커패시터, 인덕터 그리고 바리스
터 전압은 각각 300 uF, 1 uH 그리고 330 V로 설정하였다. 제안한 강
제 전류 회로를 갖는 STS 시스템을 2.1절과 동일한 계통에 적용하여
절체 과정에서의 순시 전압 강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절체를 수행한 경우의 전류 파형, 강제 전류 회로의 커패시
터 충방전 전압 및 전압 실효값 변동을 나타낸다. 앞서 그림 2와 같이
한전측 SCR의 게이트 신호는 0.088 s에 동일하게 제거되었으며 각 상전
압 파형의 커패시터 C의 충전된 전압이 SCR에 역방향 바이어스로 인가
됨에 따라 SCR에 흐르는 전류가 점차 감소하게 되어 게이트 신호 오프
후 최대 2.67 ms 동안 지속되다가 최종적으로 0.0907 s 에 턴-오프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STS의 턴-오프까지 걸린 0.0947 s 에
비해 4 ms 감소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턴-오프 시간의 감소
로 인하여 발전기측 전원이 투입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하여
전압 실효값의 변동 또한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전압 실효값 변동이 고장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압
크기 이벤트에 대한 규정인 IEEE std 1159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림
6에 나타내었다.

(a) 전류 파형

(b) 커패시터 전압 파형

(c) 전압 파형
<그림 4> 제안한 STS를 이용한 피크 절체 시 결과 파형

 <표 3> 제안한 STS 시스템의 고장 판별

상 구분 전압 0.9 pu 이하 유지 시간 고장 판별

A 상 none (Vrms_min : 0.908 pu) 해당 사항 없음

B 상 none (Vrms_min : 0.965 pu) 해당 사항 없음

C 상 none (Vrms_max : 1.086 pu) 해당 사항 없음

검토 결과, 피크 전력 발생에 따른 부하 분담을 위하여 한전측에서 발
전기측으로 절체 시 각 상전압의 실효값 변동은 전압 위상 변경과 상관
없이 전압 크기 이벤트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결과적으로 절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3. 결    론

STS는 양 전원간의 절체 시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BBM 동작 특
성으로 인하여 순환전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장 발생 시 양 전원 중
한 쪽 전원만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절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
니고 있다. 하지만 피크 부하 분담을 위하여 정상 상태에서의 절체를 수
행할 경우 STS를 구성하고 있는 SCR의 턴-오프 특성에 의하여 순시
전압강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턴-오프 특성을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상 시 전력 사용 중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하여 STS 시스템에 강제 전류 회로를 추가로 설치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상 시 충전된 커패시터의 전압을 이용하여
SCR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SCR 소자의 턴-오프 특성을 개선
하였으며 EMTP를 이용한 모의시험을 통하여 동작을 검증하였다. 모의
결과 제안한 STS 시스템을 이용한 부하 절체 시 기존 STS보다 전압
실효값의 변동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순시 전압 강하
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절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추후 연구로써, 모델링된 STS를 이용하여 비상 발전기 비
동기 절체 시 동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원으로 기초전력연구원의 2014년

선정 기초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과제번호:R14XA02-34]

[참 고 문 헌]

[1] Jongkee Choi, Jihong Jung, Jihoon Lim, Samsun Ma, Kijun Park
“A Study on Utilization of Customer Owned Generators for
Demand Side Management”, KEPCO, 2012

[2] M. N. Moschakis and N. D. Hatziargyriou, “A detailed model for
a thyristor-based static transfer switch” , IEEE Trans. Power
Deliv., vol. 18, no. 4, pp. 1442–1449, 2003.

[3]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Monitoring Electric Power
Quality”, IEEE Std. 1159-1995, 1995.

[4] C. Meyer, M. Hliing, and R. W. De Doncker, “Novel Solid-state
Circuit Breaker Based,” pp. 2559–2564,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