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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 이후 新기

후체제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9년까지 전원

구성 중 분산형 전원을 12.5%로 확대할 계획이다. EPRI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 직류 기반 디지털 부하

가 전체의 5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류

(DC)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산전원은 교

류(AC) 기반의 기존 배전망에 연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력변환단계(AC/DC)를 거치며 이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배전망이 직류(DC) 기반일 경우, 

직류로 생산된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으므로 분산

전원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고, 직류 전원을 디지털 

부하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직류는 교류 대비 장거리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여 

분산전원의 배전계통 연계용량을 확대시킬 수 있고, 주

파수가 없어 기자재의 절연레벨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

이 전력 분야 新기후체제의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직류 배전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2. 본 론

(1) 직류 배전 현황 및 전망

① 직류 배전 기술개발 추진 경위

직류 배전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전송하거나, 

직류 전원을 직접 고객에게 공급하는 기술이다. 그 동

안 직류 기술은 HVDC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가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직류 기반 신재생에너지와 

직류 부하 증가에 발맞춰 MVDC 및 LVDC의 직류 배

전 기술개발이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0년부터 직류 배전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저

압 직류 배전계통의 표준전압(±750V)과 보호방식(비

접지)을 선정하였고, 전력변환기를 개발하는 등 관련 기

술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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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류 배전 해외 기술개발 현황

해외에서는 핀란드 Suur-Savon Electric이 2012년

부터 특고압 교류배전망을 저압 직류 배전망으로 전환하

여 실증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ABB 등은 DC Project

를 구성하여 Low Voltage, Medium Voltage, High Voltage 

DC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책 연

구소를 중심으로 전력변환기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심지 건물 단위 및 소규모 섬을 

대상으로 DC Microgrid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③ 직류 배전 핵심 기술

직류 배전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은 기자재와 운영시

스템이다. 기자재는 정류기와 인버터로 이루어진 전력

변환기가 주요 기자재이며, 운영시스템은 보호협조와 

<그림 1> 교류 및 직류 공급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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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제어 기술이 핵심 기술이며, 직류 배전 기술의 원

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전력변환기 국산화 및 계통운영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한전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

여 저압 직류 배전 기자재 국산화 및 운영시스템을 자

체 제작하였고, 실증 단계에 이르렀다.

④ 직류 배전 시장 전망

근래 외국의 시장 전망 전문조사기관이 발행한 보고

서에 따르면 2013년 25억불의 전 세계 직류 배전 시장

은 2025년 241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설비 규모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직류 배전 

설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 용도로는 

이동통신과 주택공급용, 인터넷 데이터센터, 군사용 DC 

Micro grid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아울러 직류는 LED 조명,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2kV AC
11(22)kV DC
350(380)V DC
48V DC(PoE), 24V DC  
Energy Units - AC/DC Adapters, Energy storage - DC Batteries

<그림 2> 해외 직류 배전 사이트

핀란드 LVDC 실증 사이트

<그림 3> 고창전력시험센터 내 저압 직류 실증설비

AC/DC 전력변환기 저압 직류 배전 운영시스템

독일 ABB Nuphar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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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전의 직류 배전 추진 방향

한전은 2016년 직류 배전을 실 선로에 최초 적용하

고, 2020년 직류 전력 공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압 직류 배전(LVDC) 시범사업 및 특고압 

직류 배전(MVDC) 기술개발을 통한 직류 전력공급 상

용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직류 산

업의 육성과 해외 직류 배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① 직류 배전 실 선로 최초 적용을 위한 시범선로 구축

저압 직류 배전은 최대 4km까지 100kW 가량의 전

력을 전압강하 없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장점을 활용

하여 직류 배전 기술개발 성과를 최초 적용하고자 한

다. 올해는 저부하 장거리 특고압 선로 5개소를 저압 

직류 배전선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산악경과지의 

교류 특고압 22.9kV 선로를 저압 직류 ±750V로 전환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단극성(+)의 모노

폴(Mono-pole)과 양극성(±)의 바이폴(Bi-pole) 방식

을 현장에 적용하고, 단일 터미널 및 인버터 터미널의 

결선방식별 공급 방식을 검증하는 한편, 다양한 용량별 

전력변환기(AC → DC, DC → AC)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특고압 교류선로를 저압 직류 선로로 전환하

는 방식은 설비 유지보수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AC/DC 전력공급 병행을 위한 중요한 경험

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② DC 독립섬 실증사업

2018년까지 진도 서거차도에 직류 기반 신재생과 연

계된 직류 배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섬 내의 독립계

통에서 디젤, 태양광, 풍력, ESS가 통합 연계된 직류 

<그림 4> 현재와 미래의 배전선로

AC 전력공급망 AC/DC 전력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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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류 배전 실 선로 구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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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을 구축하고, DC Home을 조성하여 전력 생산

부터 전송, 소비까지 모두 직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직류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특고압 AC 선로에서 저압 

DC를 공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변압기를 개발할 계

획이며, 3상 AC/DC 변환기와 직류 고객용 수배전반 

등의 기자재를 개발하여 향후 직류 공급을 대비할 것이

다. 기자재와 더불어 저압 직류 배전망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반도체 차단기와 비접지 지락고장 검출장치

도 개발한다. 위에서 살펴본 DC 독립섬 실증사업이 완

료되면 직류 배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직류 배전망의 

국내외 대표 참조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특고압 직류(MVDC) 기술개발

저압 직류 배전 기술 확보 후 대용량 직류 전력공급 

및 신재생 연계 확대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2016년부

터 멀티 터미널 기반의 특고압 직류 기술개발을 추진한

<그림 6> 직류 배전 실 선로 구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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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고압 직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특고압 직류 배

전용 전력변환기, 차단기 및 개폐기 등 보호협조 기술

을 개발하고, 대용량 수용가용 직류 수배전 시스템과 

멀티 전압 공급 기술을 개발하여 특고압 직류 기술을 확

보하여 미래 직류 상용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특고

압 직류 배전 기술이 완성되면 EV 충전빌딩 및 Internet 

Data Center 특고압 직류 공급을 통한 고품질 전력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륙과 연계된 

도서 지역 해저 케이블의 특고압 DC 전력공급시스템 

전환으로 전력공급 용량이 확대되고, HV-MV-LVDC

가 연계된 새로운 전력망 건설 및 운영 기술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전 세계적으로 직류 배전 시장은 미형성 단계에 있으

나, 새로운 시장 형성 시 우리나라는 글로벌 직류 배전 

시장의 선도자로서 도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전

력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류 배전 기술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와 함께 전력산업계의 노력이 함께 추진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직류 배전 기술이 확대되도록 노

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IT, 전자 및 가전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협력도 함

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기

술개발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선점을 위한 표준

화 작업으로 직류 배전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직류 배전의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효율 직류 

배전망 도입으로 분산전원 연계용량을 확대하고, 국가

적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직류 배전 확대 기반을 지

속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서 新기후체제 에너지 패러

다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한전은 

직류 배전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미래 직류 배전 시장의 선도자

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7> 특고압 직류 배전(M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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