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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의 녹생성장 정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들의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배전계통에 태양광/풍력발전 등 분산전원의 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배전계통의 조류흐름이 단방

향(One direction)에서 양방향(Bi-direction)으로 변화 되어 배전계통의 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

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의 배전계통 연계에 따른 보호기기의 정정 및

보호협조검토가 가능한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보호협조 평가시스템

을 제작하였다. 이 평가시스템에 분산전원 연계 시, 배전계통의 보호기기들 사이의 보호협조를 검토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됨에 따라 배전계통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의 분

산전원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배전계통의 설치자(분산전원 소유자)의 보호방식은

분산전원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 시, 역 조류

및 고장전류의 증․감 등에 의하여 보호협조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

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 시 발생되는 보호협조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을 제

안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보호협조 평가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평가시스템에 배전계통

을 모델링하여 자동재폐로 차단기(Recloser)와 분산전

원수용가 계전기(OCR 및 OCGR)의 보호협조를 검

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 보호협조 문제점을 확인하였

으며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분산전원 연계 시 배전계통의 보호협조

2.1 배전계통의 보호협조
보호협조는 배전선로에서 발생한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계전기(Relay) 및 자동재폐

로 차단기(Recloser)등의 보호기기를 적절히 배치하

여 최적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보호기기의 동작시간은 보호기기마다 정정하여

얻은 TC(Time-Current)특성곡선에서 PU(Pick-Up)배

수를 X좌표 값에 대입하여 얻은 Y좌표 값(사이클)이

다. 여기서 TC특성곡선은 그림 1과 같이 PU배수(전

류특성)에 따른 동작시간(사이클)의 관계이다.

[그림 1] 변전소Ry와 R/C의 TC특성곡선

PU배수란 고장전류가 최소동작전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식 (1)과 같다. TC특성곡선에서 고

장전류 대신 PU값을 사용하여 협조시간을 판정하는

이유는 고장전류가 고장점의 전원측으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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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Is
If

(1)

여기서, If : 고장전류, Is : 보호기기의 최소동작전류

표 1은 후비보호기기(변전소계전기 OCR, OCGR)

와 전위보호기기(R/C)에 따른 협조시간차로서 보호

기기간 동작시간 차이가 보통 10사이클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협조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후비보호기기

가 디지털계전기인 경우 한전의 개선안으로 보호기

기의 동작시간 차이가 3사이클 이상을 만족하면 협

조가 가능하다.

[표 1] 보호기기간의 협조시간차

후비보호기기 전위보호기기
협조시간차(Cyc)

현행 개선(안)

아날로그OC(G)R R/C 10 10

디지털OC(G)R R/C 10 3

그림 1은 협조가 가능한 경우의 한 예로써 전위보

호기기(R/C)와 후위보호기기(변전소Ry) 사이의 동

작시간 차는 17.9사이클(33.8-15.9)로 협조시간차인

10사이클 이상으로 협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작시간

차이가 협조시간차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기의

정정치를 변경하여 TC특성곡선을 변경하거나 보호

기기를 재선정하여 협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2 분산전원 연계 시, 사고해석 알고리즘
태양광 및 풍력이 배전계통에 연계 시, 사고해석

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이 고려된 정상/영상분

%임피던스를 올바르게 산출해야한다. 그림 2는 태

양광 및 풍력발전이 연계된 경우 사고지점의 %임피

던스맵이다. 태양광의 경우 인버터가 정지기이므로

실제 사고발생 시 인버터 정격전류의 1.5배 전류가

사고지점으로 흐르게 된다. 한편 풍력발전의 경우

동기기 및 유도기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자체 임피던

스가 존재하므로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임피던스를

병렬로 계산하여 사고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 태양광 및 풍력연계 시의 사고지점 %임피던스맵
그림 3은 분산전원이 연계 된 경우의 사고해석 알

고리즘으로 발전기 기본식을 바탕으로 한 고장전류

계산식과 연계된 분산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임피던

스맵을 이용하여 고장전류를 계산한다.

[그림 3] 분산전원 연계 시, 사고해석 알고리즘

3. 보호협조 평가시스템 제작

3.1 분산전원 연계 시, 사고해석 알고리즘
분산전원 연계로 인한 역 조류의 흐름 및 고장전

류의 변화에도 현재 배전계통의 보호협조는 분산전

원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계통에 연계되는 분산전원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보

호협조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

어 분산전원을 고려한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을 그림

4와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4]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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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통의 DATA를 수집하고 보호기기의 종류

를 선정한다. 앞서 언급한 사고해석 알고리즘을 통

하여 분산전원을 고려한 각 지점의 고장전류를 산출

한다. 각 지점의 고장전류 및 부하전류를 산출하여

전위보호기기(R/C)와 후비보호기기(고객계전기) 사

이의 정정치를 검토하고, TC특성곡선을 확인하여

전위보호기기와 후비보호기기가 협조시간차 이상의

시간을 갖고 동작하는지 보호협조를 판정한다. 협조

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의 TC특성곡선을 변경하여 동작시간을 조정하

여 보호협조를 가능하도록 한다. TC특성곡선의 변경

에도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기기(변전소계전

기 및 R/C)를 재선정하여 보호기기의 정정치를 재검

토하고 다시 보호협조를 평가한다.

3.2 보호협조 평가시스템 제작
제안한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제작

한 보호협조 평가시스템은 그림 5와 같다. CB, R/C,

DG(분산전원 및 수용가 계전기) 등 각종 기기추가 및

선로를 편집하는 ICON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배

전계통을 쉽게 모의할 수 있도록 C++를 이용하여

HMI(Human Machine Interface)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5] 보호협조 평가시스템의 제작 및 기능 

4. 시뮬레이션 및 분석

보호협조 평가시스템에 그림 6과 같이 임피던스

및 계통정보를 이용하여 분산전원(풍력발전)이 연계

된 배전계통을 모의하였으며 설치된 보호기기의 정보

는 표 2와 같다. R/C의 보호기기타입은 일진전기의

IJB-VE (개조)를 사용하였으며 순시, 지연으로 N1,

N3 타입보다 동작시간에 여유가 있는 N2, N4 타입

을 이용하였다. 고객계전기의 OCR 타입은 경보전기

의 강반한시 TC커브특성을 갖는 GCO-CI II D4를 사

용하고 OCGR은 GCO-CI II D5를 사용하였다.

[그림 6] 보호협조 평가시스템의 모의계통 
[표 2] 모의 배전계통의 보호기기 타입

구분 정정치 (보호기기의 타입)

R/C
상 IJB-VE(개조) (순시: N2, 지연:N4)

지락 IJB-VE(개조) (순시: N2, 지연:N4)

분산전원

수용가계

전기

OCR GCO-CI II D4

OCGR GCO-CI II D5

R/C는 후비보호기기 보다 부하전류가 충분히 감

소한 지점에 설치해야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이 연계되기 전, 하나의 Feeder당

10MVA용량으로 최대부하전류가 252A일 때, 선로를

기준으로 부하전류가 반으로 감소한 126A인 지점에

R/C를 설치하였다. 각 보호기기의 정정치를 상정하

기 위하여 계통의 고장전류를 산출한다. 그림 7은

분산전원의 수용가측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정상

및 영상분 임피던스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R/C와 분산전원수용가 사이의 고장 시 임피던스맵 

3상 단락전류의 계산은 식 (2)과 같으며, 그 결과

가 그림 8의 시뮬레이션과 일치하여 보호협조 평가

시스템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Is  j


××


 A (2)

여기서, Is: 3상 단락전류

[그림 8] 시스템에 모의한 계통의 3상 단락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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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계통에서 R/C의 최대부하전류는 분산전

원 연계 전 126A였으나 연계 후, 분산전원의 출력용

량에 의해 실제 50A까지 감소한다. 표 3은 숙련된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각 보호기기들의 정

정지침으로 R/C의 최소동작전류는 최대부하전류의

2.8∼4.0배 사이이다. 이에 따른 R/C의 최소동작전류

값은 분산전원 연계전보다 최대 360A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9는 분산전원 연계 시 기존의 보호

협조방식을 이용하여 정정치를 구하여 최소동작전류

가 400A인 경우 R/C의 동작시간과, 제안한 보호협조

알고리즘으로 정정치를 구하여 최소동작전류가 200A

인 R/C의 동작시간을 비교한 것으로 동작시간에 차이

가 있음(PU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3] R/C의 정정지침
구분 R/C의 정정지침

최소

동작

전류

상 최대부하전류의 2.8배 이상 4.0배 이하

지락 최대부하전류 x 0.3 이상

[그림 9] 보호협조방식에 의한 R/C의 동작시간비교 

그림 10은 분산전원 연계 전과 후, R/C와 분산전원

수용가 계전기의 보호협조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각

PU에서의 동작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식 (3)은 분산

전원 연계 전 분산전원수용가 계전기의 3상 단락전

류를 최소동작전류로 나눈 PU값이며, 식 (4)는 분산

전원 연계 후의 단락전류로 계산한 PU값이다. 분산

전원 연계로 인한 고장전류의 증가에 따라 PU값 또

한 증가하여 동작시간이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다.

PU TAP ×


  (3)

PUD G TAP ×


  (4)

여기서, PU : 분산전원 연계전의 분산전원수용가,

계전기 PU값, PUD G : 분산전원 연계시의 분산전

원수용가 계전기의 PU값

분산전원 연계 시, 분산전원 수용가와 R/C의 동작

시간 차이가 분산전원 수용가 계전기 OCR 0.5레버

에서 6사이클 이상이며 연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협

조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산전원

의 연계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분산전원이 사고전류

및 부하전류의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기존 협조방식

의 세팅 값들이 보호기기들의 작용을 민감하거나 혹

은 둔감하게 하여 기기들의 오/부동작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산전원 연계

시, 지속적인 최적의 보호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안

한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분산전원 연계 전(좌) 및 후(우)의 동작시간 비교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이 연계된 경우 보호협조

평가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이 적

용된 보호협조 평가시스템을 제작하여, 분산전원에

따른 보호협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산전원

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보호협조방식은 보

호기기들의 정확한 정정치를 산정할 수 없어 최적의

동작을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산전

원 연계 시 후비보호기기인 R/C와 전위보호기기인

분산전원 수용가계전기 사이의 보호협조를 검토하여

본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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