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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종래의 배전계통에 있어서의 전력조류는 변전소에서 선로말단을 향한 단방향이었지만, 분

산형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경우에는 그 출력용량의 여부에 따라 양방향의 전력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계통운용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분산형전원에 대

규모전원의 보완적 역할과 배전선로상의 국부적 부하 감당 역할을 부과하여 그의 적극적 활

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분산형전원으로부터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조류의 기능을 허

용할 수 있는 양방향 보호협조방식의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

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배전계통의 보호체제와 분산형전원의 보호장치가 서로 협

조하여 대처할 수 있는 보호협조방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배전계통에 있어서, 낙뢰 및 수목접촉 등의 원인

으로 지락사고 및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고파급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전류를 공급하고

있는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배전선에는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사

고를 정확히 검출하여 사고구간 또는 사고선로를 계

통으로부터 분리하게 된다. 그러나, 분산형전원이 기

존의 어떤 보호협조체제하의 배전선로에 도입될 경

우는 분산형전원의 계통에 대한 역조류에 의해 사고

시 고장구간의 분리 및 선로재구성에 따른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알고리즘, 그리고 순시정전시 분산형

전원의 기동정지, 개폐기의 기능, 차단용량 등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다분히 있다. 또한, 사고시 일

시적으로 분리된 건전구간내에 분산형전원이 존재하

여 그 구간내의 부하와 평형을 이루며 운전되고 있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인체 및 전

기설비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신속한 복구에도 저해의 요인이 된다. 이 외에도, 지

락사고시 선로가 계통과 차단된 상태에서 분산형전

원의 차단기가 늦게 동작하게 되면 선로의 커패시터

와 부하가 분산형전원과 작용하여 공진으로 인한 과

전압을 발생한다는 점, 차단기(리클로우져 또는 CB)

와 휴즈의 보호협조체제하에서 순시사고시 휴즈의

불필요한 용단으로 인한 장시간정전사태가 발생한다

는 점, CB 또는 리클로우져의 재폐로방식에 대한

분산형전원의 확실한 분리보장문제 등이 열거될 수

있다.

2. 신에너지전원을 고려한 보호협조 방안

기존의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비지 근방

에 분산 설치하는 분산전원을 기존 배전계통에 연결

할 경우, 역조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배전계통

의 보호협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기존

배전계통시스템은 수지상 단일방향으로 연결되어 있

으나 분산전원이 도입되면 양방향으로 전력의 융통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협조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분산전원 배전계통 연계에 따른 양방향 자동재

폐로차단기(Recloser)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2.1 보호협조의 기본 원칙

  분산전원이 연계되어 있는 배전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분산전원의 고장전류 기여 수준이 배전

선로용 Recloser나 분산전원 발전장치의 보호협조

설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분산전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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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라서 고장전류 기여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배전계통에는 전원 종류가 다른 여러 분산전원이 혼

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보호협조 체제

가 필요하게 된다. 보호협조의 제1원칙은 고장이 발

생할 때 최소한도의 계통 구간만 분리시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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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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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2

CB3 RC2

CB4

그림 1.  22.9kV 배전계통의 보호협조기기 개념도 

① 그림 1에서 F1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CB3

가 고장을 검출하여 동작한다. Recloser RC1은 분산

전원 DG에서 공급하는 고장전류의 크기와 Recloser

RC1의 최소 픽업 정정치에 의하여 F1 고장을 검출

할 수도 있고 검출 못 할 수도 있다. 따라서

Recloser RC1은 방향성 과전류 보호기능을 구비하

고 있어야 한다. 만일 Recloser RC1이 동작하면,

Recloser RC1과 End 사이에는 단독운전(Islanding)

하게 되므로 CB4를 동작시켜 DG를 분리하여야 한

다.

② 그림 1에서 F2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Recloser RC1과 DG를 연계하는 CB4가 동작하여야

한다. Recloser RC1은 DG를 연계하는 CB4가 분리

된 후에만 재폐로를 할 수 있다. 만일 재폐로가 성

공하게 되면 CB4의 동기화 조건에 의하여 DG를 배

전계통에 다시 연계할 수 있다.

③ 그림 1에서 F3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Recloser RC2가 동작하여 고장을 제거하여야 한다.

F3 고장에 대하여 Recloser RC1, Recloser RC2와

DG의 CB4가 보호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그림 1에서 F4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

우, 이 고장은 COS의 부하측이 된다. COS 퓨즈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COS 퓨즈가 동작하기 전에

CB3가 동작하여야 한다. 만일 DG의 고장전류 기여

도가 크면 Recloser RC1이 동작하여야 한다. DG가

단독운전 (Islanding)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B4가 동작하여 DG를 분리시켜야 한다. 만일 DG

의 설비용량이 크고 고장전류가 크다면, CB3,

Recloser RC1, CB4의 순시 과전류 보호 동작에도

불구하고, COS의 퓨즈가 동작할 수도 있다.

⑤ 그림 1에서 F5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

우, COS 퓨즈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COS 퓨즈가

동작하기 전에 DG의 CB4가 동작하여 DG를 분리시

켜야 한다. 이 때 Recloser RC2와 CB4가 보호협조

하여야 한다.

2.2 부하절체 운전 시 R/C의 부동작

그림 2. 부하절체 운전 시 보호협조 개념도

(1) F1
사고 발생시

① R/C #4가 R/C #2 동작하기 전에 먼저 동작하

도록 정정치 값을 조정해야 한다.

② R/C #4가 2번 선로의 중간지점 정정치로 셋팅

되어 있는데, 부하절체에 의해 말단지점 정정치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OCGR이 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F2
사고지점(F3

동일)

① R/C #2가 분류효과에 의해 사고전류가 작아져

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DS의 사고전류에 의하영 R/C #4가 동작하게

되면, 순시사고 복구시에 R/C #4가 동작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감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방향성의

보호협조기기가 요구된다.

2.3 타 선로의 사고 시 R/C의 오동작

그림 3. 타 선로 사고 시 보호협조 개념도 

① R/C #1이 동작을 해야 하는데, R/C #3가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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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R/C #3까지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역방향 사고전류 시에 검출하여 동작을 못하도

록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양방향성의 보호

협조기기가 요구된다.

② 또한, R/C #3이 전달사고에도 동작하지 않도록

방향성 감지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양방향성의

보호협조기기가 요구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3.1 모델 배전 계통

분산전원의 배전계통 연계특성 평가를 위한 대상

배전계통모델은 기존의 한국전력 배전선로를 기준

으로 하여 PSCAD/EMTDC로 하기의 그림과 같이

선정및 모델링 하였다.

그림 4  모델계통의 배전용변전소 모델링

a상 1선지락사고가 발생한 직후 변전소 인출구 및

PV시스템 연계점에서의 a상 전압은 각각 0.776 pu,

0.578 pu로 나타났으며, 고장전류 I_04 는 2264 A,

계통측 공급고장전류 I_03 는 2292 A, PV시스템측

공급고장전류 I_05 는 31 A 로 나타났다. PV시스템

측의 고장공급전류는 정상연계운전시 22 A 의

141%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t=2.2

초에서 변전소측 차단기가 트립되고 나서, 1선지락

고장이 자동소멸되는 t=2.3초까지 1선지락사고발생

상태의 선로에 PV시스템만이 고장전류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동안 PV시스템측 공급고장전류는 47 A

로 이것은 정상상태 공급전류의 214% 에 달하는 값

이다. 이 때의 전압은 0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그림

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장이 자동소멸된 t=2.3 초

이후부터 변전소측 차단기가 재폐로 하기까지인

t=2.7초 까지는 Sector 5에서 Sector 8 까지의 부하

를 PV시스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단독운전상태가

지속되며, 이 때의 연계점의 전압은 거의 0로 수렴

하고 있고, PV시스템 출력전류는 상당량의 고조파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t=2.7 초 이후는 변전소측

차단기의 재폐로가 이루어져 연계계통 및 PV시스템

은 다시 정상상태로 운전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그림 5.  1선지락 사고 시 PV시스템의 응동특성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에너지전원의 배전계통 연계에

따른 보호방식상의 문제점 분석을 분석하고 협조방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태양광전원을 대상으로

EMTDC/PSCAD를 이용하여 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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