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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grid-connected PV system is increased in 
the power system. According to this trend, protection coordination 
issu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when the PV generation is 
connected to the power system. In this paper, we model the PV 
system using EMTP/ATPDRAW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PV 
generation for the fuse coordination.

1. 서    론

  형 인 배 계통은 류의 방향이 단방향인 방사형 시스템이다. 이
에 따라 배 계통의 보호 조는 기본 으로 방사형 시스템을 가정하여 
설계된다. 계통의 보호기기 에서 퓨즈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하게 선
로를 차단하는 장비이다. 다른 보호기기와 달리 퓨즈는 끊어지면 다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의 성공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최근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보호 조의 
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  발  시스템이 연계  주변의 부

하에 력을 공 함으로 인해 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고장 
발생 시 고장 류 공 으로 인하여 퓨즈 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계통 보호 기법의 가장 이상 인 형태는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한 부
분만 고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  발  연계로 인한 퓨즈 조 실
패 시 이러한 보호는 불가능하게 된다[1]. 그러므로 태양  발  시스템
이 퓨즈 조에 주는 향과 문제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MTP/ATPDRAW를 이용하여 태양  발  시스템 
모델을 구 하고 검증하 다. 한 퓨즈 조에 한 태양  발  시스템
의 향을 분석하 다.

2. 퓨즈협조

  2.1 퓨즈 특성
  퓨즈는 다음의 표 인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최소 용융
(Minimum Melting, MM)과 최종 제거 시간(Total Clearing, TC)이 퓨
즈의 동작을 결정하며 시간- 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최소 용융 특성은 퓨즈가 주어진 고장 류 값에서 녹기 시작하는 시
간을 의미한다. 고장 류에 의해 퓨즈가 가열되는 것을 온도 식으로 다
음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1)

여기서   : 퓨즈온도[℃],   : 최종 정상상태 온도[℃], t : 시간[s], τ : 

퓨즈 시간 상수[s] 이다. 최종정상상태 온도에서 열투입과 열손실 사이 
균형을 이룬 것을 다음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I:고장 류(A), R: 퓨즈 항(Ω), K:열손실 상수(W/℃)이다. 사
용된 열에 지의 부분은 녹는 에서 퓨즈 속의 온도를 올리는데 사
용된다. 최종 제거 특성은 주어진 고장 류 값에서 최종으로 고장이 제
거되는 시간을 나타낸다[2].

  2.2 퓨즈협조
  다음 그림 1은 기존의 태양  발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방사형 
계통에서 퓨즈 간의 조를 보여 다. Fuse1과 Fuse2 조의 성공을 
해서 선 1에서 어떠한 고장이 나더라도 Fuse1이 Fuse2 보다 먼  
동작해야한다. 한 원 부근에서 고장이 발생한다면 Fuse2가 Fuse1보
다 먼  동작해야 퓨즈 조의 성공을 의미하게 된다. 기존 배 계통은 
방사형 계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조가 성공 으로 수행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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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양광 발전이 연계되지 

않은 계통의 퓨즈 협조

3. 태양광 발전 시스템

  3.1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발  시스템은 기본 으로 태양  어 이, 인버터, 부하를 포
함한다. 태양 지의 직-병렬 연결로 압과 류를 비례 으로 증가시
켜 태양  모듈을 구성하고, 태양  모듈을 연결하여 태양  어 이를 
구성한다. 태양 지 출력 류 I는 다음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4-5].

                         
 

 

                  (3)

여기서 IL : 류[A], I0 : 다이오드 역포화 류[A], Rs : 내부 직렬 
항[Ω], V : 출력 압[V], q : 하량 1.6×10

-19
[C], n : 다이오드 이상 

계수, k : Boltzmann 상수 1.38×10
-23 
[J/K],  T : 태양 지 온도[K] 

이다.

  3.2 EMTP/ATPDRAW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175W 태양  모듈을 17×126으로 직-병렬 연결하여 
375kW의 태양  어 이를 구성하 고, 어 이 4개를 병렬 연결하여 
1.5MW의 력을 생산하는 태양  발  시스템을 구 하 다. 다음 그
림 2와 같이 EMTP/MODELS로 태양  어 이를 모델링하고, PWM 인
버터에 연결하여 태양  발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인버터를 통해 교류
로 변환된 태양  어 이의 출력은 변압기에서 22.9kV로 승압되어 계통
에 연계된다.

6-switch 
PWM 
인버터

MODELS로
구현한 
태양광 
어레이

<그림 2> EMTP/ATPDRAW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4. 퓨즈협조에 대한 태양광 발전의 영향 분석

  4.1 계통 모델
  다음 그림 3은 퓨즈 조에 하여 태양  발 의 향을 분석하기 
한 계통 모델이다. 계통 원은 22.9kV로 출력하고 태양  시스템은 
1.5MW의 용량으로 22.9kV로 승압하여 원을 공 한다. 선종은 CAB 
EC95X3로 3.906km이고 선로 임피던스는 다음 표 1에 나타나있다.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7



- 475 -

감사의 글

본 과제(결과물)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에 지자원인력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선로 임피던스 정상분 상분

R 0.03022 0.057473

L 0.11186 0.32642

C 0.0010507 0.00048483

<표 1> 선로 임피던스   

  4.2 모의 조건
  본 논문에서는 태양  시스템 비연계시와 연계 시 고장 치 두 곳에 
따라 총 네 가지 경우로 나 어 퓨즈 조를 분석하 다. 고장은 1선 지
락 고장을 모의하 고 0.06 에 발생하는 구 고장으로 시뮬 이션 하
다. 고장 치는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태양  발 이 연계되어 

있는 선과 원이 있는 주 선로 두 곳으로 각각 모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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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양광 발전 연계시 퓨즈협조 모의도

  4.3 모의 결과
  4.3.1 태양광 발전 비연계 시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계통에 태양  발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을 때 고장 치에 따라 퓨즈에 흐르는 류를 보여 다. 다음 그림 4
는 ①번 치 고장 시 Fuse1  Fuse3에 흐르는 류이다. 그림 4 (b)
를 통하여 Fuse3이 동작하여 고장 구간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그림 4 (a)와 같이 고장 제거 후 계통에 정상 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① 치에 고장 발생 시 Fuse3만이 동작한 것으로 퓨
즈 조가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a) Fuse1에 흐르는 전류        (b) Fuse3에 흐르는 전류

<그림 4> 태양광 발전 비연계 - ①위치 고장 발생
           
  그림 5는 ② 치에 고장 발생 시 퓨즈의 동작을 나타낸다. 고장이 발
생한 ② 치 의 Fuse1이 동작하여 0.08 에 고장이 제거된 것을 그림 
5(a)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5(b)에서는 Fuse3에 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Fuse 3은 동작하지 않았지만, Fuse1의 동작
으로 인하여 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다. 방사형으로 설계된 시스템에서 
이러한 퓨즈의 조 동작은 당연한 결과이다.

 (a) Fuse1에 흐르는 전류        (b) Fuse3에 흐르는 전류

<그림 5> 태양광 발전 비연계 - ②위치 고장 발생

  4.3.2 태양광 발전 연계 시
  태양  발  시스템 연계 시 퓨즈 조에 한 향을 다음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치에 고장 발생 시 결과가 그림 6에 나
타나 있다. 그림 6 (b)를 통하여 Fuse 3이 동작하여, 그림 6 (a) 와 같이 
고장 제거 후 계통에 정상 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태양  발 이 연계 되었지만, 퓨즈 조는 성공 으로 수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a) Fuse1에 흐르는 전류        (b) Fuse3에 흐르는 전류

<그림 6> 태양광 발전 연계 - ①위치 고장 발생

  그림 7은 ② 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Fuse1과 Fuse3에 흐르는 
류이다. 퓨즈 조가 성공하기 해서는 Fuse1이 동작하고 Fuse3은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림 7 (b)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  발
에 의하여 고장 류가 공 되기 때문에 Fuse3이 동작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Fuse3의 불필요한 동작은 태양  시스템 연계시의 
조 실패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태양  발  연계 시 퓨즈간의 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태양  발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보호 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한 
새로운 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Fuse1에 흐르는 전류        (b) Fuse3에 흐르는 전류

<그림 7> 태양광 발전 연계 - ②위치 고장 발생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MTP/ATPDRAW를 이용하여 태양  발  시스템을  
구 하 고, 태양  발  시스템 계통 연계 시 퓨즈 조 문제에 하여 
비교 분석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해 태양  발  연계 치에 따라 퓨
즈의 불필요한 동작으로 조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앞으로 태양  발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새로운 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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