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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분산 원 연계선로는 단방향 수지상 공 선로와 다
르게 부하와 원이 혼재된 양방향 력공 의 형태로 계통이 
구성되고 있어 원계통에서 지락고장이나 불평형 부하발생시 
변 소의 OCR계 기, 배 선로의 리크로  는 자동화 개폐기
에서 잘못된 정보(거짓FI)에 의해 오동작 상이 간혹 발생된다. 
한 분산 원 연계선로에 연계된 발 고객은 발 설비와 무
하게 한  원측 계통에서 지락, 선단선, 불평형 부하발생시 
보호계 기를 오동작 시키게 된다[1]. 본 논문은 양방향 계통에
서 보호계 기 설치  기 으로 원측 고장인지, 부하측 고장인
지 고장의 방향을 단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1. 서    론

  분산 원이 연계된 배 계통은 기존의 단방향 공 형태와는 달
리 부하와 원이 혼재된 양방향 력공 의 형태로 계통이 구
성되고 있어 지락고장 발생시 연계용 변압기에 의해서 상별 조
류방향이 바 게 된다.  방향성 과 류계 기(DOCR)는 수동방식
으로 고장의 방향을 설정한다. 분산 원 연계선로에서는 상별 고
장 치에 따라 조류의 방향이 실시간 변경이 되므로 원측 고
장인지와 부하측 고장인지를 정확한 방향을 단할 수 없어 보
호계 기가 오동작하게 된다. 특히 원계통에서 지락고장이나 
불평형 부하발생시 발 설비와 무 하게 고객측 과 류 계 기
가 오동작 되거나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 거짓FI를 발생시키는 
문제 이 국 배 사업소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1,2]. 따라
서 본 논문은 분산 원 연계선로에서 종래의 방향성 보호계 기
의 문제 을 보완하 으며, 특히 기존 단방향 보호계 기를 방향
성 보호계 기로 교체시 상별 류의 크기만을 가지고 방향성을 
검출할 수 있어 기존설비 교체 없이 기존 리크로자 는 과 류
계 기에 방향 단 알고리즘만 추가하면 바로 장 용이 가능
하게 된다.

2. 본    론

  2.1 역 조류로 인한 보호계전기 오동작 사례
  분산 원 연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발  고객측 연계용 
변압기에 의해서 고장 류를 공 하게 된다. 이때 지락고장과 단
락고장의 형태에 따라 고장 류의 크기가 달라지며, 지락고장은 
연계용변압기에 의해서 상분의 고장 류를 공 하게 되고, 단
락고장은 발  고객측의 발 기용량에 의해서 정상분의 고장
류를 계통에 공 하게 된다[2,3].
그 이유는 수 용 변압기의 △-Y 결선방식에서는 역 고장 류 상

이 발생되지 않으나 송 용 변압기의 Yg-△결선방식에서 역조류 상
이 발생된다[2,3]. 한 단락 고장시 보다 지락 고장시에 역조류로 인하 
고장 류가 크게 발생되며 이때 보호계 기를 오동작 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1은 분산 원 연계선로에서 보호계 기 오동작 사례이며, 
일반 으로 154/22.9kV  변 소는 4개의 뱅크로 기본으로 운 되며 1
개 뱅크의 용량은 45/60MVA로 10MVA 배 선로를 6～7개를 인출하고 
있다. 타 선로의 F1지 에서 1선 지락고장이 발생되면 분산 원 연계선
로는 연계용 변압기 결선에 의해서 고장 류를 기여하게 되며 조류가 
발생되며 이때 보호계 기(CB2, RC1)가 오동작하게 된다.
그림2는 분산 원 연계선로에서 배 자동화 시스템의 오동작 사례이

다. 화력지 46호 이후에 분산 원이 연계되어 있고, 화력지 1R3～ 흥

간 155호 사이에서 이블 불량으로 인해 B,C상 지락고장이 발생하

다.

<그림 1> 분산전원 연계선로 보호계전기 오동작 사례

  그러나 배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방간3～ 화력지46호까지 
모두 동시에 순간고장이 정보를 표시하여 고장 치가 화력지 46
호 이후로 잘못 단하게 된다. 이때 계 기 동작상황을 분석하
여 보면 방간 3～화력지1R3까지는 B,C,N상 보호계 기가 동작
하 고, 화력지 2～화력지 45호까지는 N상 보호계 기가 동작하
으며 화력지 1R3에서 검출된 A,B,C,N상 류는 114A, 732A, 
703A, 445A이고, 화력지 2호에서 검출된 A,B,C,N상 류는 
246A, 266A, 190A, 696A로 발생하 다. 이때 A상과 N상 류는 
화력지 1R3보다 화력지 2호에서 더 큰 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분산 원 연계용 변압기에 의한 역조류로 인
해서 고장 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때 보호계 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해서는 방향성 보호계 기를 교체하면 N상은 방향성 
보호계 기 오동작 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A상은 정방향 조류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향성 보호계 기로 교체해
도 보호계 기 오동작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 배전자동화시스템의 오동작(거짓FI) 사례

  

2.2 종래의 보호계전기의 문제점
  일반 으로 배 계통의 보호계 기는 류의 크기만을 감지하
는 단방향 과 류계 기와 압과 류를 동시에 검출하는 방향
성 과 류계 기로 구분하며, 일반선로에서는 단방향 보호계 기
를 사용하 다. 그러나 최근 분산 원 연계되면서 발 량과 부하
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류방향이 변경되므로 방향성 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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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며 조류의 방향에 따라 무방향, 정방향, 역방향 3가
지 모드를 수동 으로 선택이 가능한 방향성 보호계 기를 설치
해야 된다. 그림 3은 방향성 과 류계 기의 문제 으로 정방향
(Forword)방식으로 설정하면 F2지 (부하측)에서 고장시에는 정
상 으로 동작하고, F1지 ( 원측)에 고장발생시 동작을 하지 
않는다. 를 들면 F1지 에서 1선지락 고장발생시 연계용변압기
에 의해서 고장 류를 공 하게 되며 이때 A상 역방향 조류, B
상과 C상은 정방향 조류가 발생된다. 방향성 보호계 기로 역방
향 조류를 방지할 수 있으나, B상과 C상의 정방향 조류는 부하
류와 연계용변압기에서 공 하는 고장 류가 합산된 값을 보
호계 기가 검출함으로 이때 보호계 기를 오동작 시키게 된다. 
특히 원측 상별 고장 치에 따라 분산 원 연계선로에서는 실
시간으로 조류방향이 바 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호계 기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종래의 수동 으로 방향성
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역 조류의 형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방
향을 단하는 새로운 보호계 기 오동작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특히, 타 선로에서 지락고장발생시 연계용 변압기의 용량에 따라 분

산 원에서 공 하는 고장 류의 크기는 부하 류를 제외하고 최  
600A까지 상된다[2]. 

<그림 3> 방향성 과전류계전기의 문제점

  
  2.3  새로운 방향판단 알고리즘
   역조류에 한 보호계 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해서 상별 조
류방향을 실시간으로 검출해야만 가능하다. 일반 으로 보호계
기의 구성은 그림 4과 같이 측정부, 설정부, 고장 단부로 구성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역조류 단알고리즘은 고장 단부
에 추가로 구성되며, 역조류 발생시 실시간으로 상별 조류방향을 
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역조류 방지 보호계전기 알고리즘

종래의 보호계 기에 방향 단 알고리즘을 추가하기 해서는 기존
의 단방향 과 류계 기는 그림 5(a)와 같이 류만 검출하므로 류의 
크기를 이용한 역조류 단 방식과 방향성 과 류계 기는 그림 5(b)와 
같이 압과 류를 모두 검출함으로 력의 방향을 이용한 역조류 
단 방법을 각각 고안하 다.

<그림 5> 역조류의 방향 판단 알고리즘

  

그림 5(a)는 역 조류의 방향 단 방법으로 상 류와 성선 류의 
크기를 비교해서 성선의 류가 상 류 설정치 보다 크면 역조류로 
단하여 보호계 기를 블로킹하는 방법이고,. 그림 5(b)은 역조류 발생
시 상별 조류의 방향이 바 는 원리를 이용하여 a,b,c상  조류의 방향
이 동일하면 정상 으로 동작하고, 3상  1상의 방향이 다르면 역 조
류로 단하여 보호계 기를 블로킹하는 방법이다.

 
3. 결    론

    분산 원 연계선로의 보호계 기 오동작 원인은 연계용 변압
기(Yg-△결선)에서 역으로 고장 류를 공 하기 때문에 발생되
며, 이때 지락고장이 발생된 상은 방향성 계 기로 고장의 치
에 따라 계 기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으나, 건 상에서는 부하
류와 연계용변압기에서 역으로 공 하는 고장 류가 벡터 합
산된 고장 류가 발생되며 이 값을 보호계 기가 검출함으로 인
해서 오동작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분산 원에서 역으로 공 하는 상 류의 크기는 600A이
상, 성선은 최  2000A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상하고 있고, 
고장발생 치에 따라 상별로 조류의 방향이 실시간으로 바 기 
때문에 수동방식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종래의 방향성 보호계
기(DOCR)는 배 계통에서 용이 불가능하다.
  결론 으로 역 조류에 의한 보호계 기 오동작 상을 방지하
기 해서 실시간으로 고장의 방향을 단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을 용해야만 보호계 기 오동작을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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