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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y Protection System of Microgird Interconnected to Low Voltage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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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mainly proposes the protective coordination scheme of the microgrid system. The microgrid 

protection is identical to the conventional protection system separating the normal part and contingency part to reduce 

damage when the contingency occur at power cables, facilitie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protection type. The 

conventional protection system only considers unidirectional current. However the microgrid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unidirectional current but also backfeed current because various microsources and loads are installed 

in the microgrid system. In case the contingency occurs in microsource, when microgrid is interconnected to grid, th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onfigured to not separate microgrid from grid before the microsource is isolated to 

microgrid. And in case of fault occur in power system, the microsources should not isolated to microgrid before the 

static switch at PCC is tripped to separate from power system.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 of microgird, this paper 

proposes the protective coordination scheme of microgrid and implemented the on-lin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Especially in case the microgrid is connected to low voltage distribution system with 220/380V voltage level, the 

proposed protection method with power IT technology can solve the problems when the existing protective devices only 

applied to the microgr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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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외에서는 정부차원의 각종 규

제 완화를 통하여 신재생에 지 원에 한 개발  보

이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부하와 신재생에 지

원을 포함하며, 계통연계 운   독립운 이 가능한 마이크

로그리드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는 기존 배 계통의 보호와 비교

할 경우 력 이블, 력기기 등에 단락, 지락 등 이상상태

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감소시키고 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상부분과 사고부분을 분리하여 정상부분이 

사고부분의 향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같지만 보호 방

식은 다르다. 기존 배 계통의 경우 단방향 고장 류만 고

려하 지만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는 다수의 원과 부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방향 고장 류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리고 기존 계통의 보호 조에는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마이크로그리드와 계통이 연계운  시 마이크로소스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마이크로소스가 마이크로그리드와 분리

되기 에 마이크로그리드와 계통이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면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의 마이크로소스들은 PCC 스 치

의 차단동작이 이루어지기 에 마이크로그리드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그리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

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시스템을 제안하 고 보호 감

시 시스템을 구 하 다. 특히 마이크로그리드가 220/380V

의 압 배 계통에 연계되는 경우 기존의 계통 보호에 사

용되는 보호기기만으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시스템을 

구성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력 IT 기술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제안된 보호 시스템을 마

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에 도입하기 하여 테스트용 시스

템을 구축하 다. 테스트 결과 제안한 시스템의 보호 알고

리즘들은 IEEE standard 1547.2와 IEC standard 60225 기

에 맞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 고, 력IT 시스템을 통한 

보호 기기들의 조작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하 다.

 

2. 본  론

2.1  보호 조

단방향 원에 의해 방사상으로 운 되고 있는 기존의 배

계통 보호 조체계는 그림 1과 같이 단방향 고장 류만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있다. 고장 지  1에서 단락이나 지

락이 발생하 을 경우 3번 차단기가 고장지 을 분리하고 3

번 차단기가 동작 실패한다면 후비보호로 2번 차단기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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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 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고장 지  2나 3에서도 마

찬가지로 상  보호 기기들과 보호 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기존 배 계통의 보호 조

Fig. 1 Protective relaying of the conventional distribution 

system

마이크로그리드가 연계된 배 계통의 경우 사고지 으로 

유입되는 고장 류는 계통 원 측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

와 마이크로그리드 측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의 합이 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일반 배 계통의 보호방식 뿐만 아니라 

배 계통에 분산 원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와도 보호 방식

이 다르다. 일반 으로 분산 원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사

고가 발생한다면 부분 단독운  방지를 목 으로 보호 시

스템을 구성하게 되므로 사고 치의 단이 요하다

[1][2][3]. 하지만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우 계통에 사고가 발

생하게 되면 계통과 분리시켜 독립 인 계통을 구성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마이크로 원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 부분만 분리시켜 계통연계가 유지된 상태로 

운 이 계속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시스템은 사고 치의 단 이외에도 양방향 보호 

조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림 2 마이크로그리드가 연계된 계통의 보호 조

Fig. 2 Protective relaying of grid interconnected with 

Microgrid

마이크로그리드가 배 계통과 연계되어 운 할 경우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고장지  4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번 차단

기와 3번 차단기가 동작하고 마이크로그리드는 독립운 으

로 환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장 류 방향 1을 기 으로 

단방향 보호 조만 할 경우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운 으

로 환되기 에 마이크로 원이 먼  분리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2.2 력 IT  기 반의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

2.2.1  압배 계통에 연계된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빌딩이나 학교건물, 병원 등에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하

여 지능형 력망을 구축한다면 주로 220/380V의 압 계통

과 연계될 것이다. 일반 으로 압계통에 사용되는 보호기

기는 기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퓨즈, 자개폐기 등이 있다. 특히 교류 600V이하, 

직류 250V이하의 압계통에서는 배선용 차단기를 주로 사

용한다.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  단락보호를 하여 개

폐장치, 차단장치, 소호장치, 트립장치 등이 일체화 되어 있

다. 그리고 가조정형 OCR(Over Current Relay)이 내장된 

배선용 차단기를 이용한다면  순시 동작 류와 한시 동작

류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제한  이지만 배선용 차단기들 간

의 보호 조 구성도 가능하다. 하지만 배선용 차단기에 내

장된 OCR은 방향성이 없으므로 배선용 차단기만으로 양방

향 보호 조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양방향 보호 조를 하여 보호 시스템 구성 시 방향성 

보호계 기와 기  차단기를 사용한다면 설비비가 많이 들

어갈 뿐만 아니라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설치 장소의 제약

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감시를 

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단 이 있다. 제안한 

력 IT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앙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

는 경우 부하제어 기능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2.2.2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

그림 3  기존 보호 방식과 제안한 방식의 비교

Fig. 3 Comparison of conventional methods and proposed 

methods

기존의 보호 방식과 력 IT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보

호 방식의 비교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보호 시스

템은 력 시스템의 압과 류 측정을 한 변류기(CT : 

Current Transformer)와 계기용 변압기(PT : Potential 

Transformer), 계통의 사고와 이상 여부를 검출하는 보호계

기 그리고 사고 지 의 분리를 한 차단기로 구성된다

[5]. 특히 기존의 보호 방식을 이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를 

보호할 경우 양방향 보호 조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향성 계 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은 마이크로그리드 내

부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선용 차단기를 이용하여 원 

측 고장 류에 한 순시 차단 기능을 수행 한다. 고장 

류에 의한 순시 차단 기능 이외의 보호 기능들은 보호 시스

템 내부 알고리즘 의해 수행 된다. 그리고  HMI를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감시와 부하제어 역할도 담당한다.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은 그림 4에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보호 시스템에 사용된 IED는 설비비용을 고려

하여 디지털 보호계 기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계측기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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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보호 시스템의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a proposed protection system

2.3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의 알고리즘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알고리즘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듯

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 부분을 분리하는 보호계  요

소와 독립운  시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도 향상과 민감부

하에 한 력공  신뢰도 향상을 한 운용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계통 연계 운  시 마이크로그리드가 사고

로부터 복구되거나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 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림 5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5 Flowchart of Microgrid protection algorithm

IED에서 계측된 각 피더의 압, 류, 주 수 정보는 통

신을 통하여 상  시스템으로 송되고, 보호 시스템에서는 

계측 정보를 통하여 보호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사고 상태 

단에 의해 사고로 단되면 사고 치를 단하고 계통 측 

사고일 경우 마이크로그리드와 계통의 속지 (PCC)의 차

단기를 동작시켜 마이크로그리드를 독립운 으로 환 한

다.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사고라면 모선사고인지 피더 사고

인지 단 후 모선 사고일 경우 모든 차단기를 순시 동작시

키고, 외부사고나 모선 사고가 아닐 경우 사고 단 알고리즘

을 수행하고 해당 피더의 배선용 차단기를 동작 시킨다. 보

호 알고리즘에서 사고 상태는 식 (1)∼(3)을 이용하여 단

한다.

                                     (1)

                

 ×              (2)

                                (3)

식 (1)은 류성분에 의한 고장 단 방법을 나타낸다. 

은 상변류기(ZCT)에서 검출된 류 에 한 한시 

동작 정정치 이고, 은 변류기에서 검출된 류 에 한 

한시 동작 정정치 이다. 식 (2)는 압성분에 의한 고장 

단 방법이다. 은 계기용 변압기에서 검출된 압이고 

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기  압이다. 식 (3)은 주 수 성분

에 의한 고장 단 방법이다. 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기  

주 수이다. 

계통연계 운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 사고가 발생한

다면 계통 측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는 계통의 단락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부하 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그

리드 내부 사고는 단하기가 쉽다. 하지만 계통 측에서 사

고가 발생한다면 인버터 기반의 마이크로 원에서 사고지

으로 흐르는 고장 류의 크기는 인버터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 으로 정격 류의 120～200% 정도이다. 따라서 계통 

원을 기 으로 한 보호정정에서는 계통 연계지  차단기의 

순시 동작이 불가능하며, 사고 단도 어렵다. 마이크로그리

드의 보호 알고리즘에서 계통 측 사고는 식 (4)를 이용하여 

단한다.

          
 



 
               (4)

계통 연계 지 의 IED를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에서 계

통으로 역송되는 류 을 측정하고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마이크로 원들의 정격 류의 합 
에 정정치 를 곱한 

값과 비교하여 역송되는 류가 더 크다면 계통 측 사고로 

단한다. 정정치 가 식 (4)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그리드는 독립운 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마

이크로 원의 총 정격 류보다 부하 류가 더 작다. 하지만 

민감부하를 포함하여 상시 운용되는 부하가 존재하기 때문

에 계통과 연계 운 시 역송하는 류는 마이크로 원의 총 

정격 류를 과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와 

기 으로 먼 거리의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계통으로 유출되는 고장 류는 마이크로 원 총 

정격 류의 120%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알고리즘에서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사고로 단되었다면 모선사고와 피더 측 사고를 단하여

야 한다. 피더 측 사고의 경우 사고 피더만 분리하면 되지

만 모선 사고의 경우 모든 피더의 차단기를 동작시켜 마이

크로 원을 보호 하여야 한다. 

그림 6  BUS 는 피더의 사고 치 단

Fig. 6  Determine the fault location of Bus or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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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그리드 내부 피더 측 사고의 경우 사고 피더의 

IED에서 감지하는 고장 류의 크기는 계통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와 마이크로 원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의 합이다. 

마이크로 원의 용량과 설치 수 그리고 계통의 단락용

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으로 인버터 기반 마이크로 원

의 특성상 그림 6의 굵은 화살표와 같이 계통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의 크기가 훨씬 크다. 따라서 피더 측에 사고가 발

생 한다면 계통 연계 지 의 IED에서는 사고 피더의 IED에

서 감지하는 고장 류보다는 작지만 비슷한 크기의 고장

류가 감지된다. 

모선 사고의 경우 계통 연계 지 의 IED에서만 계통 측

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가 감지된다. 즉 마이크로그리드 내

부 피더에서 측정된 고장 류의 합은 피더 측 사고시 모선 

사고에 비하여 약 200% 정도 크다. 따라서 피더 사고와 모

선 사고의 치를 단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계통의 단락

용량과 사고 피더에 연계 되어 있는 마이크로 원의 용량에 

따라 어들 수 있지만 크게 어들지는 않는다. 이 방법은 

류의 상 검출이 불가능한 IED에서도 모선 사고를 검출 

할 수 있으며 독립운  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용

된다.

독립운   그림 6의 Fault 2 치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면 사고 피더의 IED에서 감지되는 고장 류는 사고 피더를 

제외한 피더에서 유출되는 고장 류의 합과 같다. 따라서 

독립운   피더 측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이크로그리

드 내부의 모든 IED에서 측정된 류의 합은 모선에서 사

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사고피더를 제외한 피더에서 유출되

는 고장 류의 합만큼 더 크기 때문에 피더사고와 모선사고

를 단할 수 있다.

모선사고와 피더 측 사고의 단은 식 (5)를 이용한다. 모

선 사고 시 모선으로 유입되는 계산된 고장 류 와 정

정치  를 곱한 값과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피더에서 측정된 

류의 합 
을 비교하여 피더에서 측정된 류의 합이 

더 크다면 피더 사고로 단한다. 정정치  는 고장 류 계

산 오차와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5)

표  1  사고 치와 사고 유형에 따른 주 보호계 기 선정

T ab le 1 The selection of main protective relay according to 

fault location and fault type

사고
치

사고 유형
주 보호 계 요소

순방향 역방향 

DG 발 기 제어계 이상
UVR(27), OVR(59), 
Freq(81U/81O)

Micro
Grid

모선 단락
MCCB
내부
과 류
트립장
치

OCR(50/51)

피더 단락 OCR(50/51)

피더 지락 (LG, LLG) OCGR(50G/51G)

계통
단락 OCR(50/51)

지락 (LG, LLG) OCGR(50G/51G)

사고상태 단을 해 필요한 보호계 기 요소는 사고 발

생 치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표 1은 사고 발생 치

와 사고 유형에 따른 주 보호계  요소를 나타낸다. 계통연

계 운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계통 

측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는 부하 류보다 훨씬 크기 때문

에 고장 류와 부하 류와의 구분이 용이하다. 따라서 순방

향 보호의 경우 MCCB는 보호감시 시스템의 차단지령 없이 

즉시 동작하여 사고지 을 분리 한다. 만일 MCCB 내부 과

류 트립장치의 문제로 사고지 이 분리되지 않더라도 보

호감시 시스템의 차단지령을 받아 사고지 을 분리하게 된

다. 발 기 제어계 이상으로 인한 압과 주 수에 련된 

보호와 역방향 고장 류에 한 보호는 보호 시스템의 사고

단 알고리즘에 의해 동작한다.

그림 7  보호 시스템의 사고 단 알고리즘

Fig. 7  Fault detection algorithm of protection system

그림 5의 보호 알고리즘에서 사고상태 단을 한 세부 

알고리즘은 그림 8과 같다.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

스템에서는 표 1에 나타나 있는 계  요소를 알고리즘으로 

모두 구  하 고 실제 디지털 계 기와 같이 동작하도록 

하 다. 

 사고상태 단 알고리즘은 크게 압, 류, 주 수에 

한 보호로 나  수 있는데, 이상 압에 한 보호는  IEEE 

std 1547.2의 기 에 따라 동작시간과 범 를 결정 하도록 

하 고, 이상 주 수에 한 보호도 IEEE std 1547.2의 기

을 용하 다. 고장 류에 한 보호는 IEC std 60255 반

한시 동작 곡선을 기 으로 하 다. 

그림 8  OCR의 동작 시간 계산 알고리즘

Fig. 8  Calculation algorithm of operation time of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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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시스템의 사고 단 알고리즘에서 그림 9는 과 류 

계 기의 동작시간 계산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단락보호

(50/51 요소)의 경우 각 피더에서 측정된 류는 순시 정정

치와 비교하여 순시 정정치보다 클 경우 순시 트립을 하도

록 하고, 순시 정정치보다 작을 경우 한시 정정치와 비교한

다.

측정된 류가 한시 정정치보다 작을 경우 로세서를 처

음으로 복귀하고, 한시 정정치보다 클 경우 첫 번째 검출인

지 확인한다. 첫 번째 검출이 맞다면 검출된 시간()을 

장하고 IEC std 60255의 한시 계 기의 동작시간 계산식에 

따라 지연시간()을 계산하고, 재 시간이 에서 

만큼 경과한 시간(  =   + )이 되었을 경우 트립을 

하게 된다.

지락보호(50G/51G 요소)의 경우 각 피더에서 측정된 

상 류를 정정치와 비교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단락보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2.4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 이트 보호감시 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의 구성은 그림 11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의 모선에 계통과 연계를 한 주 피더, 그리고 

마이크로소스들이 연계될 5개의 피더와 부하가 연계될 2개

의 피더가 연결되어 있다.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는 독립운

시 부하 추종운 을 한 가능 마이크로소스와 순간

인 부하변동에 따른 마이크로소스의 동특성을 보상해주기 

한 에 지 장장치, 최  출력 추종제어를 하는 불가

능한 마이크로소스, 일반부하, 민감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의 구성

Fig. 9  Configuration of microgrid demonstration Sites

마이크로그리드 보호감시 시스템에 용된 IED는 CT와 

PT를 통하여 입력된 각 피더의 압 류를 계측하여 압, 

류, 력, 력량, 역률, 주 수 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여 계기에 나타내며, 상  장치와 통신을 통하여 계측된 

정보를 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  시스템에서 신호를 받

아 차단기를 ON /OFF 하는 기능도 가진다.

그림 12에 나타나 있는 보호 감시 시스템에서는 기 차단

기 신 MCCB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지령에 의한 차단과 

투입 동작을 하여 동개폐장치를 부착하 다. 

그림 1 0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감시 시스템의 최종 구성

Fig. 1 0 Final configuration of Microgrid supervisory protection 

system

메인 감시 시스템과 로토콜 변환기를 제외한 보호 기기

들은 보호 배 반 패 에 부착된다.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시스템은 선간 압이 220V인 압 계통에 연계 되고, 보호 

시스템과 보호 배 반은 실험실 내에 설치된다. 보호감시 

시스템과 보호 기기의 원은 민감부하 피더에 연결되어 운

용되며, 보호감시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UPS를 

추가로 설치하 다. UPS는 모선 사고시 보호감시 시스템의 

비상 원으로 사용된다. 

2.5 사 례 연구

2.5.1  사 고 치  단  알고리즘의 검증

사고 치 단 알고리즘은 력계통 해석 툴인 ETAP 시

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하 다. 계통은 한  측 임피던스 

데이터와 마이크로그리드가 연계될 계통의 설계도면 데이터

를 기 으로 모델링 하 고 ETAP의 발 기 모델은 인버터

기반 마이크로 원의 단락 류 한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하

다.

  

표   2 마이크로그리드의 고장 류 계산 결과

T ab le 2 Fault current calculation of Microgrid using ETAP

마이크로그리드 주 모선
3상 단락

내부 피더 측
3상 단락 (Bus 6)

From → To
kA 

(symm.rms)
From  → To

kA 
(symm.rms)

Bus3 → Bus1 0.030 Bus1 → Bus6 10.752

Bus4 → Bus1 0.018 Bus3 → Bus1 0.027

Bus5 → Bus1 0.002 Bus4 → Bus1 0.016

Bus6 → Bus1 0.003 Bus5 → Bus1 0.002

Bus7 → Bus1 0.007 Bus7 → Bus1 0.006

Bus8 → Bus1 0.000 Bus8 → Bus1 0.000

Bus9 → Bus1 0.000 Bus9 → Bus1 0.000

Bus20 → PCC 12.130 Bus20 → PCC 10.703

Bus1    Total 12.188 PEMFC → Bus6 0.003

IED측정 
고장 류 합

(계통연계)
12.19 IED측정 

고장 류 합

(계통연계)
21.506

(독립운 )
0.06

(독립운 )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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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P 시뮬 이션 결과 수  변압기 1차측 6.6kV 계통 

사고시 약 60A의 고장 류가 계통 측으로 유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의 내부 주 모선

에서의 사고와 내부 피더 측에서 사고에 한 고장 류 계

산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1  마이크로그리드 보호시스템의 테스트 - 계통 측 사고

Fig. 1 1  Test of microgrid protection system - fault at utility grid

그림 11∼13은 보호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동작 테스트를 

한 HMI화면이다. OCR의 정정 값은 HMI에 표시되어 있

는 각각의 IED에서 입력하도록 하 다. 테스트 시스템의 

HMI에서는 IED에서 계측된 정보 신 ETAP에 의해 계산

된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 다. 그림 

11은 계통에서 사고 시 고장 류 계산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한 결과이다. 보호 시스템은 사고 상태를 감지하고 

식 4에 의해 계통 측 사고로 단 후 내부 마이크로소스의 

차단기보다 PCC측 차단기를 먼  동작시켜 마이크로그리드

를 독립운  모드로 환하 다.

그림 1 2 마이크로그리드 보호시스템의 테스트 - 주 모선 사고

Fig. 1 2 Test of microgrid protection system - fault at main bus

그림 12는 마이크로그리드 주 모선에서의 3상 단락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보호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동작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이다. 보호시스템은 사고상태 감지 후 식 4를 

통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부 사고로 단하 고 식 5를 통

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주 모선 사고로 단하여 차단기를 

모두 동작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3  마이크로그리드 보호시스템의 테스트 - 피더 사고

Fig. 1 3  Test of microgrid protection system - fault at feeder

마이크로그리드의 피더 측 3상 단락 계산 결과를 이용하

여 보호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동작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의 피더 측 사고로 

단 후 사고 단 알고리즘의 순시 과 류 계  요소에 의해 

해당 피더의 차단기가 동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연구 

결과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시스템은 사고 치에 따

라 정확하게 동작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5.2 사 고 단  알고리즘의 검증

그림 1 4 OCR 알고리즘의 동작 시간 검증

Fig. 1 4 Verification of operation time of OCR algorithm

HMI에 구 된 OCR 알고리즘의 반한시 동작 특성을 검

증하기 하여 ETAP 라이 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GE사의 

F60 디지털 계 기와 EMTP/RV를 이용하여 단순 계산한 

동작시간과 보호시스템의 동작 시간을 비교를 하 다. 그림 

14는 비교결과를 나타낸다. 비교결과 고장 류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5 보호감시 시스템의 테스트 시스템

Fig. 1 5 Test system of supervisory protection system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감시 시스템의 실증에 앞서 보호감

시 시스템 동작 테스트를 하여 그림 15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테스트용 시스템을 구축하 다. 기본 인 시스템의 구성

은 그림 10에 나타나 있는 보호 감시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배선용 차단기, 동개폐장치, IED는 2 로 구성하 다. 그

리고 사고 압과 류를 모의하기 하여 보호계 기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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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용 장비를 사용하 다.

테스트용 시스템에서는 보호감시 시스템 HMI의 알고리

즘에 따라 하  장비들의 조작이 잘되는지를 살펴보았고, 통

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 주기(tick interval) 딜 이에 따른 

용 타당성도 검토하 다. 보호 감시 시스템의 동작 테스

트 검토 결과 알고리즘으로 구 된 보호계 기 요소에 따라 

MCCB의 차단과 투입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리고 이론 으로 HMI의 내부 스크립트 수행주기는 1ms, 

HMI와 IED 내부 지스터 사이의 통신 데이터 송 10ms

이내 , MCCB의  차단 시간이 10ms 이내[9] 이므로 

6cycle(100ms) 이내에 순시 동작이 가능하지만 구성된 시스

템은 로토콜변환기에 의해 최  50ms를 더 소요하므로 

제안한 시스템을 MCCB 내부 과 류 트립장치 없이 순방향 

주 보호까지 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호시스템 테스트 결과 IEEE1547.2에서 제안한 압과 주

수에 한 순시 동작 시간 160ms 이내에 동작할 수 있으

며, 역방향 주 보호 요소와 순방향 주 보호요소의 보조 역할

의 기능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 결   론

마이크로그리드가 220/380V 압 계통에 연계될 경우 기

존의 보호기기만으로 보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많은 제약

이 따르므로, 이 논문에서는 력 IT 기술을 도입하여 문제

를 해결하 다. 제안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감시 시스템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 구축에 사용하기 하여 테스

트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을 통한 알

고리즘 검증과 보호 시스템의 동작 테스트결과 제안된 마이

크로그리드 보호 감시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제안

된 보호 감시시스템은 보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설비 비

용을 크게 일 수 있으며, 원방제어  감시가 가능하다. 

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알고리즘을 포함시켜 마이크로

그리드의 앙제어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 보호 배

반 설계결과 기존의 보호 기기만으로 보호 시스템을 구축 

할 경우 보다 부피가 크게 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

된 보호 감시 시스템은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시스템과 결합

되어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에 용되어 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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