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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의하여, 2030년까지 체 

에 지원  신에 지 원의 비 을 체 에 지원의 11% 

정도로 확 하는 정책('06년 재 2.2%)을 극 으로 추진

하고 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발 사

업자에 의하여 배 계통에 연계되어 운 되는 신에 지 원

의 용량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 , 풍력, 

연료 지, 열병합 등과 같이 신에 지 원(분산 원)이 도입

된 배 계통은 기존의 부하만이 존재하는 배 계통과는 달

리, 소규모로써 소비자 근방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원으로 

부하와 원이 혼재되어 운용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신

에 지 원의 연계용량에 따라 사고 류가 증가하거나 감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신에 지 원의 연계지

에 따라 사고 류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기존의 

보호 조체계와 상이한 양방향 보호 조에 한 문제 (보

호기기의 오동작, 부동작, 차단용량 과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한 한 책이 필요하다[1]-[6].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해석하고 책을 세우기 하

여, 태양 원이 배 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기술 인 문제 을 평가할 수 있는 태양 원 연계용 

시험장치가 필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 원

이 배 계통에 연계되어 운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각종 모

의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태양 원용 보호 조 시험장치

를 제작하 다. 이 시험장치는 모의 배 계통장치( 압계통 

 R, L, C 부하)와 모의 태양 원장치(계통연계용 인버

터, DC 원공 장치), 양방향 보호기기장치(보호기기, 측정

기기, 제어장치 등), 감시제어장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태양 원이 도입된 계통에서 

태양 원이 계통에 미치는 향 등을 검토하고, 계통의 외

란에 의한 태양 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태양 원의 계

통연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기기의 최 운용 방안을 

제시하 다.

2. 보호 조문제  사례분석 

배 계통과 수용가의 배 반에 연계되고 있는 태양 과 

같은 신에 지 원의 용량은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만, 설치자(신에 지 원 소유자)의 보호방식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에 지 원의 역 조류에 의해 설

치자의 보호기기(자동화기기 포함)의 오․부 동작 발생 가

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한  동해지

의 북평변 소에서는 북평 D/L에 1MW 태양 시스템이 연

계된 후에 동일뱅크의 타 선로 사고 시에 건 상의 북평 

D/L의 보호기기(리클로져)가 오동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연계변압기의 결선이 Yg-△로 구성되어 상

류의 통로를 제공하여, 타 선로의 지락고장 류가 성선

을 통하여 주변압기 뿐만 아니라, 연계변압기의 지 측으로 

흐르게 되어, 북평 D/L에 상당한 크기의 성선 류를 흐

르게 하여, 이로 인하여 리클로져(P:400A. N: 70A)의 오동

작을 야기시킨 것으로 밝 지고 있다[1].

한, 태양 발  사업자들의 조합인 KPPC의 기술보고서

에 따르면 계통연계 운  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통연계

용 인버터의 운 정지, 보호기기의 오동작 등 수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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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태양 발 소가 계통과 연계되

어 운 할 때 계통의 운  상태에 따라서 보호계 기가 동

작하게 되어 태양 발  시스템을 보호하게 되는데, 특히 태

양 발 이 설치된 고압선로의 부하불평형에 의하여 성선

에 상 류가 흘러 지락계 기(OCGR)의 오동작에 의한 고

장이 많은 것으로 명되고 있다.[7]-[12]

그림 1 북평변 소의 배 계통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Buk-Pyeong substation

3. 태양 원용 보호 조시험장치 제작

태양 원이 배 계통에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는 동안 

단락사고와 지락사고 등이 발생할 때 보호기기의 특성을 분

석하기 하여, 배 계통과 태양 원을 축소 모의하여 태

양 원용 보호 조 시험장치를 제작하 다. 이 시험장치

는 그림 2와 같이, 모의 배 계통장치(모의선로와 부하)와 

태양 원 모의장치(인버터와 DC 원공 장치), 양방향 보

호 조장치, 감시제어장치(LabVIEW)로 구성되며, 단락사고

(OCR와과 지락사고(OCGR) 시험을 수행하여, 보호기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2 배 계통 모의장치 구성도

Fig. 2 Concepts for test device of distribution system

3.1 모의 배 계통장치

모의 배 계통장치는 그림 3의 모의 배 선로장치와 그림 

4의 모의 부하장치로 구성된다. 모의 배 선로장치의 모의

선로(R+jX)는 임피던스 조정이 가능하도록 MC와 NFB를 

조합하여, 1[Ω]단 로 1 ~ 15[Ω] 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작하 다. 배 선로의 장(길이)을 모의하기 한 모의 

배 선로장치는 R, X의 임피던스 값을 이용하여 고압배 선

로는 40km까지, 압배 선로는 400m 정도까지, 최악의 경

우를 상정하여 모의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 배 선로의 

X값은 부분 L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모의 선로장

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리액터를 이용하여 값을 산정하 다. 

 의 페이  계산식에 따라  1[Ω]에 한 L

값을 산정하면 2.653[mH)이다. 마찬가지로 2[Ω], 4[Ω], 8

[Ω]에 한 L값을 산정하면 5.305[mH), 10.61[mH), 21.22 

[mH)이다.

한편, 모의 부하장치는 고압배 선로의 압강하를 10%

까지 모의할 수 있도록 R부하와 L부하, C부하를 조합하여 

용량(상당 1,500W, 1,500 VAR)을 선정하 고, 부하의 용량

을 가변시켜 다양한 역률(지상과 진상역률)을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 실 계통과 동일한 상태로 모의할 수 있도록 제작

하 다. 모의 부하장치는 종류별로( 항, 리액터, 콘덴서) 모

의하여 부하의 용량을 조 할 수 있도록 MC로 조합하여 

항은 100[W]단 로 100~1500[W] 범 로 조 이 가능하도록 

하 고, L(리액터)과 C(콘덴서)부하는 100[VAR] 단 로 

100~1500[VAR] 범 로 조 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L과 

C부하를 모의하기 한 계산 값은 표 1과 같고, 계산 내역

은 다음과 같다. 즉,  


 과    의 두 개의 식

을 사용하여, 100[VAR]와 200[VAR], 400[VAR], 800[VAR]

에 해당하는 리액터부하를 산정하 다. 한,  


 과 



 의 두 개의 식을 사용하여, 100[VAR]와 200 

[VAR], 400[VAR], 800[VAR]에 해당하는 콘덴서부하를 산

정하 다.

그림 3 모의 배 선로장치 구성도

Fig. 3 Concepts for test device of distribution feeders

그림 4 모의 부하장치 구성도

Fig. 4 Concepts for test device of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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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 태양 원장치

모의 배 계통장치에 연계되는 모의 태양 원장치는 그

림 5와 같이 태양 모듈에서 발생되는 DC 압, 류를 DC 

Power Supply (1,200W)로 체한 후 계통연계용 인버터

(3KVA)와 연결하여 태양 원장치를 구성하 다. DC 

Power Supply의 출력범 는 압400[V] × 류3[A]로 300

∼1,200[W]까지 조 을 통해 인버터에서 나온 출력을 배

계통 모의 장치에 연계하여 력을 공 하도록 하 다.

그림 5 모의 태양 원장치 구성도

Fig. 5 Concepts for test device of PV system

3.3 양방향 보호기기 시험장치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보호기기 장치는 다양한 보호 조 특

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보호계 요소를 가진 디지털 복합

계 기(VIPAM3000)이다.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제어  계

과 계측을 할 수 있도록 그림 6과 같이 구성하 으며, 그

림 7은 통합형 보호장치의 용 Software인 HMI를 이용하

여 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그림 6 보호기기 시험장치 구성도

Fig. 6 Concepts for test device of protection device

그림 7 HMI를 이용한 보호장치의 제어화면

Fig. 7 Control menu of protection device using HM

3.4 LabVIEW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본 연구에서는 PC에서 운 되는 강력하고 유연성있는 해

석 소 트웨어 시스템인 LabVIEW를 이용하여 감시제어장

치를 구성하 다. 언제든지 리얼타임 데이터나 최신 테스트 

결과를 원격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실시간의 압, 류 형을 감시제어  분석하기 

하여, 아날로그(Analog) 디바이스인 NI9201과 NI9203을 이

용하여 그림 8과 같이 구성하 으며, PC상에서 양방향 보호

조 시험장치의 8개 MC를 제어(On/Off)하기 하여, 디지

털(Digital) 디바이스인 NI9425와 NI9477을 이용하여 그림 9

와 같이 구성하 다.

그림 8 아날로그( 형) 감시장치 구성도

Fig. 8 Concepts for analog monitoring device

그림 9 디지털 제어장치 구성도

Fig. 9 Concepts for digital control device

4. 보호 조 특성시험  분석

4.1 단락사고시험

4.1.1. OCR의 순시 동작특성시험

(1) 시험조건

그림 10과 같이, 고장 치가 F1 지 으로 가정하고, 실제

로 사고 류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 여기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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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
동작 류

고장
태양  연계  사고 

부하 용량
부하 용량에 의한 인가 

고장 류

5A A상 1300W 5.9A

호기기의 동작치(Pick Up치)를 최 한 낮추어 부하 류에 

동작하도록 만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단락사

고 발생시 OCR 계 기의 순시동작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10 사고시험에 한 개념도

Fig. 10 Concepts for fault analysis 

(2) OCR 순시동작특성 시험

표 1은 OCR의 순시동작시험을 한 시험조건으로 OCR

계 기의 정정치는 1차측 기 으로 5A이고, 여기에 태양

원이 연계되기 과 300W가 연계된 후의 OCR 동작특성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OCR 순시동작시험의 시험조건

Table 1 Test conditions of OCR operation test 

시험종류 CT비
계 기

2차측ickup 류정
정치

계 기
1차측ickup 류

정정치

태양
원

OCR순시동작 특성 
시험

3:1 1.66A 5A 300W

 

  태양 원이 연계되기 에는 1,300[W]의 부하에 의하여 

5.9[A]의 사고 류가 흐르게 되어, 그림 11과 같이 OCR의 

정정치인 5[A]를 과하여 OCR이 정상 으로 동작하게 된

다. 그러나 그림 12와 같이 태양 원 300[W]가 연계되면 

1.36[A]의 태양 원으로부터 계통측으로 역조류가 발생하

여, 사고 류가 4.7[A]로 감소하게 되어, OCR이 동작하지 

않는 부동작 상이 발생하여, 태양 원의 연계로 보호기

기가 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11 태양 원 연계 의 OCR 동작결과

Fig. 11 OCR operation results without PV systems

태양  연계 후 
인가 고장 류

고장
역조류
발생 류

계 기 동작 

4.7A A상 1.36A 동작 안함

그림 12 태양 원 연계 후의 OCR 동작결과

Fig. 12 OCR operation results with PV system

  한편, 표 2와 같이 연계되는 태양 원의 용량이 1,200W

이고, OCR계 기의 정정치가 1차측 기 으로 3.18A인 경우

에 하여 동작특성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OCR 순시동작시험의 시험조건

Table 2 Test conditions of OCR operation 

시험종류 CT비
계 기

2차측ickup 류
정정치

계 기
1차측ickup 류
정정치

태양
원

OCR순시동작 특성 
시험

3:1 1.06A 3.18A 1200W

  태양 원 연계 에는 500W의 부하에 의하여 2.27[A]의 

사고 류가 흐르게 되어, 그림 13과 같이 OCR의 정정치인 

3.18[A] 보다 작기 때문에 OCR은 정상 으로 동작하지 않

았다. 그러나 태양 원 1,200[W]가 연계된 후에는 그림 14

와 같이 태양 원으로부터 5.74[A]의 역조류가 발생하여, 

사고 류가 OCR의 정정치인 3.18[A]보다 큰 3.47[A]가 흘러 

OCR이 오동작되는 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 기
동작 류

고장
태양  연계  
사고 부하 용량

부하 용량에 의한 인가 
고장 류

3.18A A상 500W 2.27A

형
분
석

그림 13 태양 원 연계  OCR 동작시험

Fig. 13 OCR operation test without PV systems

태양  연계 후 
인가 고장 류

고장
역조류
발생 류

계 기 동작 

3.47A A상 5.74A 동작 

형
분
석

그림 14 태양 원 연계 후 OCR 동작시험

Fig. 14 OCR operation test with PV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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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OCR의 한시 동작특성 시험

 (1) 시험조건

  OCR의 한시 동작특성 시험을 하기 하여, 그림 15와 같

이 한 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반한시 IEC SI 

TCC곡선을 사용하고 버는 0.05로 정하 다.

그림 15 OCR의 한시특성 요소

Fig. 15 Inverse characteristics of OCR relay

  정반한시 IEC SI TCC곡선의 Trip 동작시간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OCR 한시 특성시험

  표 3은 OCR 반한시 동작시험의 시험조건으로 태양 원

이 300W이고, 사고 류를 각각 1.36A(300W), 4.52A 

(900W), 5.44A(1100W)로 증가시키면서 OCR의 한시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16은 태양 원이 300W가 연계되기 

과 후의 OCR 한시 특성시험을 나타낸 것으로 연계 에는 

0.212  후에 OCR이 동작하 으나, 태양 원이 연계된 후

에는 0.281  후에 동작하여 약 0.06  정도 지연이 되어 보

호 조 상에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부하 류의 크기를 조정하여 사고 류를 실제로 변화

시키며 OCR의 한시동작특성을 분석하면 그림 17과 같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태양 원의 연계 , 후에 OCR계

기의 동작시간이 바 어 보호 조상에 문제 이 발생할 수 

확인하 고, 태양 원의 연계용량에 따라 부동작 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OCR의 한시동작시험의 조건

Table 3 Test conditions of OCR operation test

시험종류 CT비
계 기
2차측pickup
류정정치

태양 원 연계
 고장 류[A]

300[W] 900[W] 1100[W]

OCR반한시 동작 특성 
시험

1:1 1A 1.36 4.52 5.44

사고 
부하용량

연계  
고장 류

연계 후 
고장 류

태양  연계  
Trip[S]

300W 태양  연계 후 
Trip[S]

900W 4.52A 3.39A 0..212 [S] 0.281 [S]

연
계

연
계
후  

그림 16 OCR 한시 특성시험

Fig. 16 Inverse characteristic test of OCR relay

그림 17 태양 원 연계 ·후의 동작특성

Fig. 17 OCR characteristic test with and without PV systems

4.2 지락사고(OCGR) 시험

  본 연구에서는 태양 원 연계 시 지락사고에 OCGR의 

동작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18과 같이 부하 불평형에 

의한 상 류를 발생시켜 지락사고 류를 모의하 다. 

그림 18 지락사고모의를 한 시험장치 개념도

Fig. 18 Concepts for ground fault tes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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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 부하에 의한 상 류를 모의하기 하여, A상, B

상, C상에 각각 200[W]의 부하를 설정하고, A상에 지락사고

를 상정하여 A상의 부하를 가변시켜 N상에 상 류를 발

생시킨 후, 태양 원 연계에 따른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부하 불평형에 의한 불평형률  불평형 류 계산은 

다음 식과 같다. 

불평형율 


 


 
× 

불평형전류 
불평형율

×기준전류
기준전류  상전압

상의평균치전력


(2) 동작특성 시험

표 4는 태양 원이 연계되기 , A상에 부하 불평형을 발

생시켜 OCGR의 동작특성에 한 시험결과를 분석한 것이

다. 여기서는 OCGR이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표 4 부하 불평형에 의한 OCGR 특성시험 (태양 원 

0[W])

Table 4 OCGR test results by load unbalance without PV 

systems

A상 부하용량
태양 원 연계  불평형 

류
OCGR 동작

200 [W] 0 정상

500 [W] 1.36 정상

900 [W] 3.18 정상

1200 [W] 4.55 정상

 표 5는 태양 원 300W를 계통에 연계하기 과 연계 후

에 하여 A상의 부하 불평형율에 따라 OCGR의 동작특성 

시험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부하 불평형율이 작은 경우에는 

태양 원의 연계로 불평형 류가 감소하여, OCGR의 정

정치보다 작게되어 OCGR이 부동작하는 상을 확인하 고, 

태양 원의 연계에 의하여 반 으로 상 류가 감소하

여 부동작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부하 불평형에 의한 OCGR 특성시험 (태양 원 

300[W])

Table 5 OCGR test results by load unbalance with PV 

systems (300W)

A상 
부하용량

태양 원 연계  
불평형 류

태양 원 연계후
불평형 류

OCGR 동작

500 [W] 1.36 0.06 부동작

900 [W] 3.18 1.59 동작

1200 [W] 4.55 2.83 동작

한편, 부하불평형율과 태양 원의 연계용량을 라메타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태양 원의 연계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OCGR이 부동작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 태양 원 연계용량에 의한 OCGR 특성시험

Table 6 OCGR test results by capacity of PV systems 

부하용량
태양 원
0 [W]

태양 원
300 [W]

태양 원
900 [W]

200 [W] 0 [A] (정상) - -

500 [W] 1.16 [A] (정상) 0.06 [A] (부동작) -

900 [W] 2.09 [A] (정상) 1.59 [A] (동작) 0.78 [A] (부동작)

1200 [W] 4.00 [A] (정상) 2.83 [A] (동작) 0.58 [A] (부동작)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 원이 연계된 배 계통에서의 보호

기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실 계통을 축소 모의하

여 제작한 태양 원용 보호 조 시험장치를 제작하여, 사

고종류별로 보호기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하여 보호기기의 운

용방안을 제시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태양 원의 연계용량에 따라 단락사고시에 보호기

기(OCR)의 오동작이나 부동작 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

인하 고, OCR의 정정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태양 원의 연계용량에 따라 단락사고의 류 크기

가 변동되어, 보호기기(OCR 한시계 기)의 Trip시간이 변화

하여, 보호기기의 정정치를 태양 원의 용량에 맞추어 

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태

양 원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OCR의 Trip시간이 지연되

어 보호 조에 문제 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태양 원의 연계로 지락 류가 감소하여, OCGR이 

부동작하는 상을 확인하 고, 태양 원의 연계에 의하여 

반 으로 상 류가 감소하여 OCGR의 부동작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OCGR의 부동작 방지를 

하여, OCGR의 정정치 보완이 필수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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