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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의 보호협조 전략

Protection Coordination Strategy of Microgrid Demonstra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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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eun Jin․Won-Jun Choi․Dong-Jun Won․Hak-Ju Lee․Woo-Kyu Chae․Jung-Sung Park)

Abstract  -  In microgrid demonstration site, distributed generations can make bidirectional power flows on the system. If 

an accident occurs, the fault current from the inverter based distributed generation is small. However, the conventional 

protection scheme in distribution network is designed to operate at high fault current. This means that the traditional 

protection of distribution network is no longer applicable and new protection methods must be developed. In this paper, 

for two cases, algorithms for protection coordination of demonstration site is proposed and verified  through 

PSCAD/EMTDC simulation. In first case, protection devices are assumed to have the abilities of directional relaying and 

communication. In second case, protection devices do not have those abilities. Proposed protection coordination algorithms 

detect the fault locations and protect the microgrid fairl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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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유가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 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인 에 지 정책으로 

지역에 지 사업  신재생에 지 시범 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은 마이크로그리드를 보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여기서 마이크로그리드란 다수의 소규모 

분산 원과 부하의 집합체로서 기존의 력망과 연계 혹은 

분리 운 될 수 있는 소규모 력망을 말한다. 

재 마이크로그리드와 련해서는 수 균형과 기품질, 

그리고 보호 조 등과 같은 문제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1-2]. 그 에서 마이크로그리드 보호 조의 경우에는 기존

의 배 계통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분산 원이 배 계통에 

동시에 운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력이 흐르게 되며, 인

버터를 통해 계통과 연계가 되는 분산 원의 경우 사고 류

가 정격 류의 2[pu]이하로 제한되어 흐르게 되므로 기존의 

배 계통의 보호 조 방법을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3]. 

EU의 경우, Advanced architectures and Control 

concepts for More Microgrids의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조는 보호계 기가 EMS(Energy 

Management System)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보호계 기

와 통신이 가능하고 방향성도 단해서 사고정보를 EMS에 

송한다. 그러면 EMS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설정된 

Event Table에 맞추어서 사고를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작

동하는 보호기기는 주변의 보호기기에 Interlock 신호를 보

내어 보호기기의 불필요한 동작을 방지한다. 그러나 EU의 

경우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 조가 나아갈 방향을 잘 나

타내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기기로부터 수집된 정

보를 EMS에서 단해서 보호기기에 신호를 보내어 사고를 

제거하는 과정은 여러 종류의 분산 원이 설치되거나 마이

크로그리드의 운  범 가 넓어지면 빠르게 사고를 제거하

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EU 마이크로그리드

에서 제안한 보호 조를 구 하기 해서 높은 수 의 보호

기기 성능  경제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EU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호 조 방식은 재 마이크로그리드에 용하기에는 

어렵다[4].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호 조 알고리즘은 사고가 발생하

면 EMS의 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호기기가 설정된 값

에 의해서 먼  사고 제거를 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사고

에 련된 자료를 EMS가 단을 해서 각 분산 원  보

호기기에 지령을 주게 되고 사고의 치와 종류에 따라 마

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 보호

기기의 수 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배 계통의 보호

조와 EU의 보호 조가 지닌 문제 을 해결한 보호 조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그리고 제안한 보호 조 알고리즘

은 풍력, 태양 , 배터리 등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분산형 

발 이나 마이크로가스 터빈 등 환경 친화 인 소규모 분산

발 시스템의 상업화  보  확 를 하기 한 목 으로 

력연구원에서 구축 인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에 

용할 계획이다.

2. 본  론

2.1 실증사이트 구성 요소

재 력연구원에 설치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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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 (a) 실증사이트 구성도 

(b) 실증사이트 도식화

Fig. 1 Microgrid demonstration site (a) System Layout of 

the Demonstration Site (b) Diagram of the 

Demonstration Site

이트는 Zone A, Zone B로 구성되어 있다. Zone A의 경우 

UPQC(Unified Power Quality Conditioner), PV 

(Photovoltaic)1[30kW], PV2[10kW]가 설치되어 있고, 부하

는 시험동[N-1], 모의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Zone B

의 경우 분산 원은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50kVA], SC(Super Capacitor)[50kVA], PV3 

[30kW], MGT(Micro Gas Turbine)[60kVA], Diesel[82kVA] 

이고, 부하는 모의부하[EV(Electric Vehicle), Load Bank2]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설치되는 분산 원의 경우, Zone A

에서는 Controllable 분산 원은 UPQC이고  Uncontrollable 

분산 원은 PV1, PV2로 구분이 된다. 한 Zone B에서는 

Controllable 분산 원은 BESS와 SC가 있고 Uncontrollable 

분산 원은 PV3, MGT, Diesel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MGT와 Diesel의 경우 제어가 가능하지만 실증사이트에서는 

일정한 력만 출력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다. 

Zone B에서 제어가능한 분산 원인 BESS와 SC의 경우, 

독립운 에서 마이크로그리드를 제어하기 해서 BESS는 

UPC(Unit Power Control) Mode에 Restore 기능을 용했

고 SC는 UPC Mode만을 용했다. UPC Mode는 분산 원

이 연결된 부 의 압과 류를 측정해서 분산 원의 출력

을 조정하고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부하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분산 원은 지정된 력으로 일정하게 출력하고 계통에서 

부하가 변동된 만큼 감당한다. 그리고 Restore 기능은 연계

운 에서 독립운 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압과 주 수가 

변하게 되는데 처음 설정된 압과 주 수 값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2 보호 조 알고리즘

재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되는 배 계통의 경우, 기존

의 보호 조 방식은 사고 발생 시 큰 사고 류가 흘렸을 때 

보호기기가 작동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 지만 마

이크로그리드에 설치된 분산 원은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를 통해 계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류

의 크기가 1.2 ∼ 2.0 [pu] 정도로 낮게 제한된다. 그리고 사

고 류의 방향도 단방향이 아니라 사고 치에 따라 양방향

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존의 보호기기는 고장 발생 시 분산

원이 공 하는 고장 류로 인하여 보호기기 부동작, 오동

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5-8] 결국 기존의 보호 조 방식

은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된 배 계통에서는 용할 수 없

고 새로운 보호 조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호 조 방법에서 마이크로그리드 내

의 보호기기는 고장의 방향을 별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배 용 보호기기에 방향성을 부여하기 

해 송 계통 혹은 Loop 배 계통에서 사용되어 온 압, 

류의 시 스 요소를 이용한 방향 별 계  방식을 용하

다. 일반 으로 시 스 요소를 사용하는 방향성 별방법

은 상고장과 지락고장에 한 별 방법으로 구분하여 용

한다. DOCR(Directional Over-current Relay) 방향계  방

법의 경우, 사고를 별하기 해 불평형고장(지락사고, 선

간단락사고)에서는 역상성분이 합하고 평형사고(3상단락

사고)인 경우 정상성분이 합하다. 그리고 DOCGR 

(Directional Over-current Ground Relay) 방향계  방법의 

경우, 상성분을 용해서 1선지락사고의 방향을 별하는

데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DOCR만 용해서 방향을 단하려고 하

기 때문에 주로 정상성분과 역상성분을 이용하여 고장의 방

향을 별하 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방향 별 계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 1선지락사고 시 사고 류가 을 

경우 상성분을 통해서는 방향을 별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 그리고 DOCR에서는 선간단락이나 3상단락사고에서  

상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상성분을 용할 수 없다

[9].

재 실증사이트에 용된 보호기기의 경우, 방향을 별

해서 계통이나 분산 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EMS와

의 통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계로, 일단 실증사이트에 

용이 가능한 가장 간략한 보호 조 알고리즘과 추후에 보

호기기가 방향성과 EMS와의 통신 기능이 있을 경우 좀 더 

개선된 보호 조 알고리즘을 구 했다. 그리고 실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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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장종류별 검출 가능한 시 스 요소 

Table 1 Available Sequence Elements with Fault Type

시 스요소 3상단락 선간단락 1선지락

V1 Yes Yes Yes

V2 Yes Yes Yes

V0 No No Yes

I1 Yes Yes Yes

I2 Yes Yes Yes

I0 No No Yes

(a) 

(b) 

그림 2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Zone B) (a) 실증사이트 

구성도(Zone B) (b) 실증사이트 도식화 (Zone B)

Fig. 2 Microgrid demonstration site(Zone B) (a) System 

layout of the Demonstration Site(Zone B) (b) 

Diagram of the Demonstration Site (Zone B)

Zone A의 경우에는 UPQC을 통해 독립운 이 가능하지만, 

UPQC가 EMS의 신호에 따라 제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 계통을 제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을 용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지만 Zone B의 경우에는 제어가

능한 분산 원인 BESS와 SC가 EMS의 신호를 주고받으면

서 계통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에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보호

조 알고리즘은 실증사이트 Zone B에 용하 다. 그리고 

Zone B에서의 사고 치에 따라 외부사고와 Feeder사고(내

부사고)로 구별하 고, 사고의 종류는 선간단락사고, 1선지

락사고를 선정하 다. 의 2가지 사고종류를 선택한 이유

는 일반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고, 다른 종류의 

사고보다 계통에 미치는 향이 작기 때문에 선택한 사고종

류에서 보호 조가 제 로 작동하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도 

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1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없을 때 보호 조 알고리즘

그림 3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없을 때 보호 조 알고리즘 

Fig. 3 Protection Coordination Algorithms without directional 

relay and communication

그림 3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서는 마이크

로그리드에 설치되는 보호기기가 방향성 단과 통신기능이 

없지만, 분산 원과 EMS 사이에 통신은 연결이 되어 사고

가 발생하면 EMS가 분산 원의 상태를 빠르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사이트에 어떤 종류의 사고가 발

생해도 STS(Static Switch)를 우선 개방하는 것을 제로 

한다.[10] 여기서 STS는 사고나 력품질과 같은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자동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독립운 으로 환시

킬 수 있는 기능과 사고가 제거된 후 계통과 재연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의 경

우, 인버터 기반의 분산 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계 기의 Setting 값으로 정상성분의 경우에는 정격 류의 

3배 정도로 설정을 하 고 역상성분의 경우에는 정상상태에

서 측정이 되지 않는 계로 Simulation에서 측정되는 값을 

이용하여 설정하 다. 

그림 3의 보호 조 알고리즘은 STS가 사고 류의 방향

별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사고의 경우에는 STS가 개방

되면서 마이크로그리드는 독립운 으로 된다. Feeder사고의 

경우에는 STS의 개방과 함께 계통과 분리되지만 마이크로그

리드 내부사고 치를 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원의 종

류에 상 없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사고의 경우 사고 제거 후 재 속을 해 분산형 

원 배  계통 연계 기술기  (주 수: ± 0.3[Hz],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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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각: ± 20°)을 고려해서 재 속을 할 수 있다. 그

리고 Feeder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제거 후 Black Start를 실

시하여 독립운 을 가능하게 한 뒤 재 속을 한다.

2.2.2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있을 때 보호 조 알고리즘

 

그림 4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있을 때 보호 조 알고리즘 

Fig. 4 Protection Coordination Algorithms with directional 

relay and communication

그림 4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서는 EMS

가 분산 원과 통신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고발생 시 분산

원의 상태를 빠르게 단할 수 있고, 보호기기가 방향성을 

단할 수 있는 기능과 EMS와 보호기기 사이에 통신기능

을 기본 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조건을 만

족하게 되면 보호 기기에서 측정되는 시 스 방향 별 요소

인  정상성분, 역상성분, 크기와 최 감도 상각(MTA : 

Maximum Torque Angle)을 이용해서 평형고장(3상단락사

고)과 불평형고장(지락사고, 선간단락사고)을 구별하고 방향

성을 단할 수 있다. 

 그림 4의 보호 조 알고리즘은 외부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STS가 개방되면서 마이크로그리드는 독립운 으로 

환이 된다. 그리고 사고제거 후 연계 기술기 을 만족했을 

때 재 속을 한다. 그리고 Feeder사고(내부사고)의 경우에는 

그림 3의 보호 조 알고리즘과 달리 제어 가능한 분산 원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제어 불가능한 분산 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로 구별을 할 수 있다. 우선 사고의 

종류와 상 없이 STS가 먼  개방이 된 뒤에 설치된 보호

기기가 Setting된 순서에 맞게 작동을 하고, 그 후에 EMS

가 보호기기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치와 

사고가 발생한 분산 원의 종류 구별을 해서 제어가능한 분

산 원의 경우에는 정 되고 난 후에 사고를 제거하고 

Black Start를 실시 하고나서 계통과 재 속을 한다. 제어 

불가능한 분산 원의 경우에는 사고 제거 후 독립운 으로 

환되고 난 후에 마이크로그리드가 연계 기술기 을 만족

했을 때 계통과 재 속을 하게 된다.

2.3 보호 조 알고리즘 모의  결과 

그림 5 실증사이트 Zone B의 PSCAD Simulation 

Fig.  5 PSCAD Simulation of Demonstration Site Zone B

  

실증사이트와 제안한 보호 조 알고리즘을 PSCAD로 구

하 다. 그리고 BESS의 경우 UPC 모드에서 Droop 

Control, Restore Control을 용했으며, SC의 경우 UPC 모

드에서 Droop Control을 용했다. 한 3상 단락사고, 선간

단락사고, 1선 지락사고  본 논문에는 1선 지락사고와 선

간단락사고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  보호 조 알고리즘 모의 시나리오 

Table 2 Simulation Scenario of Protection Algorithms

용된 알고리즘
시나리오

Case
사고 치 사고종류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없을 때

보호 조 알고리즘

1 외부사고
1선 지락

선간단락

2
Feeder사고

(PV사고)

1선 지락

선간단락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있을 때

보호 조 알고리즘

3 외부사고
1선 지락

선간단락

4
Feeder사고

(BESS사고)

1선 지락

선간단락

5
Feeder사고

(PV사고)

1선 지락

선간단락

2.3.1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없을 때 보호 조 모의결과

(1) 외부사고

그림 6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의 외부에서 사

고가 발생했을 때 1선 지락사고와 선간단락사고에 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1선 지락사고에서는 1.5 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STS가 개방되면서 사고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마

이크로그리드는 독립운 으로 환된다. 그리고 사고 제거 

후 연계 기술기 을 만족한 2.9 에서 계통과 재 속을 실

시하는 것을 보여 다. 선간단락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

슷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사고의 향이 1선 지락사고보

다 큰 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압과 주 수의 변동폭

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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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외부사고-1선지락사고(좌), 선간단락사고(우) (Case1) 

(a) 유효 력 (b) 주 수 (c) 압 

Fig. 6 External fault-Single line-to-ground Fault(Left), Line-to- 

line Fault(Right) (Case1) (a) Active Power (b) 

Frequency (c) Voltage

(a)

(b)

(c)

그림 7 PV사고-1선지락사고(좌), 선간단락사고(우) (Case2) 

(a) 유효 력 (b) 주 수 (c) 압

Fig. 7 PV fault - Single line-to-ground Fault(Left), Line-to- 

line Fault(Right) (Case2) (a) Active Power (b) 

Frequency (c) Voltage

(a)

(b)

(c)

그림 8 외부사고-1선지락사고(좌), 선간단락사고(우) (Case3) 

(a) 유효 력 (b) 주 수 (c) 압  

Fig. 8 External fault - Single line-to-ground Fault(Left), Line- 

to-line Fault(Right) (Case3) (a) Active Power (b) 

Frequency (c) Voltage

(2) Feeder사고(PV사고)

그림 7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 내부인 PV 원

이 설치된 Feeder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선 지락사고와 

선간단락사고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선지락사고와 

선간단락사고 계없이 실증사이트에 설치된 보호기기의 한

계로 STS가 개방되어도 사고가 제거가 되지 않고 사고의 

치도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에 설치된 

모든 분산 원이 정지되면서 마이크로그리드는 정 이 되는 

것을 보여 다.

2.3.2 방향성과 통신기능이 있을 때 보호 조 모의결과

(1) 외부사고

그림 8에서는 실증사이트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

선지락사고와 선간단락사고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과 다른 이 있다면 보호기기가 방향성과 통신기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로 하는 보호 조 알고리즘을 

용한 것이다. 1선 지락사고에서는 1.5 에서 사고가 발생

하고 STS가 개방되면서 사고가 제거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리드는 독립운 으로 환된다. 그리고 사고 제거 후 연

계 기술기 을 만족한 2.4 에서 계통과 재 속을 실시하는 

것을 보여 다. 선간단락사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그 지만 사고의 향이 1선지락 사고보다 큰 계로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압과 주 수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과 형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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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0 PV사고-1선지락사고(좌), 선간단락사고(우) (Case5) 

(a) 유효 력 (b) 주 수 (c) 압   

Fig. 10 PV fault - Single line-to-ground Fault(Left), Line–

to-line Fault(Right) (Case5) (a) Active Power (b) 

Frequency (c) Voltage

기기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고려해서 사고를 제거하고, 

EMS와 통신을 하면서 연계기 에 부합했을 때 EMS를 통

해 지령을 받아서 계통과 재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0.5  

단축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2) Feeder사고 (Controllable BESS사고)

(a)

(b)

(c) 

그림 9 BESS사고-1선지락사고(좌), 선간단락사고(우)(Case4) 

(a) 유효 력 (b) 주 수 (c) 압  

Fig. 9 BESSl fault - Single line-to-ground Fault(Left), Line- 

to-line Fault(Right) (Case4) (a) Active Power (b) 

Frequency (c) Voltage

그림 9에서는 실증사이트의 BESS 원이 설치된 Feeder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선지락사고와 선간단락사고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선지락사고나 선간단락사고에 

계없이 STS가 개방되고 마이크로그리드의 모든 분산 원

이 정지되면서 마이크로그리드는 정 이 된다. 왜냐하면 보

호기기가 방향성과 통신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의 치

를 악할 수 있지만 Controllable 분산 원인 BESS에서 사

고가 발생해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의 주 수와 압

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독립운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Feeder사고 (Uncontrollable PV사고)

그림 10에서는 실증사이트의 PV 원이 설치된 Feeder에

서 1선지락사고와 선간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1선지락사고에서는 1.5 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STS가 개방되고 그 다음에 분산 원  PV의 CB가 

개방되면서 사고가 제거되고 마이크로그리드는 독립운 을 

한다. 그리고 사고 제거 후 연계 기술기 을 만족한 2.3 에 

재 속을 실시한다. 그리고 선간단락사고에서는 비슷한 결

과가 나오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선 지락사고보다는 

압과 주 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 속을 한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 결과는 그림 8에

서 보여  결과와는 다르게 보호기기가 방향성과 통신기능

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증사이트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

도 Controllable 분산 원이 아닌 PV나 풍력과 같이 

Uncontrollable 분산 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실증사이트에

서 분리하여 사고를 제거하고 독립운 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3.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이트에 설치되는 

보호기기의 수 에 맞추어 외부사고와 Feeder사고가 발생했

을 때 용이 가능한 보호 조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그

리고 실증사이트에 설치되는 보호기기가 방향성 단과 통

신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마이크로그리드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정 으로 끝나지 않고 분산 원의 종류에 

따라 사고를 제거한 후 독립운 도 가능하다는 것을 

Simulation을 통해서 보여 주었다. 물론 제안한 보호 조 알

고리즘은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을 고려해서 실증사이트의 

Zone B로 제한해서 용했지만, 앞으로 실증사이트의 Zone 

A, Zone B 모두 용할 수 있는 보호 조 알고리즘을 개발

할 생각이다. 한 제안한 보호 조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

하기 해서는 실증사이트내 보호기기의 성능을 보강할 



기학회논문지 61권 7호 2012년 7월

972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 력연구원에 설치되고 있는 마

이크로그리드의 경우에는 BESS와 SC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통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 이 되는 것으로 

보호 조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그리

드에 여러 종류의 제어가능한 분산 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 개발할 알고리즘은 마이크로그리드에 설치된 

Controllable 분산 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 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리드 제어에 미치는 요

도에 따라 마이크로그리드 정 과 독립운 으로 구분해서 

보호 조가 가능하도록 용할 생각이다. 그래서 최종 으

로 일반 인 마이크로그리드에 모두 용 가능한 보호 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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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wkchae@kepco.co.kr

박  성 (朴 重 城)

1978년 4월 17일생

2004년 홍익 학교 자 기공학부 졸업, 

2006년 홍익 학교 기공학 석사 졸업, 

2006~2010년 효성 공업연구소 선임연구

원, 2010년 재 한  력연구원 연구원

Tel : 042-865-5953

Fax : 042-865-5944

E-mail : jindulpa@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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