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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이 도입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 적용에 따른 과전류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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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mprovement of Overcurernt Relay (OCR)’s Operation Due to Application of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in Power Distribution System with a 

Disperse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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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dispersed generations (DGs) with larger capacity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the short-circuit current is expected to be increased, which more requires for the effective fault current 

limiting methods. As one of the promising countermeasures, the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has been noticed. 

However, the decreased fault current by SFCL affects the operation of the overcurrent relay (OCR), representative protective 

device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operation of the overcurrent relay due to the application of a SFCL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with DG linked by its bus line was analysed through the short-circuit tes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FCL application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with DG, the experimental simulated circuits were designed and 

the short-circuit tests for the power distributed system assembled with the DG, the OCR and the SFCL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analysis on the short-circuit tests, the application of the SFCL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with DG could be 

confirmed to be contributed to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overcurrent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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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전계통의 효율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그리드화

로 다양한 분산전원이 도입되고 있으며, 분산전원 연계에 따른 

전압변동억제와 전력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

근들어, 배전계통에 증가되고 있는 대용량의 분산전원도입은 배

전계통의 고장전류 증가를 야기하게 되며, 관련보호설비의 용량

증대로 차단기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 차단기 교체를 억제시

키기 위한 대안으로 모선분리, 직렬리액터 적용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력공급의 신뢰도 저하와 평상시 손실발생 등

으로 최근에는 초전도체의 퀜치특성을 이용한 초전도한류기를 적

용한 실증연구가 국내외적으로 검토되어 운영되고 있다 [1-4].

하지만, 초전도한류기 적용으로 분산전원도입에 따른 배전계통

의 고장전류가 감소될 경우, 배전계통의 보호계전기의 동작에 영

향을 주게 되며, 보호계전기의 오동작 또는 부동작을 야기하게 

되어 보호계전기간의 동작협조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4-7].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이 도입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 

적용에 따른 배전계통의 대표적인 보호계전기인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영향과 협조를 위한 방안들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검토를 위한 모의실험을 위해 인버터형 분산전원, 과전류계전기, 

초전도한류기 모의장치와 함께, 배전계통 모의를 위한 회로를 구

성하고 단락모의실험을 통한 실험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

전도한류기 적용에 따른 과전류계전기 동작과 보호협조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2. 모의 배전계통 회로구성 및 동작 검토

그림 1은 본 논문의 모의실험을 위해 구성한 분산전원(DG)이 

모선에 연계된 배전계통 실험회로 구성도를 보여주며, 각 피더단

의 인출점에는 과전류계전기에 의해 동작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더중간에 분기되는 선로는 재폐로차단기에 의해 보호되도

록 구성하였다, 고장전류제한을 위한 초전도한류기(SFCL)는 각 

피더단에 설치하여 구성하였다. 고장발생시 초전도한류기 동작에 

따른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피더선로(Rl, L1) 

중간에 고장(F1)을 모의하였다. 

더불어, 분산전원이 도입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적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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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트리거형 초전도한류기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a trigger type SFCL

그림 4 트리거형 초전도한류기 모의장치 동작파형 (vCLR, vSC, 

iSC, iCLR)

Fig. 4 Operational waveform of simulated trigger type SFCL 

(vCLR, vSC, iSC, iCLR)

그림 1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 실험회로 구성도

Fig. 1 Experimental circuit configuration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linked by dispersed generation

그림 2 인버터형 분산전원 배전계통 연계후 고장발생시 모선전

압 및 선로전류; (a) 배전계통 모선전압(vbus) 및 인버터

형 분산전원 입력전압 (VDC), (b) 선로전류 (id1) 및 인버

터형 분산전원 출력전류 (iDG)

Fig. 2 Bus voltage and line current in case that the fault 

occurred after a dispersed generation was connected 

into power distribution system; (a) Bus voltage (vbus) 

and input voltage of inverter type dispersed 

generation (VDC), (b) Line current (id1) and output 

current of inverter type dispersed generation (iDG)

른 과전류계전기 동작특성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기 앞서 각

각의 분산전원 모의장치와 과전류계전기, 초전도한류기 모의장치

의 동작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는 출력전류를 5 [A]로 설정한 인버터형 분산전원 모의

장치를 구성한 모의배전계통에 연계후(212 [ms]) 고장발생시(400 

[ms]) 모선전압(vbus)과 선로고장전류(id1) 및 분산전원 출력전류

(iDG)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분산전원 모의장치를 연계하지 않

은 경우(vbus
w/o, id1

w/o)를 같이 나타내었다. 분산전원 모의장치를 

배전계통에 연계된 후 모선전압과 선로전류가 증가되는 것을 연

계하지 않은 경우(vbus
w/o, id1

w/o)와 비교할 수 있으며, 고장발생시

에 선로전류(id1)가 분산전원 모의장치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id1
w/o)보다 증가되는 것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은 본 논문의 모의실험에 사용한 트리거형 초전도한류

기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트리거형 초전도한류기는 국내외적으로 

실증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써 접점스위치(SW)와 초

전도모듈(RSC), 상전도저항(current limiting resistor, CLR)로 구

성된다 [2-3]. 동작원리는 평상시에는 초전도모듈과 접점스위치

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고장발생시 초전도모듈에 흐르는 전

류(iSC)가 임계전류(IC)를 초과하여 퀜치에 의해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초전도모듈에 유기된 전압(vSC)이 설정된 전압을 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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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전류계전기 모의장치 레버값에 따른 동작파형; (a) 

0.50 레버로 설정시 계전기 전류(iOCR) 및 계전기 동작값 

(IVOCR); (b) 0.25 레버로 설정시 계전기 전류(iOCR) 및 

계전기 동작값 (IVOCR)

Fig. 5 Operational waveform of simulated overcurrent relay 

due to its lever value; (a) Relay current (iOCR) and 

operational value of overcurrent relay (IVOCR) in case 

that its lever is set to 0.5, (b) Relay current (iOCR) and 

operational value of overcurrent relay (IVOCR) in case 

that its lever is set to 0.25

그림 6 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고장발생시 

과전류계전기 동작에 따른 모선전압 및 선로전류; (a) 

배전계통 모선전압(vbus) 및 인버터형 분산전원 출력전류 

(iDG), (b) 선로전류 (id1) 및 과전류계전기 동작값 (IV)

Fig. 6 Bus voltage and line current due to operation of OCR 

in case that the fault occurred after a dispersed 

generation was not connected into power distribution 

system; (a) Bus voltage (vbus) and output current of 

inverter type dispersed generation (iDG), (b) Line current 

(id1) and operational value of overcurrent relay (IV)

접점스위치를 개방시키게 된다. 이후 접점스위치가 개방되면 고

장전류는 상전도저항(CLR)으로 흐르게 되어 제한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모의 배전계통의 구성과 고장발생시 고장전류크기 등

을 고려하여, 초전도모듈에 유기된 전압이 5 [V]를 초과할 경우 

접점스위치를 개방시키도록 설정하였으며, 상전도저항은 2.3 [Ω]

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초전도모듈의 임계온도와 임계

전류(IC)값은 87 [K], 19 [A]이며, 그림 4에 설명한 트리거형 초

전도한류기의 동작을 모의한 실험파형을 나타내었다. 

배전계통의 대표적인 보호계전기로 과전류계전기의 설정값에 

따른 차단기개방을 모의하였으며, 고장발생시 기준전류값을 초과

된 이후 과전류 계전기 동작값(IVOCR)이 증가되어 1에 도달되면 

트립신호를 발생시켜 차단기개방을 모의하였다.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을 모의하기 위한 변수로 레버값을 0.5와 0.25로 설정한 경

우 과전류계전기 동작에 따른 차단기개방을 모의한 결과파형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레버값이 0.25인 경우가 0.5인 경우보다 트

립신호 발생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차단기개방으로 인한 고장전류 

차단시간이 1,133 [ms]에서 864 [ms]로 짧아지는 것을 그림 5

에서 비교할 수 있다. 

앞에서 동작모의를 검토한 분산전원 모의장치와 과전류계전

기, 초전도한류기 모의장치를 모의배전계통에 설치하여 고장발생

시 초전도한류기 적용유무와 분산전원 도입유무에 따른 과전류

계전기 동작특성을 검토하고 동작협조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

였다.

3. 결과 및 분석

구성한 모의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와 연

계되어 운전중에 고장발생을 모의하였으며, 과전류계전기 동작으

로 측정한 모선전압(vbus)과 선로전류(id1)를 그림 6과 7에 도시하

였다.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의 모선에 연계되어 운전하고 있는 평

상시 배전계통의 모선전압은 102 [V]에서 115 [V]로 증가되었

고 평상시 선로전류도 13.6 [A]에서 16.4 [A]로 증가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모선전압은 30 [V]에

서 32.5 [V]로, 선로의 고장전류는 36 [A]에서 38 [A]로 증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산전원이 모선에 연계된 

경우 고장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과전류계전기 동작에 따른 차단

기동작을 위한 트립 발생시간도 857 [ms]에서 781 [ms]로 짧아

지는 것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검토한 것처럼 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이 연계된 경

우 고장전류 증가로 인한 고장전류 저감을 위해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모선전압과 선로전류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고장이 발생한 

후 초전도한류기 동작으로 선로고장전류는 초전도한류기를 적용

하지 않은 경우 38 [A]에서 27 [A]로 제한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으며, 모선전압 또한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32.5 

[V]에서 적용한 경우 73 [V]로 전압강하 억제효과가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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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이 연계된 경우 고장발생시 과전류

계전기 동작에 따른 모선전압 및 선로전류; (a) 배전계

통 모선전압(vbus) 및 인버터형 분산전원 출력전류 (iDG), 

(b) 선로전류 (id1) 및 과전류계전기 동작값 (IV)

Fig. 7 Bus voltage and line current  due to operation of OCR 

in case that the fault occurred after a dispersed 

generation was connected into power distribution 

system; (a) Bus voltage (vbus) and output current of 

inverter type dispersed generation (iDG), (b) Line current 

(id1) and operational value of overcurrent relay (IV)

그림 8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한 

경우 고장발생시 과전류계전기 동작에 따른 모선전압 및 

선로전류; (a) 배전계통 모선전압(vbus) 및 인버터형 분산

전원 출력전류 (iDG), (b) 선로전류 (id1, id1
rms), 초전도모

듈전류 (iSC) 및 상전도저항 전류 (iCLR)

Fig. 8 Bus voltage and line current  due to operation of OCR 

in case that the fault occurred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lined by dispersed generation, which was 

applied with SFCL; (a) Bus voltage (vbus) and output 

current of inverter type dispersed generation (iDG), (b) 

Line current (id1, id1
rms), currents of both HTSC 

module and CLR (iSC, iCLR)

그림 9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한 

경우 정정을 통한 과전류계전기 동작에 따른 모선전압 

및 선로전류; (a) 배전계통 모선전압(vbus) 및 인버터형 

분산전원 출력전류 (iDG), (b) 선로전류 (id1, id1
rms), 초전

도모듈전류 (iSC) 및 상전도저항 전류 (iCLR)

Fig. 9 Bus voltage and line current  due to operation of OCR 

with its resetting in case that the fault occurred in a 

power distribution system lined by dispersed 

generation, which was applied with SFCL; (a) Bus 

voltage (vbus) and output current of inverter type 

dispersed generation (iDG), (b) Line current (id1, id1
rms), 

currents of both HTSC module and CLR (iSC, iCLR)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초전도한류기 동작으로 고장전류가 제한

됨에 따라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은 1,133 [ms]에서 트립되어 차

단기가 개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산전원이 연계되기 이전의 트립시간인 857 [ms]에서 연계

된 경우 781 [ms]로 감소되었지만 초전도한류기 적용으로 트립

시간이 증가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만약, 초전도한류기를 구

성하는 상전도저항값을 감소시켜 적용할 경우 분산전원이 연계되

기 이전의 트립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실험분석 결과로부터,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될 경우 과전

류계전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어 오동작 또는 부동작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적절한 임피던스를 갖는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할 경우 과

전류계전기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호협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을 고찰할 수 있다.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 적용에 따라 과

전류계전기의 정동작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과전류

계전기의 정정을 통해 검토하였다. 과전류계전기를 정정할 수 있

는 변수로 레버값을 0.5에서 0.25로 정정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림 9는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한 경우 고장발생시 정정을 통한 과전류계전기 동작에 따른 

모선전압 및 선로전류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것처럼 과전류계전기의 정정을 통해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

계통에 초전도한류기 적용시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이 864 [ms]에

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분산전원이 연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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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전류계전

기 동작과 유사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림 6과 

비교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이 도입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 

적용에 따른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영향과 협조를 위한 방안들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인버터형 분산전원과 과

전류계전기, 트리거형 초전도한류기를 모의하기 위한 장치들의 

동작들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인버터형 분산전원이 

모선에 연계된 배전계통을 구성한 후 피더인출단에 과전류계전기

에 의한 차단기와 초전도한류기를 설치하여 단락모의실험을 실시

하였다.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 초전도한류기를 적용함으로써 

분산전원이 연계되기 이전의 과전류계전기 동작을 유지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과전류계전기의 정

정을 통해 과전류계전기의 정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본 

논문의 모의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의 연계위

치에 따른 초전도한류기 동작과 이를 고려한 과전류계전기의 동

작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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