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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신 에너지전원(태양광)이 배전계통에 연계되어 운용되는 것을 상정하여, 정상상태와

비상(사고)상태, 전력품질(순시), 스마트배전설비 등에 대한 배전계통의 특성 및 신 에너지전원의 특성

을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산전원용 계통연계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배전계통

전용해석 S/W인 PSCAD/EMTDC를 이용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시험결과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뮬레이터는 배전용변전소(154/22.9KV)의 주변압기와 3상 4선식

22.9KV 고압배전선로의 2개 선로 및 부하를 축약형태(약 1/100)로 모의한 것이지만, 주상변압기

(13,200/380/220V) 이하의 저압 배전선로는 실계통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모의한 것이다. 이상의 구성

요소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하여 PSCAD/EMTDC를 이용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계 및 제

작을 수행하고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본 연구에서 제작한 분산전원용 계통연계 시뮬레

이터는 태양광과 풍력 등과 같은 신 에너지전원의

출력특성(역조류)과 배전계통의 선로특성(선로길이),

부하특성(역률)을 파라메타로 배전계통과 신 에너지

전원의 운용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장치

이다. 시험의 기준은 한전에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 에너지전원의 계통연계가이드라인(2006년 1

월)에 근거하여 시험방법을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신 에너지전원의 출력변동(역 조류)에 의한 계통의

전압변동과 역률변동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다. 전기사업법에 수용가전압은 200V±6%로 유지하

도록 정해져 있는 주요한 항목으로 이 전압을 적정

하게 유지하는가를 시험한다. 또한 송출전압의 변동

(LDC운전)과 주상변압기의 탭 설정, 선로전압조정장

치(SVR)의 운용특성에 의한 시험도 수행한다.

2. 분산전원용 계통연계 시뮬레이터 구성

분산전원 연계용 시뮬레이터는 크게 배전계통 모

의장치와 분산전원 모의장치, 감시제어장치로 구성

된다.

2.1 배전계통 모의장치

모의 배전계통은 그림 1과 같이 격리변압기를 이

용하여 3상4선식 380/220V의 2개의 저압선로를 구

성하고, 선로의 각 구간에는 M/C와 NFB를 이용하

여 보호기기와 개폐기를 대용하게 하였으며, 가변부

하를 인가하여 부하특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분산전원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22.9[KV] 변전선로는 ASCR 160㎟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로 긍장은 최대 40[m] 설정되어 있다. 그

래서 가변모의선로는 간단하게 선로 임피던스를 계

산하여 선로의 긍장이 40[㎞]이상이 되는 선로 모의

가능하도록 0∼15[Ω] 가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변전소로부터 인출되는 각 피더는 부하량은

10[MVA]정도이다. 22.9[KV]를 단상 220[V]로 축소

(약1/100)하면 각상별 약 1500[W]이므로 R, L, C 부

하량을 가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의 선로와

부하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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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전계통 모의장치

여기서, 모의선로(R+jX)의 임피던스 조정이 가능

하도록 MC조합하여 1[Ω]단위로 1~15[Ω] 조절 가능

한 장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2] 모의선로의 구성도

또한, 모의선로에 접속되는 부하를 종류별로(저항,

리액터, 콘덴서) 모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MC로

조합하여 저항은 100[W]단위로 100~1500[W] 조절하

고, 리액터와 콘덴서 부하도 100[VAR]단위로 100~

1500[VAR]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 모의부하의 구성도

2.2 분산전원 모의장치

분산전원(태양광 발전)은 그림 4와 같이 계통연계

용 인버터(3KVA)와 DC Power Supply의 출력 전류

를 가변하여 분산전원의 출력량을 조정하도록 구성하

였다.

(a) 계통연계 인버터 (단상 3kW)

(b) DC 전원공급장치

[그림 4] 모의전원장치(인버터와 DC전원공급장치)

2.3 감시제어장치

감시제어장치는 그림 5와 같이 LABVIEW를 이용

하여 개폐기 조작 및 전압, 전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만들었다.

[그림 5] LABVIEW의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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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CAD/EMTDC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모델링

PSCAD/EMTDC를 이용하여 분산전원 연계용 시

뮬레이터의 모델링은 그림 6의 시험 배전계통 구성

과 그림 7의 모의 선로장치, 그림 8의 모의부하장치

로 구성된다.

[그림 6] 시험 배전계통의 모델링

[그림 7] 모의 배전선로의 모델링

[그림 8] 모의 부하의 모델링

4. PSCAD/EMTD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분석

그림 9에서 그림 11은 부하 측 전압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역률이 1인 경우와 0.9(진상), 0.9(지상)인 경

우에 대한 해석결과이다.

[그림 9] 부하 측 전압 특성 (PF=1)

[그림 10] 부하 측 전압 특성 (PF=0.9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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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하측 전압특성 (PF=0.9 진상)

한편, 상기의 분산전원 계통연계 모의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이론치와 실험치, 그리고 PSCAD/EMTDC

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역률이 1인 경우와 지상(0.9), 진상(0.9)인 경

우를 상정하여 분산전원의 용량과 선로의 긍장, 부

하의 크기를 변동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표에

서와 같이 분산전원(태양광발전) 연계 전의 전압은

선로의 말단으로 갈수록 선로저항에 반비례해서 선

형적으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전압으로

규정전압(207∼233[V]) 범위에 벗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0W의 부하에 대하여 1,000[W]의 분

산전원(태양광)이 연계된 경우에는 계통전압이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분산전원의 역조류가

선로의 전압강하분을 보상하여 계통의 전압이 상승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산전원(태양광)의

용량에 따라 전압상승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도 확

인하였다.

표 1.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값

(a) 분산전원 연계 전

(b) 분산전원 연계 후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태양광)이 연계된 배전계

통에서의 전압변동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실 계통

을 축소 모의하여 분산전원용 계통연계 시뮬레이터

를 제작하기 위하여 PSCAD/EMTDC를 이용하여

상세한 해석을 수행하여 각종 파라메타를 분석하였

다. 시뮬레이터에 의한 시험결과와 PSCAD/

EMTDC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뮬레이터와 모델링 수법이 유

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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