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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배전계통에 태양광전원의 전력변환장치나 비선형기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는 보호계전기의

오동작 및 기기의 손실 등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전력품질특성 해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전원이 연계되어 정상운용중인 배전계통에 미치는 전력품질 특성시험을 위하여,

LabVIEW를 이용한 전력품질 평가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장치를 통해 태양광전원 연계 시

발생하는 고조파특성을 분석하여, 제한한 평가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의 영향으로

그린에너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까지 그린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확대, 국내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0～90%까지 올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규모 분산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

존의 부하만이 존재하는 배전계통과는 달리, 소규모로

써 소비자 근방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 부하

와 전원이 혼재되어 운용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분

산전원의 연계에 따라 많은 문제점(사고전류의 증가,

보호협조의 문제, 전압제어에 대한 문제, 고조파 발생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산전원의 도입 시 배전계통에 끼치

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분산전원의 배전계통 도입과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 배전계통의 전압관리나 전력품질 등의 계통 운용

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전원이 배전계통에 연

계되었을 경우 고조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abVIEW를 이용한 전력품질 평가시스템을 제작하였

다.

2. 실계통 문제점 분석

현재 대규모 태양광전원 단지에서 인버터에 의한

고조파(Harmonic) 발생으로 배전계통에 심각한 고

조파 왜형률을 발생시켜,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보

호계전기(OCGR)의 오동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

다. 이와 같이 현재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

은 전력품질에 대한 문제점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

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다.

3. 전력품질 평가시스템 제작

그림 1은 전력품질 평가 시스템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스템은 배전계통에 태양광 전

원의 용량에 따라 고조파분석을 하기 위해 구성하였

고, 상기에서 언급된 전력품질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이 장치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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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흐름도

3.1 배전계통 모의 장치
배전계통 모의장치는 그림 2와 같이 배전계통에

태양광전원을 연계하여 전력품질에 대한 특성을 시

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전원의

인입 점에 격리변압기를 이용한 모의배전용변전소와

3상4선식(380/220V) 2개의 저압선로를 구성하였다.

선로의 각 구간에는 M/C와 NFB를 이용하여 보호

기기와 개폐기를 대용하게 하였다. 또한 가변부하를

인가하여 부하특성 조정 및 태양광전원을 모의배전

계통에 연계하도록 하였다.

[그림 2] 배전계통 모의장치

3.2 LabVIEW 소프트웨어의 개요

LabVIEW는 그래피컬한 성질로 인하여 데이터

표현을 위한 패키지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데이

터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차트, 그래프, 사용자정의 그래픽은 출력선택 사양

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데이터 수집, 해석, 표현 도

구들을 가진 LabVIEW는 기능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능한 어떠

한 계산도 LabVIEW Virtual Instrument를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1) 전압, 전류 측정 기능구현

LabVIEW의 NI 통신용보드들은 상용전압과 사용

전류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는 그

림 3과 같이 전류는 CT를 사용하여 비를 조절한다.

CT비는 (3:1)로 하여 전류를 조절하고 전류에 1Ω에

흘러주어 발생된 전압을 NI에서 받아드려 전압을

다시 CT비 만큼 증가시켜 전류로 설정하였다.

[그림 3] 전류 설정
전압은 그림 4와 같이 설정하는데 전압은

Transducer를 사용하지 않고 저항을 이용하여 저항

비를 사용하였다. 300[V]일 때 DAQ보드에 입력되는

전압은 2.06[V]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143.6로 설정하

여 전압을 나타내었다. 사용한 NI 9201은 전압을 담

당하는 장치로 총 8포트를 가지고 있고 사용범위가

±10[V]이다.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전압 설정

(2) 고조파분석 기능 구현

고조파 분석 프로그램 설계 흐름도는 그림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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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흐름도를 살펴보면 필터에서 대역통과로 지

정한 낮은 컷오프 주파수와 높은 컷오프를 주파수를

사용하여 해당 대역만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이중

필터기능은 최대 대역폭을 얻을 수 있는 버터워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RMS와 선형을 클

릭 후 원도우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올린 형태의 창

함수인 해닝을 선택하고, 진폭과 레벨측정에서는

RMS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기본파의 대역폭은 55

∼65㎐이고 3고조파의 대역폭은175∼185㎐이고 5고

조파의 대역폭은 295∼305㎐이고 7고조파의 대역폭

은 415∼425㎐로 설정하였다.

[그림 5] 고조파 분석 프로그램 설계 흐름도

(3) 역률측정 기능 구현

역률 분석은 그림 6과 같이 LabVIEW의 노드에서

톤 측정(위상측정)사용하여 위상차 측정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위상을 radian으로 변환하고 전압, 전류

의 위상차를 cos노드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 역률측정 프로그램

(4) 전력측정 기능 구현

그림 7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복소)전력을 분

석한 프로그램이다. 유효전력은 진폭과 레벨 측정

(Vrms, Irms)후 위상차측정하고, cos노드로 연결하였

다. 무효전력은 진폭과 레벨 측정(Vrms, Irms)후 위

상차측정하고 sin노드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피상전

력은 무효전력, 유효전력에서 각각 x²노드를 취해준

후 √노드로 연결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7] 전력분석 프로그램

(5) 평가시스템의 메인화면

평가시스템의 메인화면은 그림 8와 같이 제작하였

다. 이 시스템은 전압, 전류, 역률,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의 순시 값을 확인 및 엑셀에 저장하여 시

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압,

전류의 주파수와 위상 그리고 역률과 각종전력을 게

이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 메인 화면

4. 고조파분석 특성시험
시험조건으로는 선로임피던스 5Ω, 부하 300W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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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고, 태양광전원의 출력량조절로 고조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9는 디지털통합보호기기와 Lab

VIEW를 이용한 평가시스템의 고조파비를 비교분석

한 것으로서 데이터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9] 평가시스템과 디지털 통합보호기기의 
고조파 비교 그래프

그림 10은 태양광전원 연계전․후의 3고조파를 분

석한 그래프로 태양광전원이 인버터 정격용량의

20%일 때 3고조파가 26.374%로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이에 인버터 정격용량에 멀어질수록 고조파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3 고조파 그래프

그림 11은 태양광전원 연계전․후의 5고조파를 분

석한 그래프로 태양광전원이 인버터 정격용량의

20%일 때 5고조파가 18.1%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버터 정격용량에 멀어질수록 고조파가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5 고조파 그래프
그림 12는 태양광전원 연계전․후의 7고조파를 분

석한 그래프로 태양광전원이 인버터 정격용량의

20%일 때 7고조파가 35.079%로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이에 인버터 정격용량에 멀어질수록 고조파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7 고조파 그래프

5. 결  론
태양광발전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경우, 고조파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LabVIEW를 이용한 전력품질

평가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평가시스템으로 고조

파 시험을 해 본 결과, 태양광발전의 출력이 인버터

의 정격에 가까울수록 고조파비율이 적어짐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인버터 필터의 제 설계가 요구됨

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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