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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전계통에 신에너지전원 연계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정상상태와 전력품질

에 대한 문제점을 LabVIEW를 이용한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분석한다. 종래의 배

전계통에 있어서의 전력조류는 변전소에서 선로말단을 향한 단방향이었지만, 신에너지전원이 연계된

경우에는 그 출력용량의 여부에 따라 양방향의 전력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계통운용상 여러 가

지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전원 연계에 따른 정상상태와 전력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실계통의 특성을 모의한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

작하였다. 그리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역률, 선로길이, 태양광발전량의 변동에 따른 계통의 다양한 운

용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평가 시뮬레이터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국가차원의 녹색성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등의

분산전원 도입계획은 많은 반면, 아직 국내에는 대용

량 분산전원의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기준 및 체계적

인 선로운영 기술기준이 미흡하여 발전사업자와 전

력회사 간에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종래의 배전계통에 있어서의 전력조류는 변전

소에서 선로말단을 향한 단방향이었지만,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경우에는 그 출력용량의 여부에

따라 양방향의 전력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계

통운용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에너지전원의 연계에 따

른 정상상태와 전력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분

석하기 위해 좌표평면 해석 및 각종 수법을 사용하

여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장치

로 역률, 선로길이, 태양광발전량 변동에 따른 계통

의 다양한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시뮬레이터

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2. 신에너지전원에 의한 계통의 영향 검토

신에너지전원(분산전원)이 도입된 배전계통은 기

존의 배전계통과는 달리, 부하와 발전원이 혼재되

어 운용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분산전원의 연계

에 따라 많은 문제점(사고전류의 증가, 보호협조의

문제, 전압제어, 고조파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에너지전원의 연계에 따

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천안 목천의 해비태트 마을

에는 30여대의 태양광발전이 저압배전선로에 연계

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때 낮에는 태양광발전량 상

승으로 인해 계통에 역조류가 발생하여 수용가의

전압이 240V까지 상승하는 과전압 현상과 대형 모

터기동 시 순시전압강하(Sag) 발생으로 인해 배전

계통과 태양광전원의 계통연계가 정지되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신에너지전원이 연계된 배

전계통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의 제작

본 논문에서는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를

운용알고리즘에 의해 제작함으로써 실계통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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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의 운용 알고리즘
신에너지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문제점을 분

석하기 위한 운용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삼각함

수의 좌표평면 해석을 기준으로 신에너지전원 전압

강하계산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신에너지전원 전압강하계산 알고리즘 개념도

먼저 신에너지전원의 연계시 수전점의 유효전력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수전단 전력,   :부하측 전력,  :

신에너지전원 발전전력

이와 같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따른 역률(Cos

θ)과 역조류 유∙무를 결정하여. 3가지 Parameter

(Cosθ, Sinθ, (역)조류)에 의한 선로의 전압 상승, 강

하분은 식(2)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  × × cos  × sin  (2)

여기서,  : 부하전류, : 선로저항,  :선로리액턴스

3.2 평가 시뮬레이터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를 구현

하기 위해 그림2와 같이 계통을 구성하였다. 이 시뮬레

이터는 직관적 디스플레이, 리포트, 웹을 통해 결과의 공

유가 가능한 LabVIEW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의 구성도

그림 3은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

이터는 상기에서 제시한 운용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신에너지원이 연계된 경우 각각의 데이터들을 입력

하여 계통의 송․수전단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역

조류 판정 및 역률(지․진상)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의 흐름도

3.3 평가 시뮬레이터의 구현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는 그림4와 같이

LabVIEW상에서 프런트패널과 블록다이어그램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프런트패널은 계통측과 수용

가(부하)측, 그리고 신에너지전원측을 바탕으로 각각

의 초기데이터를 입력하여 계통의 특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블록다이어그램은 평가 시뮬레이터

를 구성하기 위해 노드와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프

로그램을 설계하였다.

(a) 평가 시뮬레이터의 프런트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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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가시뮬레이터의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4]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1) 계통 및 선로의 구현

먼저 계통측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전압을 직접 조

절하고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계통측 관련 파라미터

를 Display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로에서는 임

피던스 R(저항)과X(리액턴스)성분을 입력할 수 있도

록 하여 실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조건과 일

치하게 모델링하였다. 또한 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압

변동분은 선로임피던스와 부하측의 역률, 전류에 의

해 결정되도록 제작하였다.

모의변전소(계통측) 계통측Display

선로조정

 [그림 5] 평가시뮬레이터의 계통 및 선로 구성도

(2) 수용가 구현

그림 6과 같이 수용가(부하)측에서는 저항성, 용량

성, 유도성 부하를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으며 상기의 데이터들과 부하를 이용하여 역률(지․

진상표시), 부하측 전압, 전류(유효, 무효 ,피상), 전력

(유효, 무효, 피상) 등을 분석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 데이터들을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데이

터저장 기능을 추가하였다.

수용가측 데이터 입력

시뮬레이터 분석

[그림 6] 평가 시뮬레이터의 수용가측 구성도

(3) 신에너지전원의 구현

신에너지전원 측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인버터의

계통 전압 추종 방식에 따라 신에너지전원의 전류를

조절하여 용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파

형 Display기능은 각 분석 지점별 전압, 전류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에너지전원 디스플레이

[그림 7] 평가 시뮬레이터의 신에너지전원 및 파형 구성도

4. 평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특성 시험

평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특성시험에서는 신에너

지전원이 연계된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시전압

강하(Sag)와 순시전압상승(Swell)에 대한 품질특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에너지전원 연계에 따른

수용가 전압 변동특성시험을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4.1 순시전압강하(Sag) 특성시험
표 1은 순시전압강하(207V) 상태에서 시험한 결과

를 실측치. 이론치 그리고 평가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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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다. 시험 조건은 계통측 전압

207V, 부하 400W, 선로임피던스는 5Ω으로 설정하고,

신에너지전원은 1200W로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본

시험에서 신에너지전원이 부하보다 클수록 역조류에

의해 부하측(수전단) 전압은 전원측(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인 페란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시뮬레이터의 분석 데이타는 이론치를 기준으로

오차율 0.1%이하임을 확인 하였다.

[표 1] 순시전압강하(Sag) 시험 결과
모의 배전용
변전소 전압

계통(부하측)전류 부하측 전압

실측치 207 1.48(역전류) 217.37

이론치 207 1.93(역전류) 220.51

Simulator 207 1.94(역전류) 220.58

4.2 순시전압상승(Swell) 특성시험
표 2는 순시전압상승(233V) 상태에서 시험한 결과

를 실측치. 이론치 그리고 평가 시뮬레이터 분석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다. 시험 조건은 계통측 전압

233V, 부하 400W, 선로임피던스는 5Ω으로 설정하고,

신에너지전원은 1200W로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본

시험에서 신에너지전원이 부하보다 클수록 역조류에

의해 부하측(수전단) 전압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의 분석 데이타는 이론치를 기준으

로 오차율 0.0.1%이하임을 확인하였다.

[표 2] 순시전압상승(Swsll) 시험 결과
모의 배전용
변전소 전압

계통(부하측)전류 부하측 전압

실측치 233 1.19(역전류) 241.36

이론치 233 1.72(역전류) 245.04

Simulator 233 1.72(역전류) 245.04

4.3 수용가전압 변동특성시험
표 3은 저항 부하 800W, 유도성 부하 270var, 선로

임피던스 5+j2[Ω]와 신에너지전원 1200W를 연계하였

을 경우 계통측 및 부하측 전압을 실측치. 이론치 그

리고 평가 시뮬레이터 값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 데

이터이다.

본 시험에서는 역조류와 지상역률일 경우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분이 증가하여 수

용가 측의 전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역률 변동에 따라 수용가 측 전압이 변동되어 계통의

전압품질[저전압/과전압]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다.

[표 3] 지상역률일 경우 전압변동특성 시험
모의 배전용
변전소 전압

계통(부하측)
전류

부하측
전압

역률

실측치 233 - 242.0 0.972

이론치 233 3.67(역전류) 239.3 0.976

Simulator 233 3.67(역전류) 240.8 0.975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abVIEW를 이용한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 장치를 제작하여 신에너지전원이 계

통에 연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특성들을 시뮬레이

션으로 수행하고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주요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순시전압강하, 순시전압상승 및 역률과 역조류에

의한 전압변동 특성시험 등을 통해 신에너지전원

평가 시뮬레이터가 실측 및 이론치의 데이터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신에너지전원이

계통에 연계된 특성을 분석할 경우 본 시뮬레이

터가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2) 상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

시한 평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신에너지전원

의 연계에 따른 수용가전압 및 각종계통의 데이

터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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