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89 -

PSCAD/EMTDC를 이용한
 분산전원 계통연계시험장치 성능평가

박 현석, 손 준호, 노 대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mail: dsrho@kut.ac.kr

Performance Evaluation for Test Devices of Distributed

Generations Using PSCAD/EMTDC

Hyeon-Seok Park, Joon-Ho Son, Dae-Seok Rho

Dept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력계통(특히 배전계통)의 해석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 S/W

인 PSCAD/EMTDC를 이용하여,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어 운용되는 상태(정상, 사고, 품질상

태)를 모의할 수 있는 계통연계 시험장치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링에 의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전원 계통연계 시험장치의 기능을 확인하여,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

계통의 모의 시험장치를 제작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 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열병합 등과 같이 신에

너지전원(분산전원)이 도입된 배전계통은 기존의

부하만이 존재하는 배전계통과는 달리, 소규모로써

소비자 근방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 부하와

전원이 혼재되어 운용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분

산전원의 연계에 따라 많은 문제점(사고전류의 증

가, 보호협조의 문제, 전압제어에 대한 문제, 고조

파 발생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

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산전원의 도입 시

배전계통에 끼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분산전원의 배전계통 도입과 운

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배전계통의 전압관리나 전

력품질 등의 계통 운용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분산전원 연계용 시험장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

되어 운용되는 경우를 모의할 수 있는 시험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 S/W인 PSCAD

/EMTDC를 이용하여 시험장치를 모델링하여 시험

장치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PSCAD/EMTDC의 개요

EMTDC Program은 Electromagnetic Transient

DC analysis program의 약어로 캐나다의 Manitoba

HVDC Research Center에서 개발한 전력시스템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전력

계통의 연구를 위해 개발된 전자기 과도 상태 해석

용 Software이며, 계산 알고리즘은 EMTP와 마찬가

지로 Dommel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HVDC와 관련한 DC시스템 해석용으로 개발되었으

나 점차 발전하여 지금은 [표 1]과 같이 DC 및 AC

시스템, 사고해석, 전력전자, 제어시스템, 회전기, 송

전라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도 가능한 소

프트웨어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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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MTDC의 모의실험 가능범위
EMTDC를 이용시 모의실험 가능 범위

일반적인 전력계통의 
과도상태 연구 송전선과 CABLE

DC 송전과 제어 변압기 철심 포화 등
FACT 장치 효과 절연 설계

동기기, 유도 기기의 
Torsional Effect, 자기여자 첨두 써지

Static Compensations Harmonic Interaction

비선형 제어계 새로운 제어계 개념 개발

3. PSCAD/EMTD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1) 분산전원이 없는 경우

PSCAD/EMTDC를 이용하여 [그림 1]의 시험 배

전계통과 [그림 2]의 모의 선로장치, [그림 3]의 모

의부하장치를 모델링하였다.

[그림 1] 모의 배전계통의 모델링

[그림 2] 모의 배전선로의 모델링

[그림 3] 모의부하의 모델링

상기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부하 측 전압특성을 구

하면, [그림 4] - [그림 6]과 같다. 각 그림은 역률이

1인 경우와 지상역률(0.9), 진상역률(0.9)에 대한 해

석결과(전압파형과 실효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부하측 전압특성 (PF=1)

[그림 5] 부하측 전압특성 (PF=0.9,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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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하측 전압특성 (PF=0.9 진상)

[표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PSCAD/EMTDC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치와 분산전원 계통연계 모의

시험장치(참고문헌 [1])를 사용하여 시험한 실험치,

이론치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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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날 가능성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값
(분산전원 연계 전)

(2) 분산전원이 연계된 경우

[그림 7]과 같이, 분산전원(태양광)이 연계된 배전

계통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하여, PSCAD/EMTDC를

이용하여 분산전원 연계용 시험장치를 모델링하여,

각종 파라메타를 변동시켜 다양한 해석을 수행하였

다. PSCAD/EMTDC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

론치, 시험장치에 의한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뮬레이터와 모델링 수법이 유

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 분산전원 연계시의 모델링

상기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부하 측 전압과 전류

특성을 구하면,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각 그림

은 역률이 1인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파형과 실효

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부하측 전압특성 (PF=1)

가) 부하측전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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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하측 전류특성 (PF=1)

한편, [표 3]과 같이 200W의 부하에 대하여

1,000[W]의 분산전원(태양광)이 연계된 경우에는 계

통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분산전

원의 역조류가 선로의 전압강하분을 보상하여 계통

의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산

전원(태양광)의 용량에 따라 전압상승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표 3]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값
(분산전원 연계 후)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분산

전원 연계용 시험장치를 모델링하여, 각종 파라메타

를 변동시켜 다양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PSCAD/

EMTDC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론치, 시험장

치에 의한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링 수법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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