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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power system and to increase the penetration level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s), requirements such as IEEE 1547 have been revised to strengthen the grid connection standards 

for DER. This paper proposes a control scheme for smart inverter functions based on IEEE 1547-2018 that satisfy 

these standards, and introduces a power HILS-based test platform built for verification of smart inverter. Among

the smart inverter functions, Volt-var and Frequency-watt allow the curve to be set from the upper level to comply

with the interoperability and operation time of enable signals for each function are controlled by references from 

the upper level.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Volt-var and Frequency-watt are performed via power HILS 

platform and verified through the measurement results that all of the specified type tests were satisfied.

요  약

전력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며 분산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IEEE 1547과 같은 표준을 개정하여 분산전원의 계통 연계기준

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 IEEE 1547-2018 기반의 스마트 인버터 기능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스마트 인버터 기술의 검증을 위해 구축한 Power HILS 기반의 테스트 플랫폼을 소개한다. 스마트 인버터 기능 중 Volt-var 제어와 

Frequency-watt 제어 알고리즘은 상호운용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당 기능의 curve를 상위로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기능

의 Enable 신호 시점을 상위 지령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에 따라 Power HILS 테스트 플랫폼을 통해 Volt-var 제어

와 Frequency-watt 제어에 대한 형식시험을 수행하였고, 명시된 표준 형식시험을 전부 만족함을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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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원 가동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자원의 

보급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우리 정부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용률을 2030년까지 20%, 2050

년까지 최대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전력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무분별한 분

산전원의 증가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도 

하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1, 2].

전력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분산전원의 수용

성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IEEE 1547과 같은 표준

을 개정하여 분산전원의 계통연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속

적으로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근 IEEE 1547- 

2018에서는 전력시스템과 분산자원간의 연계 기준 및 

상호운용성 기술 사양에 대한 표준을 자세하게 제시하였

으며, 이를 의무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3]. 이를 

위해 표 1 [4]과 같이 데이터 모델, 연계요구사항, 시험 

및 인증과 관련한 스마트 인버터 규정이 제정되었다[5- 

12].

스마트 인버터는 계통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 강화된 

IEEE 계통 연계 기준과 DER(Distributed Energy 

Resource) 표준을 만족하도록 필요 기능들을 탑재한 계

통 연계형 인버터이다. 스마트인버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통연계 기능을 통해 분산전원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개

선하며, 계통의 안정성과 복원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전력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분산자원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인버터의 계통지원기능 보유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

에서도 스마트 인버터 계통지원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

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스마트 인버터의 시험과 검증에 대하여 IEEE 

1547.1-2020과 같이 해당 표준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다[10]. 이에 따라, 표준 만

족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에 대해 정확하고 자동화 및 

표준화 된 테스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13]. 특히, 이러한 이슈에 맞추어 SunSpec 

Alliance에서는 통합 테스트 플랫폼을 위한 SunSpec 

SVP(System Validation Platform)를 개발하여 상호운

용성과 표준화된 테스트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8].

본 논문은 IEEE 1547-2018의 상호운용성 기술을 준수

하는 스마트 인버터 기능 중 Volt-var 제어와 Frequency- 

watt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Power HILS 환경을 

구축하여 형식시험을 정확하고 반복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및 표준화된 테스트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제안

한 방식은 IEEE 1547-2018의 상호운용성 표준을 만족

하기 위하여 Volt-var curve와 Frequency-watt curve

를 상위로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Enable logic 

block을 통해 각 기능의 Enable 신호의 시점을 상위 지

령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Power HILS 

(Hardware-in-the-Loop Simulation)를 활용하여 IEEE 

Std 1547.1-2020 표준에 따른 해당 기능들의 형식시험

을 통한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Power HILS 환경 테스트 플랫폼을 통해 Volt-var 제

어와 Frequency-watt 제어에 대한 형식시험을 수행하

였다. 형식시험 수행 결과 주어진 전압 및 주파수 변화량

에 따라 Volt-var 제어와 Frequency-watt 제어가 정상

적으로 동작하여 스마트 인버터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이 제어됨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 일정 정상 범위 내

에 위치하였다. 이에 따라, IEEE Std 1547.1-2020에 

명시된 표준 형식시험을 전부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Ⅱ. 스마트 인버터

Table 1. Requirements of Smart Inverter for DERs.

표 1. 분산전원용 스마트 인버터 관련 표준

Classification Requirements Contents

Data model

IEC 61850-90-7 
[5]

Data model for management 
of inverter-based DERs

IEEE 2030.5 [6]
SEP 2.0 protocol for 
smartgrid applications

IEEE 1815 [7]
Communication between 
control center and substation 
(DNP3 protocol)

SunSpec Modbus 
[8]

Sunspec protocol supporting 
IEEE 1547-2018

Requirements 
for system 
integration

IEEE 1547-2018 
[3]

Requirements for 
interconnec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ERs and 
Distribution systems

KSGA-025-9-1 
[9]

Requirements for smart 
inverter of Photovoltaic of 
Smartgrid Association 

Testing and 
Verification 

IEEE1547.1-2020 
[10]

Test Procedures for IEEE 
1547-2018

UL1741 SB [11]
Test procedure to cerfity 
IEEE 1547-2018 compliance

KSGA-025-9-2 
[12]

Functional test for smart 
inverter of Photovoltaic of 
Smartgr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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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인버터는 DER을 통해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설

비가 계통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수행

이 가능한 인버터이다. 본 절에서는 스마트 인버터 기능 

중 Volt-var와 Frequency-watt 제어 개발 내용을 상세

하게 설명한다. 또한, 기술검증에 활용한 SVP와 IEEE 

Std 1547.1-2020에 명시된 검증 절차 중 Volt-Var와 

Frequency-Watt의 형식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1. 스마트 인버터 기능 개발

스마트 인버터 기능 중 Volt-var 제어는 인버터 출력

단의 전압에 따라 무효전력을 흡수하거나 공급하여 출력

단의 전압을 기준전압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Frequency-watt 제어는 계통 주파수에 

따라 유효전력을 흡수 하거나 공급하여 계통 주파수를 

기준 주파수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Volt-var 제어는 설정된 Volt-var curve에 따라 변동된 

전압 대비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방식이며, 

Frequency-watt 제어 역시 설정된 Frequency-watt 

curve에 따라 계통 주파수 변화량 대비 유효전력을 공급 

또는 흡수한다. 그러나, 분산전원용 스마트 인버터의 

Volt-var, Frequency-watt 제어는 일반적인 방식에 

IEEE 1547-2018에 따른 상호운용성 표준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사양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운용성 표준에 따라 적합한 Qref, 

Pref 가 산정되는 분산전원용 스마트 인버터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Volt-var curve와 Frequency- 

watt curve를 설정하기 위해 상위로부터 받는 지령을 

전부 수용하여 제어기의 curve를 수정하고, 제어 기능 

들을 주어진 시점에서 동작시키기 위한 Enable logic을 

구성한다.

그림 1은 스마트 인버터의 Volt-var와 Frequency-watt 

컨트롤러 구조를 나타낸다. 전압 및 주파수 측정값에 따

라 Volt-var curve와 Frequency-watt curve를 통해 

무효전력 지령값(Qref )와 유효전력 지령값(Pref )가 산정

된다. 이때, Volt-var curve와 Frequency-watt curve

는 Ncrv,in 지령을 통해 상위 전력시스템 오퍼레이터 또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로부터 curve 개

수, point value 등 curve 지점에 관련된 설정값을 받

아 curve를 설정한다. 또한, Frequency-watt curve의 

경우 point value는 각 지점의 x, y 값이 아니라 두 지

점을 연결하는 일차함수의 기울기 값을 지령으로 받아 

curve를 재설정한다.

스마트 인버터는 내부 기능에 대해 동작이 수행되거나 

정지되는 시점을 상위 지령에 따라 제어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제안한 분산전원용 스마트 인버터 제어 알

고리즘은 Enable logic block을 통해 각각의 시간정보 

지령에 따라 Volt-var, Frequency-watt controller의 

제어 허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Enable logic block

은 각 기능의 Enable 신호와 Tin을 통해 Reversion 

time 신호를 받는다. Reversion time은 제어 신호가 

변경된 후 다시 원래 제어 신호로 복귀하는 시간을 의미

하며, 반대로 인버터는 상위로 Reversion remain time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는 원래 제어 신호로 복귀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인버터의 제어 방법은 IEEE 1547- 

2018에 따른 상호운용성 표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Volt- 

var curve와 Frequency-watt curve를 상위로부터 설

정할 수 있도록 하고, Enable logic block을 통해 각 

기능의 Enable 신호의 시점을 상위 지령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System Validation Platform (SVP)

SVP는 EUT의 기능 등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한 프레

임워크로서 본 논문에서는 SunSpec Alliance가 개발한 

SunSpec SVP [8]를 수정 및 적용하여 각종 기능 시험

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SVP의 상세 구성도를 나타낸다. SVP는 

GUI, 스크립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레포

트 생성기로 구성된다. GUI 모듈은 시험 모드, 하드웨어 

및 인터페이스 파라미터와 같이 시험 검증에 필요한 파

라미터를 설정하고 스크립트 모듈은 GUI에서 설정한 파

라미터를 전달받아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해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IEEE 1547.1-2020에 명시된 형식시험 

절차에 따라 스마트 인버터의 기능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포함한다.

Fig. 1. Block diagram of Volt-var and frequency-watt control.

그림 1. Volt-var, frequency-watt 제어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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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VP diagram.

그림 2. SVP 구성도

시험 검증을 위해 통신으로 제어 되어야 하는 계통 시

뮬레이터, PCS 에뮬레이터, DAS와 같은 장치는 하드웨

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동된다. 마지막으로 

레포트 생성기를 통해 스크립트가 시험 검증 하는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험 레포트를 생성하여 시

험 검증 결과를 확인, 분석한다.

3. IEEE Std 1547.1-2020 기반 시험

가. 측정 평가 기준

IEEE Std 1547.1-2020 에서는 IEEE 1547-2018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DER이 충족하는 지 판단하는 테스

트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10]. 평가를 통해 도출

한 결과값은 식(1)과 같은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 및 계산 정확도 요구사항은 표 2와 같다. 

DER이 측정된 입력 매개변수 X에 대한 응답으로 출력 

매개변수 Y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의 경우 테스트 시 측

정한 출력 매개변수 Ymeas는 아래 식을 만족해야 한다.

  ≤  ≤  (1)

여기서, Ymin과 Ymax는 각각 식 (2)와 식 (3)으로 정의

하며, Xmeas와 Y(X)는 각각 측정된 입력 파라미터와 입

력값(전압, 주파수, 유효전력 등)에 따른 DER 출력 매개

변수(유ㆍ무효전력)를 정의하는 함수를 대표한다.

    ×  ×  (2)

   ×  ×  (3)

여기서, MRA는 최소 측정 정확도로 표 2의 요구범위

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형식시험을 통해 얻은 스마트 인버터의 측정 전압, 전

류 응답 및 유ㆍ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등의 결과는 

식 (2), (3)을 통해 얻은 최소, 최대값으로 주어진 식(1)

과 같은 범위 내에 위치하는 지 여부에 따라 IEEE 

1547-2018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EUT가 충족하는 지 

판단할 수 있다.

나. 형식시험 절차

스마트 인버터의 Voltage Regulation을 위한 어플리

케이션 중 하나인 Volt-Var는 전압유지를 위해 정의된 

전압 크기 대비 무효전력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림 3

은 일반적인 Volt-Var 커브를 나타낸다. 전압의 크기가 

기준 전압보다 낮아지는 경우 해당 기능을 통해 스마트 

인버터는 무효전력을 흡수하여 로컬 전압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전압의 크기가 기준 전압보다 높아

지는 경우 스마트 인버터는 무효전력을 공급하여 로컬 

전압이 낮아지도록 제어한다. 해당 기능을 동작하기 위

해 스마트 인버터는 상위 지령으로부터 Enable 신호와 

Volt-Var 곡선의 각 지점값을 포함하는 배열 신호를 받

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Volt-Var 기능의 형식시험에서 Volt-Var 곡선의 각 

지점의 값은 기 정의된 대푯값을 적용해 진행하며, 표 3

은 Volt-Var 기능의 형식시험을 위한 기본값을 나타낸

다. 여기서, VN은 기준전압의 크기를 의미한다. 표 3의 

형식 특성에 따라 수행되는 형식시험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EUT 연결

2) AC Simulator의 전압, 주파수를 공칭값으로 설정

3) EUT의 유효전력을 Prated로 조정

4) Volt-Var의 매개변수를 표 3과 같이 설정하고 다

른 모든 기능을 정지

5) Volt-Var 기능의 실행 여부 확인

6) IEEE Std 1547.1-2020에 정의된 AC simulator 

지령값을 단계별로 입력

Volt-Var 기능의 형식시험 중 매개변수가 Step이나 

Ramp 형태로 바뀔 때마다 최소 4배의 Open loop 

response time (Tr)에 대하여 측정된 전압, 전류 응답을 

기록하고 마찬가지로 유ㆍ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을 측

정한다.

Frequency-Watt는 전력계통의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된 주파수 대비 유효전력을 지원하는 기능이



( 5 )

Application Development and Type Test for Smart 
Inverter Based on IEEE 1547-2018 Utilizing Power HILS

5

다. 그림 4는 IEEE Std 1547.1-2020에서 예로 들은 

Frequency-Watt 커브를 보여준다. 기준 주파수 구간에

서 유효전력의 출력을 DER 용량의 n%만큼 조정하고 주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DER의 유효전력이 낮아지도록 제

어한다.

Table 2. Minimum measurement and calculation accuracy 

requirements for manufacturers.

표 2. 최소 측정 및 계산 정확도 요구 사항

Time frame Steady-state measurements

Parameter
Minimum 

measurement 
accuracy

Measurement 
window

Range

Voltage, RMS (±1% Vnom) 10 cycles
0.5 p.u. to 1.2 

p.u.

Frequency 10 mHz 60 cycles 50 Hz to 66 Hz

Active power (±5% Srated) 10 cycles
0.2 p.u. < P < 

1.0 p.u. 

Reactive power (±5% Srated) 10 cycles
0.2 p.u. < P < 

1.0 p.u.

Time
1% of measured 

duration
N/A 5 s to 600 s

Time frame Transient measurements

Parameter
Minimum 

measurement 
accuracy

Measurement 
window

Range

Voltage, RMS (±2% Vnom) 5 cycles
0.5 p.u. to 1.2 

p.u.

Frequency 100 mHz 5 cycles 50 Hz to 66 Hz

Active power Not required N/A N/A

Reactive power Not required N/A N/A

Time 2 cycles N/A 100 ms < 5 s

Frequency-Watt 기능의 형식시험에서 해당 곡선은 

표 4에서 정의된 파라미터 값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dbOF는 허용 주파수 불감 대역, kOF는 droop gain을 의

미한다. 표 4의 형식 특성에 따라 수행되는 형식시험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EUT 연결

2) 모든 입력 매개변수를 공칭값으로 설정

3) EUT의 유효전력을 Prated로 조정

4) Frequency-Watt 매개변수를 표 4와 같이 설정하

고 다른 모든 기능을 정지

5) Frequency-Watt 기능의 실행 여부 확인

6) IEEE Std 1547.1-2020에 정의된 AC simulator 

지령 값을 단계별로 입력

Table 3. Volt-Var test Characteristic.

표 3. Volt-Var 실험 특성

Volt-Var 
parameters

Default values for DER

Category A Category B

Vref VN VN

V2 VN 0.98VN

Q2 0

V3 VN 1.02VN

Q3 0

V1 0.9VN 0.92VN

Q1

25% of nameplate 
apparent power rating, 

injection

44% of nameplate 
apparent power rating, 

injection

V4 1.1VN 1.08VN

Q4

25% of nameplate 
apparent power rating, 

absorption

44% of nameplate 
apparent power rating, 

absorption

Open loop 
response time

10 s 5 s

Table 4. Frequency-watt test Characteristic.

표 4. Frequency-watt 실험 특성

Parameters Category A Category B Category C

dbOF (Hz) 0.036 0.036 0.036

kOF 0.05 0.05 0.05

Tr (s)
(small signal)

5 5 5

Fig. 3. Volt-var curve.

그림 3 Volt-var 곡선

Frequency-Watt 테스트도 Volt-Var 기능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형식시험 중 매개변수가 Step이나 Ramp 형

태로 바뀔 때마다 최소 4배의 Tr에 대하여 측정된 전압, 

전류 응답을 기록하고 유ㆍ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위 형식시험에서 측정한 전압, 전류, 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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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등의 값은 모든 형식시험 단계

에서 MRA 범위 내에 위치하는 지 판단하여 시험을 통한 

IEEE 1547-2018 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Fig. 4. Frequency-watt curve.

그림 4. Frequency-watt 곡선

Ⅲ. PHILS를 활용한 IEEE 1547-2018 기반의 

스마트 인버터 형식시험

1. 형식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이번 절은 IEEE 1547-2018기반 스마트 인버터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을 위한 PHILS 환경을 설명한다. 

PHILS 환경은 그림 5와 같이 계통 시뮬레이터, 배터리 

시뮬레이터, PCS 에뮬레이터, 전력 분석기, 오실로스코

프, PMS(Power Management System), SVP로 구성되

며 해당 하드웨어의 상세 제원은 표 5와 같다.

계통 시뮬레이터는 형식시험에서 요구되는 계통 전압

의 크기와 주파수를 모의하고 배터리 시뮬레이터는 양방

향 DC/AC 인버터 하드웨어 장치로 EUT(Equipment 

Under Test)에 정격 DC 전압을 인가한다. 전력 분석기

는 시험 검증에 필요한 출력단의 전압, 전류, 전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실로스코프는 출력단의 전압, 전류

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이다. PMS는 스마트 인버터 

알고리즘이 탑재되고 Sunspec Modbus TCP/IP와 

CAN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AN 인터페이스는 

MCU와 연계되어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등의 측

정 데이터 수집과 유ㆍ무효전력 지령값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Sunspec Modbus TCP/IP 인터페이스는 

Volt-Var 및 Frequency-Watt 곡선 등 탑재된 알고리

즘을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제공된다. SVP는 스마트 인

버터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한 IEEE Std 

1547.1-2020 기반 시험 검증 플랫폼으로 PHILS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여 시험절차를 수행하고 분석한다.

2. 시험 및 평가

III-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HILS 하드웨어 환경

을 구성한 후, Volt-Var, Frequency-Watt 시험을 진행

하였다. Volt-Var, Frequency-Watt 알고리즘의 형식

시험은 IEEE std 1547.1-2020 기반으로 SVP가 계통 

시뮬레이터의 전압 제어, PMS의 Volt-Var, Frequency- 

Watt 곡선 파라미터 설정, 전력 분석기의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제어하여 수행된다.

계통 시뮬레이터 및 배터리 시뮬레이터의 전압이 0으

로 PCS 에뮬레이터가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PHILS 

환경과 PMS 설정을 초기화한다. 형식 시험 중 관련 기

능의 Enable 신호는 1로 주어진다.

Volt-Var 실험은 IEEE 1547.1-2020 에 기술된 두 

가지의 Category 중 Category A를 사용하여 진행하였

다. 이때 VN은 380V로 설정하고, response time은 10 

s 로 설정하였다. 지정된 Category 매개변수와 단계별 

지령 값에 따라 Voltage를 Step하며 전압, 전류 응답을 

기록하고 유ㆍ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등의 값을 측정

하도록 하였다.

Frequency-Watt 에서는 IEEE 1547.1-2020 문서에 

기술된 총 3가지 Category 중 Category A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dbOF 와 dbUF 를 36 mHz로 설정하

고, KUF 를 5로 설정 하였다. response time을 30 s로 

설정 후 단계별 지령 값에 따라 Frequency를 Step하며 

전압, 전류 응답을 기록하고, 유ㆍ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PMS 에뮬레이터의 유효전력은 정격 유효전력인 10 

kW로 설정한다. 설정한 곡선의 알고리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 IEEE std 1547.1-2020 기반으로 계통 시뮬레

이터의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를 변동하여 유ㆍ무효전력 

값을 확인한다. 출력단의 전압과 유ㆍ무효전력은 전력분

석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시험 결과를 분

석한다.

3. 시험 결과 분석

그림 6은 Volt-var 형식시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a)는 각 Step별로 Grid Simulator에서 생성하는 3상 

전압이 변화할 때 스마트 인버터의 무효전력 출력 그래

프를 보여준다. 표 3의 Category A에 따라 Volt-var 

curve가 생성되어 3상 전압이 기준전압인 380 V 보다 

낮은 경우 무효전력이 계통에 공급되며, 높은 경우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약 100 s 시간대의 

Step에서 3상 측정전압은 404.2 V이며 이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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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Qref 는 -1.250 kVAR, 출력된 무효전력은 -1.498 

kVAR로 측정되었다. 전압이 정상상태 지점인 260 s에

서 산정된 Qref 는 0 kVAR, 측정된 무효전력은 -0.432 

kVAR이며, 정상상태에서 허용오차 ±0.750 kVAR 안에 

위치한다.

그림 6(b)는 Volt-var 형식시험의 결과를 Volt-var 

curve 내에서 보여준다. 형식시험의 모든 Step에서 Grid 

Simulator에서 생성하는 전압의 범위는 약 344.57 V에서 

404.20 V이며, 이때 Volt-var 제어를 통해 스마트 인버

터는 약 2.018 kVAR에서 -1.498 kVAR까지 무효전력

을 공급 하였다. 특히, 355.35 V 전압에서 스마트 인버

터는 허용오차 최소값 1.375 kVAR보다 0.032 kVAR 

높은 값을 출력하였다. Volt-var 형식시험의 모든 Step

에서 스마트 인버터의 개발된 Volt-var 제어기는 전압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적합한 무효전력을 공급, 흡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5. PHILS Platform Diagram.

그림 5. PHILS 플랫폼 구성도

그림 7은 Frequency-watt 형식시험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 7(a)는 각 Step별로 Grid Simulator에서 생성

하는 3상 전압의 주파수가 변화할 때 스마트 인버터의 

유효전력 출력 그래프를 보여준다. 표 4의 Category A

에 따라 Frequency-watt curve가 생성되었으며, 주파

수가 60Hz보다 높은 경우 유효전력을 흡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600 s의 시간에 주파수는 기준 주파수에서 

61.982 Hz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Pref 는 

3.503 kW, 스마트 인버터가 출력하는 유효전력은 3.296 

kW로 측정되었다. 주파수가 다시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Step에서는 주파수가 60.053 Hz에 도달함에 따라 Pref

가 9.950 kW로 산정되고, 유효전력은 9.445 kW로 측

정되었다.

Table 5. Hardware specifications.

표 5. 하드웨어 제원

Grid 
Simulator

Model AMETEK RS270

Capacity 270 kVA

Voltage range 0∼520V (Line to Line)

Voltage resolution 0.1 V

Frequency range 16∼819 Hz

Frequency resolution 0.01 Hz

Phase 3 Phase-4 wire

Battecry 
Simulator

Capacity 64 kW

Voltage range 0∼1200VDC

Voltage resolution 1 VDC

EUT Inverter

Capacity 10 kVA

VDC 800 V

Current 24 A

Power 
Analyzer

Model YOKOGAWA WT1800

Power Accuracy 0.1 %

Voltage/Current 
Bandwidth

5 MHz

Sampling Rate 2 MS/s

그림 7(b)는 Frequency-watt 형식시험의 결과를 

Frequency-watt curve 내에서 보여준다. 형식시험의 

모든 Step에서 Grid Simulator에서 생성하는 전압의 

주파수 범위는 약 60.000 Hz에서 61.982 Hz이며, 이때 

Frequency-watt 제어를 통해 스마트 인버터는 약 

3.296 kW에서 9.529 kW까지 유효전력을 공급하였다. 

주파수 상승에 따라 설정된 KUF 의 기울기에 의해 

Frequency-watt 제어가 안정적으로 동작하였으며, 허

용오차 내에서 적합한 유효전력을 방출한 결과를 확인하

였다.

결과적으로 구축한 PHILS 테스트 플랫폼에서 수행한 

Volt-var 및 Frequency-watt 제어 기능의 형식시험을 

통해 평가한 EUT가 시험 결과 전압 및 주파수 변동에 

따라 유ㆍ무효전력을 허용오차 내에서 적절하게 공급/흡

수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스마트 인버터 기능

의 적합성을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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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a) Voltage and reactive power

(b) Volt-var curve

Fig. 6. Results for volt-var test.

그림 6. Volt-var 테스트 결과

(a) Frequency and active power

(b) Frequency-watt curve

Fig. 7. Results for Frequency-watt test.

그림 7. Frequency-watt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는 IEEE 1547-2018 기반의 스마트 인버

터 기능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스마트 인버터 기

술의 검증을 위해 구축한 Power HILS 기반의 테스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Volt-var, Frequency-watt 제어의 

형식시험을 수행하였다. 스마트 인버터 기능 중 Volt-var 

제어와 Frequency-watt 제어 알고리즘을 상호운용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당 기능의 curve 설정과 Enable 

신호 시점을 상위 지령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wer HILS 테스트 플랫폼을 통해 10kW급의 EUT를 

연계하여 개발한 Volt-var 제어와 Frequency-watt 제

어에 대한 형식시험을 수행하여, 명시된 표준을 전부 만

족함을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된 Power HILS 기반 테스트 플랫폼이 분산

자원의 수용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강화된 계통기준

을 만족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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