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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신재생 에 지원과 같은 인버터 기반 분산 원의 계통 연
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인버터로 인한 고조  발생이 요
한 기 품질 문제로 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분산 원의 인버터 모델을 구 하여 고조 를 측정하 고, 이
를 감소시키기 한 수동  능동 필터를 모델링하 다. 한 분산 원
의 연계 기술기   역률  고조  제한규정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능
동 필터와 분산 원의 인버터 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률 제어 기
법을 제안하 으며, 이를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하 다.

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신재생 에 지원에 한 심이 집 되면서, 상당
한 용량의 분산 원이 배  계통에 지속 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세계 풍력  태양  발 기의 설치 용량이 2017년에는 각각 75,781 
MW와 22,760 MW가 될 것이라고 상되는데, 이는 각각 2003년 수
의 9 배와 37 배가 넘는 수치이다[1]. 인버터는 이러한 분산 원을 력 
계통에 연계하기 해서 필요한 비선형 기기로서, 비선형 기기의 특성상 
분산 원의 출력 류에 고조 를 야기한다. 이러한 고조 는 계통에 연
결된 다른 정  기기에 악 향을 끼침은 물론, 인버터 스스로도 고조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상 인 동작에 제한을 받는다. 이는 계통 체
의 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하며, 분산 원의 출력이 낮을수
록 이러한 고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본 논문
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1 MW의 인버터 기반 분산 원에 
의한 고조  상을 모델링하 고, 이를 감소시키기 한 수동  능동 
필터를 구 하 다. 한 분산 원의 계통 연계 기술기   역률  고
조  규정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분산 원의 인버터  능동 필터의 용
량을 최소화하기 한 분산 원 시스템의 역률 제어 기법을 제안하 다.

2. 본    론

  2.1 분산전원의 인버터 모델링 및 고조파 분석
  본 논문에서는 PWM 압형 인버터로 구성된 정격 1 MW, 0.69 kV
의 분산 원을 PSCAD/EMTDC를 이용하여 구 하 다. 모델링에 사용
된 인버터 제어 블록은 그림 1과 같다[4].

<그림 1> 분산전원의 PWM 전압형 인버터의 제어 블록 

 그림 1의 PWM 인버터 제어에서 d축 류는 DC link 커패시터의 압
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분산 원의 유효 력을 제어하고, 반면 q축 
류는 분산 원의 무효 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분산 원 모델을 그
림 2와 같이, 무한 모선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모선으로 구성된 계통에 

연계하여 모의를 진행하 다. 이 때 모의용 계통에 사용된 변압기의 
설 리액턴스는 0.08 pu이다. 

<그림 2> 인버터 기반 분산전원의 연계 모의용 계통

 모의 결과, 분산 원의  출력 역에서 계통 연계 지 의 압은 
0.97～1.02 pu로, 이는 압이 ±4 % 이상 변동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분
산 원 연계 기술기 을 만족한다[5]. 한편, 분산 원이 연결된 Bus 8에
서 측정한, 분산 원 출력에 따른 류의 THD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
서 보는 것과 같이, THD는 출력에 지수 함수로 반비례하여, 출력일수
록 그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림 3으로부터 THD (%) = 2.256P-0.851

의 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태양  발 기의 인버터로 인
한 THD를 실측하여 얻은 계식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 다[3,6]. 그
림 3의 세로축은 로그 스 일을 용한 것이다. 

<그림 3> 발전 모선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전원 출력에 따른 THD(%)
   
  2.2 고조파 저감을 위한 수동 및 능동 필터 모델링
  인버터 기반 분산 원의 출력에 포함된 고조 를 제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수동  능동 필터를 동시에 병렬로 연결한 
시스템을 고려하 다. 일반 으로 수동 필터는 5차, 7차, 11차 이상의 고
조 를 제거하는 RLC 필터를 병렬로 연결한 형태이다. 수동 필터의 무
효 력 과보상으로 인한 연계 지 에서의 과도한 압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수동 필터의 용량을 150 kVar로 제한하 으며, 5차, 7차, 11차 
이상의 고조  필터의 용량  각각의 RLC 값은 표 1과 같다[6].

<그림 4> 수동 및 능동 필터를 포함하는 분산전원 시스템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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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필터 용량 (kVar) R (Ω) L (mH) C (μF)

5차 20 - 2.5 111.4

7차 20 - 1.3 111.4

11차 이상 110 1 0.095 612.8

역률 제어 θ  

능동 필터 ∠+ δ     

분산 원 ∠   

<표 1> 수동 필터의 고조파 차수별 용량 및 RLC 값

 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병렬 능동 필터의 제어 블록은 그림 5와 같다[7].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능동 필터는      의 계식을 

바탕으로 히스테리시스 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의 형을 정 가 되도

록 한다. 이 때 의 크기는 능동 필터의 커패시터 압 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결정된다. 한 의 상각 θ는 연계지 의 역률과 

련하여 여러 방법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2.3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 히스테리시스 원리를 이용한 능동 필터의 제어 시퀀스

  2.3 분산전원의 인버터 및 능동 필터의 용량을 고려한 역률 제어
  한국 력공사가 규정한 분산 원의 계통 연계 기술기 에 의하면 연계 
지 의 역률은 0.9와 1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5]. 따라서 이와 같은 연
계 기 을 만족하기 해서는, 그림 4의 분산 원 시스템에서 능동 필터 
는 분산 원에 의한 연계 지  역률 제어가 필요하다. 표 2는 연계 지 의 
역률 제어 방법에 따라 능동 필터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능동 필
터가 공  는 흡수해야 하는 무효 력을 수식 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역률 제어 방법에 따른 능동 필터의 용량 비교

 표 2에서 과 는 각각 변압기에 의해 흡수되는 무효 력과 고조

 감을 해 능동 필터로부터 공  는 흡수되는 무효 력을 의미한
다. 는 분산 원 출력이 같을 때 두 방법 모두에서 비슷한 수 이다. 

그러므로 연계 지 의 역률을 능동 필터가 제어하는 경우, 일부 출력 
역을 제외한 부분의 출력 역에서 능동 필터가 훨씬 더 많은 무효 력
을 공  는 흡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능동 필터의 용량을 증가시키
는 문제가 있다. 그림 6은 시뮬 이션 결과, 분산 원의 출력에 따라 능동 
필터가 흡수 는 공 해야 하는 무효 력의 크기를 역률 제어 방법별로 
보여  것이다. 능동 필터가 고조  감뿐만 아니라 역률 제어까지 담당
할 경우, 분산 원 시스템을  출력 역에서 역률 1로 운 하기 해서, 
능동 필터의 용량은 약 130 kVar 이상이 필요하다. 반면에, 분산 원이 역
률을 제어하고, 능동 필터는 고조  감의 역할만을 담당할 때, 능동 필
터는 약 12 kVar 정도의 용량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능동 필터의 용량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분산 원이 연계 지 의 역률을 제어하여야 한다.

<그림 6> 분산전원 출력과 능동 필터 제어 방법에 따른 필터의 용량

 능동 필터에 의한 역률 제어의 경우에는 역률이 cos δ로 유지되며, 역
률의 변화는 분산 원 인버터의 용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분산 원이 역률 제어를 담당할 경우, 역률에 따른 분산 원 인버터의 
용량은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분산 원 시스템의 역률이 고정된 값으로 제어된
다면, 분산 원은 무효 력을 0이 아닌 값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산
원 인버터의 용량으로 1 MVA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면서 
한 연계 기   역률 규정을 만족하기 해서, 분산 원이 출력에 따라 무효
력을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즉, 그림 7에서 보듯이, 역률이 
0.9 이상을 만족하는 0.3 pu 이상의 출력 역에서는 분산 원이 무효 력을 
0으로 제어하 다. 반면에 역률이 0.9 이하로 감소하는 0.3 pu 이하의 출력 
역에서는 연계 기 을 만족하기 하여, 분산 원이 수동 필터에 의해 공 되
는 무효 력을 일부 흡수하도록 제어하여 역률을 0.9로 유지하 다. 분산 원 
시스템을 고정 역률로 제어하 을 경우와 달리, 와 같은 무효 력 제어 방법을 
이용하면, 분산 원 인버터의 용량을 와 같도록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7> 가변 역률 제어 방법에 따른 무효전력 흡수량 및 인버터 용량

 그림 8은 분산 원이 와 같이 출력에 따라 역률을 변화시키면서 역률을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Bus 8에서 측정한 전류의 THD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과 비교하면 전 출력 영역에서 수동 및 능동 필터가 고조파
를 크게 저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분산전원의 가변 역률 제어시 출력에 따른 전류의 THD(%)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 연계형 인버터 기반 분산 원의 모델을 구 하여, 출
력에 따른 THD를 측정하 다. 한 이를 경감하기 한 수동  능동 필
터를 설계하 고, 역률 제어 방법에 따른 능동 필터의 용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능동 필터는 고조  감을, 분산 원은 역률 제어를 각각 담당하
도록 제어하여 능동 필터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한 인버터의 용
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역률의 제약조건을 만족하기 해서 
출력 역에서만 분산 원이 수동 필터의 무효 력 공 량을 일부 흡수하
도록 하는 가변 역률 제어 방법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수동  능동 
필터를 병렬 운 하면서 THD를 측정하여 인버터로 인한 고조 가 효과
으로 감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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