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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산전원을 포함한 간략화 된 배전계통

Abstract - 최근 배 계통에는 많은 분산 원 형태의 신재생 에 지원
이 도입됨으로써 유효 력의 변화가 부하의 변동은 물론 분산 원의 출
력에도 많은 향을 받는다. 배 계통의 선로정수는 항(R) 성분을 무
시하는 송 계통과는 다르게 R>>X이기 때문에 배 계통에서는 유효
력 변화에 의한 압의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력과 압의 계에 한 수식을 통하여 분산 원의 유효 력 출력의 
변화가 압변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분석해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ULTC(Under Load Tap Changer)의 압조정 문제를 
PSCAD/EMTDC 로그램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1. 서    론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 고갈이라는 에 지 문제에 처하기 한 움
직임으로 풍력, 태양 , 조력, 연료 지 등의 신재생에 지 개발  상용
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신재생에 지는 분산 원의 형태
로 수요자와 가까운 배 계통에 도입 되고 있다. 출력 용량이 게는 수 
kW 부터 많게는 수 MW 까지 되는 분산 원에 의해 과거 송 계통에
서 배 계통으로의 일방 인 력의 흐름이 배 에서 배 , 배 에서 송
으로의 력흐름으로 바 고 있다. 배  계통 곳곳에 설치된 분산 원 
출력으로 인해 배 선로에 흐르는 력의 크기  방향 변화를 측하
기 힘들어지고, 압조정 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배 계통 선로
의 R/X비율은 송 단에서의 R/X비율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효
력이 압변동에 많은 향을 다. 그리고 규모 발 사업자 외 소규
모 분산 원의 경우에는 주 수나 압제어에 한 의무가 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분산 원의 무분별한 도입은 자칫 력계통에 악 향을 미
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원의 유효 력변화에 의한 압변동을 살펴보고 
격한 압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ULTC(Under Load Tap 

Changer)의 압조정 문제에 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본    론

2.1 ULTC(Under Load Tap Changer)의 전압조정
 
 재 ULTC를 통한 LDC 압조정 방식은 배 계통 압조정에 리 
사용되고 있다. LDC 압조정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선로정수 R과 X, 제어목표 압Vref, 송출 압VS와 류 I 값을 이용하
여 압강하를 계산하고 송출 압의 조정을 통해 압강하 분을 보상하
는 방식이다. 

<그림 1> LDC 전압조정 개념도

 ULTC 탭의 변화 동작은 다음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Vref
와 압강하 분을 고려하여 계산된 Vm 압의 차이 △V가 압 조정 
범 인 dead band를 넘게 되면 카운터가 동작하고, 넘지 않으면 카운터
는 동작하지 않는다. 지연시간인 Time delay 이 에 dead band 이내로 
압이 상승하거나 내려가게 되면 카운터는 reset 되고, 만약 △V가 

dead band를 넘게 되는 시간이 time delay를 과하게 되면 탭 조정이 
이루어진 후 카운터는 다시 reset 된다. 

<그림 2> ULTC의 time delay와 tap-changing

 ULTC를 통한 압 조정에서 여겨 야 할 은 압조정 시간에 
time dalay 만큼의 지연시간이 존재하여 압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과, 특히 △V가 한 탭당 압 조정폭(200～300V)의 배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압조정에 수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
다.[1][2]  

2.2 Sending end bus voltage와 receiving end bus voltage
 
 배 계통에서 분산 원이 투입된 경우 receiving end voltage는 
sending end voltage와 분산 원의 출력, 부하, 그리고 선로정수에 의하
여 결정이 된다. 다음에서 분산 원의 출력 변화가 압변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배 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VS는 sending end bus voltage, VL은 receiving end bus 
voltage, (R+jX)는 선로 임피던스이다. 분산 원(DG)는 유효 력만 출력
하는 태양  발  는 풍력 발  시스템과 같이 출력의 크기가 자연의 
향을 받는 제어 불가능한 원이고 격한 출력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부하는 역률 1의 P부하라 가정한다.
 VS와 VL사이의 압강하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그리고     이다.

   ∠라고 하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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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 선로의 선로정수가 R≈X일 경우와 R값이 X값보다 큰 경우 허수
부분은 비교  작은 값이 된다.[3] 특히, 식 (2)의 경우 실수부분이 허수 
부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수 부분만 고려할 수 있고 식 (2)는 근
사화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3)

 만약 substation capacitor와 feeder capacitor 보상을 통해 계통으로부

터 유입되는 reactive power를 0에 가깝게 즉, Q≈ 0으로 제어를 한다
면, 식 (3)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4]

               ≈ 

   
                (4)

 식 (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               (6)

 2.3 PDG의 변화에 따른 VL의 변화   

<그림 4> PDG의 변화에 따른 VL의 변화 그래프

(R=0.3Ω/km, X=0.3Ω/km, PL=13MW)

<그림 5> PDG의 변화에 따른 VL의 변화 그래프

(R=0.7Ω/km, X=0.3Ω/km, PL=13MW)

 식 (6)을 이용하여 DG출력 변화에 의한 VL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그림 4>, <그림 5>의 그래 는 PDG의 출력은 2MW에서 
20MW까지 변화, 부하 PL은 13MW의 고정된 역률1의 P 부하이
고, sending end bus와 receiving end bus와의 거리는 10km일 
때를 가정한 압 그래  이다.
 <그림 4>는 R/X비율이 1에 가까울 경우의 압 그래  인데, 
그래 에서 유효 력 흐름의 변화가 압변동에 향을 미친다
는 을 으로 직  확인할 수 있고, ULTC의 송출 압조정(2
1～25kV)을 통하여 한국 력의 특고압선로 압조정범  규정

(20.8～23.8kV)이내로의 압제어가 가능함을 보여 다.[5] 한, 
<그림 5>는 R/X비율이 2.3일 경우의 그래 인데, 그림에서 R/X
비율이 1일 때보다 VL이 PDG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DG의 출력이 격하게 변동(태양 이나 풍력
의 출력은 기후의 향을 많이 받음)한다면, ULTC를 이용한 
압조정만으로는 유효 력 변화에 의한 순간 인 압변동을 충
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림 6>의 시뮬 이션 결과를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VS와 VL의 시뮬레이션 결과

(10s에서 PDG=18MW→6MW, PL=13MW)

 <그림 6>은 10 에서 DG의 출력이 18MW에서 6MW로 감소했을 경
우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10  이 의 상황은 PL<PDG  이므로 역조
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이 때 receiving end bus의 압 VL이 송출 압 
VS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송출 압
이 낮아 PDG의 격한 감소가 보다 낮은 압 벨로의 압강하로 이
어질 수 있으므로 험하다. PDG가 6MW로 감소한 10  이후의 상황
에서는 VL이 VS  보다 낮아진 것과 time delay 시간인 2  후부터 탭 변
화로 인한 압조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탭당 250V의 
압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총 6탭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12 )에야 비로소 
압조정 범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결과는  ULTC의 탭 상승을 통
한 압 제어만으로는 VL을 압조정 범  안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3. 결    론

 앞에서 보여  압 그래 와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R/X비율이 큰 
배 선로에서는 유효 력이 압변동에 큰 향을 미친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역조류 상황에서는 VL이 과 압이 발생하며 이때 ULTC의
한 송출 압이 낮은 상태에서 DG의 순간 인 출력 감소에 의한 VL의 
압 강하가 일어날 경우 ULTC의 탭 상승을 통한 압 제어만으로는 
VL을 압조정 범  안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산 원이 배 계통에 도입될 것으로 상되므로  
분산 원의 출력 변동으로 인한 배 선로에서의 순간 인 압변동을 
보상하기 한 방법이 추가로 강구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방안에 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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