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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부하증가에 한 안정  력공 과 환경문제
해결은  세계  이슈로 등장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써 분
산형 원(Distributed generation, DG)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DG는 경제 ∙효율  이유로 기존 력계통과 연계해 운
되는데, 태양 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 지를 이용한 DG의 
불확실하며 빈번한 출력변동은 배 계통의 압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배 계통의 압조정을 해 배 용변 소의 부하시 탭 
변환기(Under Load Tap Changer, ULTC)가 이용되고 있다. 
ULTC는 부하변동에 따른 배 선로상 압강하를 보상하는 선로
압강하보상법(Line Drop Compensation, LDC)에 의해 조정된
다. LDC 압조정법에서, 측정된 뱅크 류와 미리 설정된 LDC 
정정치(LDC parameters, 부하 심  압과 등가 임피던스)를 
이용해 ULTC의 송출 압을 결정한다. LDC 정정치 설계시, 기
존에는 ULTC 탭 동작횟수를 이는 것이 주요 목표 고, 이 목
표는 DG 도입을 제한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DG 도입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ULTC 압조정법을 제
시하고 모델 배 계통 시뮬 이션을 통해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1. 서    론

  환경문제의 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DG 도입은 배 계통의 
역할과 제어방법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며, DG 도입을 증가
시키는 새로운 배 계통 운용기술 개발이 시 한 과제로 두되
고 있다. DG는 보통 민간 발 사업자에 의해 설치되지만, 력
회사는 력계통의 안정한 운용을 해 DG 도입 규모(설치 치
와 설치용량)를 제한한다. 그 한계를 결정하는 요한 기술  척
도 의 하나가 배 계통의 압 문제이다. 
  일반 으로 배 계통의 압조정기로써 배 용변 소의 ULTC
와 배 선로상의 선로 압조정기(Step Voltage Regulator, SVR)
가 표 으로 사용된다.[1] 특히 송출 압을 조정하는 ULTC는 
체 수용가 압을 담당하고 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배 계
통에 큰 향을 미친다. ULTC는 부하변동에 따른 배 선로상 
압강하를 보상하는 LDC 압조정법에 의해 조정된다. LDC 
압조정법에서, ULTC의 송출 압은 측정된 뱅크 류와 미리 설
정된 LDC 정정치를 이용해 결정된다. 이때 어떤 LDC 정정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배 계통 운용상에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
며, 도입될 수 있는 DG 규모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 특히 DG
가 연결된 배 계통에 있어서 DG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LDC 
정정치를 그 로 용하면 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 까지
는 ULTC 동작에 있어서 불감 폭을 고려하여 탭 동작횟수를 
이는 것이 주요 목표 다. 따라서 LDC 정정치 설계시 불감 폭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LDC 정정치의 범 는 
소하고, DG 도입 용량 산정시 이들 LDC 정정치를 그 로 사
용하면 DG가 도입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DG 도입을 증진시키는 
압조정법이 요구되며, 본 논문에서는 LDC 압조정법을 응용
하며 불감 폭을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압조정법을 제시한다. 
불감 폭의 고려 유․무에 한 도입될 수 있는 최  DG 용량
을 산정하여 제안한 압조정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2. 배전계통 전압조정[2]

  2.1 LDC 전압조정법
  그림 1은 LDC 압조정법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부하변동
(bottom time부터 peak time까지)에 하여 계통내의 어떤 지
의 압을 일정(Vce)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일정지 까지의 임피던스(Zeq)에 의하여 발생하는 압강하를 보
상하며, 그 보상된 송출 압은 다음식과 같다.

   ×    × ×    (1)

여기서, t : 시간 , Vsend(t) : 송출 압, V0 : 기 압(1.0(p.u.)), 
Xmtr(t) : V0에 한 압보상율, IBank(t) : 측정된 뱅크 류, 
Vce와 Zeq : LDC 정정치(부하 심  압, 등가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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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C 전압조정법의 개념

    
  2.2 송출전압의 결정
  배 계통 압조정의 주목표는 모든 노드의 수용가 압을 허
용범  이내로 유지하는 것인데,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압측
(Low voltage side) 압강하를 보상하는 고압측(High voltage 
side) 압은 ULTC 송출 압에 의해 유지된다. 주상변압기 직하 
수용가(v1)까지의 압강하는 주상변압기(Vsf)와 인입선(Vsl)에서 
발생하고, 말단 수용가(v2)까지의 압강하는 주상변압기, 압선
로(Vsf), 인입선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각 노드의 모든 수용가 
압을 만족시키는 고압측 압은 다음과 같다.

 ∆×
                    (2)


 ∆×

                    (3)
여기서, ptapk : 노드 k의 주상변압기 탭 비율, v1과 v2 : 각 노
드의 주상변압기 직하와 말단 수용가 압의 허용범 (233, 
207(V)), Δv1(=Vtr+Vsl)과 Δv2(=Vtr+Vsf+Vsl) : 변압기 직하와 
말단 수용가까지의 압강하분(피크부하시=Lmax), L(t,k) : 시간 t
에서의 노드 k의 부하

  2.3 불감대폭과 실행가능한 LDC 정정치 범위
  실제 ULTC는 탭 스탭 (tap step)과 운용범 (0.9(p.u.)∼
1.1(p.u.))를 가지는 이산 (discrete) 운용을 한다. 그리고 탭 동
작 횟수를 이기 해 불감 폭(±ℇ)을 고려하는데, 식 (1)에서 
계산된 송출 압이 재 탭의 불감 폭 내에 존재하면 ULTC 탭
을 움직이지 않고, 불감 폭 이외에 존재하면 탭을 상승하거나 
강하한다. 그림 2의 좌측은 불감 폭을 고려시 이용할 수 있는 
송출 압 범 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우측 그림은 감소된 송출
압에 의해 실행가능한 LDC 정정치의 범 도 감소함을 보여 다. 
그러므로 DG 출력 유·무에 계없이 이용될 수 있는 LDC 정정
치(그림 2의 우측의 ✩)가 존재할 때까지 DG는 도입될 수 있는
데, 다른 LDC 정정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DG 도입은 증가될 
수 없다.

  

<그림 2> 불감대폭을 고려한 LDC 정정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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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된 배전계통 전압조정
  
  3.1 이용할 수 있는 ULTC 탭 범위 산정
  그림 3은 제안된 압조정법을 설명하는데, 기존 불감 폭을 고려하는 
LDC 정정치 이용에 따른 정 ULTC 탭은 모든 시간 에 하여 단독 
탭만 선택하지만(화살표) 제안된 압조정법에 의한 정 ULTC 탭은 
그 상한치와 하한치(실선)를 갖는 범 를 결정하고 그 내에서 정 탭을 
선택한다. 제안된 압조정법에서는 두가지 종류의 LDC 정정치를 사용
한다. 우선 식 (2)를 만족하는 송출 압 상한치에 한 LDC 정정치를 
이용하여 식 (4)를 결정하고 식 (3)을 만족하는 송출 압 하한치에 한 
LDC 정정치를 이용하여 식 (5)를 결정한다. 그리고 식 (6)처럼 식(4)와 
(5) 범  내에 존재하는 탭을 ULTC 송출탭으로 선택한다. 

 

×                    (4)

      





×                    (5)  

   

  
                     (6)

여기서,  

   : 송출 압 상한치와 하한치, VTap(t) : 

ULTC 송출 탭,  
: 송출 압 상한치를 결정하는 LDC 정정

치, 



: 송출 압 하한치를 결정하는 LDC 정정치

<그림 3> 제안된 전압조정법의 개념

  3.2 도입 가능한 최대 DG 용량 산정 
  DG 도입 여부에 계없이 ULTC는 모든 시간 에 하여 반드시 1
개 이상의 이용가능한 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DG가 
무 많은 출력을 하면 이용가능한 송출탭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림 4에서 보여진 것처럼, 모든 시간 에 하여 식 (4)와 (5)
의 차는 식 (7)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DG는 도입될 수 있다.



∆ ≥            (7)

<그림 4> 도입 가능한 최대 DG 용량 산정 방법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4.1 모델계통과 시뮬레이션 조건
  불감 폭의 고려 유․무에 한 도입될 수 있는 최  DG 용
량을 산정하여 기존 LDC 압조정법에 비해 제안된 압조정법
의 유효성을 그림 5의 모델 배 계통과 부하분포에 하여 확인
한다.
- 기 압=22.9(kV), 기 용량=100(MVA), 
- 표 압 : 220(V), 
- 수용가 압의 허용범  : 207∼233(V), 

- 피크 부하시 압강하 : ∆  ∆   ,
- ULTC 탭 스텝과 불감 폭(±ℇ) : 0.0125(p.u.), 

- 주상변압기 탭 비율(∆ : 고압측 압강하)  
   ∆ ≤ 
∆ ≤ 

- DG는 24시간동안 력을 발생한다.
- DG는 단독 노드와 다수 노드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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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 배전계통과 일부하 곡선

  4.2 도입 가능한 최대 DG 용량 (단독노드)
  일정 기간 미리 설정된 LDC 정정치가 이용되고, DG 출력변동
은 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DG 출력변동(0∼100%)에 계없이 
이용될 수 있는 LDC 정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연한 LDC 정정치가 존재하며 식 (7)의 조
건을 만족할 때까지 DG는 도입될 수 있는데, 각 노드에 도입 가
능한 DG 용량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회색 바 그래 는 
조류계산에 의한 결과인데 ULTC 송출탭이 존재할 때까지 도입 
가능한 DG 용량을 의미하며, 흰색 바 그래 는 불감 폭을 고려
하는 기존 LDC 압조정법에 의한 도입 가능한 DG 용량을 의
미하고 검정색 바 그래 는 제안된 압조정법에 의한 도입 가
능한 DG 용량을 의미한다. 그림 6에서 보여진 것처럼 제안된 
압조정법은 기존 LDC 압조정법에 비해 DG 도입을 증가시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안한 방법은 기존 LDC 압조
정법에 비해 실행가능한 LDC 정정치의 범 가 넓기 때문이다.

<그림 6> 도입 가능한 최대 DG 용량

5. 결    론

  DG 도입은 배 계통의 역할과 제어방법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며, DG 도입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배 계통 운용기술 개
발이 시 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 특히 ULTC 압조정 문제
에서, 기존의 불감 폭을 고려하는 LDC 압조정법은 DG 도입
을 상당히 제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압조정법이 요구된다. 
ULTC 송출 압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계산하여 그 내에 존재하
는 송출탭을 결정하는 제안된 압조정법은 DG 도입에 유효함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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