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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 기반 전압변동 발생기의 직렬변압기에 의한 전압강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압변동 발생기

의 회로구성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은 직렬변압기를 사

용한 방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직렬변압기에 의한 전압강하는 변압기의 %Z와 부하용량 및 부하역률에 의해 결

정된다. 직렬변압기의 설계가 잘못되면 전압강하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제대로 된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 본 논문

에서는 10kVA급 전압변동 발생기에 대해 %Z가 4%인 직렬변압기를 사용한 경우 부하역률에 따른 전압강하를 분

석하였으며 지상 부하일수록 전압강하가 증가하고 역률이 0.85 지상인 경우 전압강하가 4% 발생함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ABSTRACT

A voltage drop characteristics of a transformer-based voltage disturbance generator with series transformers

is analysed. It is well known that a voltage disturbance generator with series transformer is cost-effective and

reliable compared with other types. The voltage drop depends on the %Z of the transformer, power rating, and

output power factor. A wrong design of the transformer results in a severe voltage drop, which can not

guarantee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generator. The voltage drop is analysed under the condition of 10kVA

output power rating and 4% of %Z with the variation of power factor. It is found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hat the drop increases as the power factor decreases in lagging mode, and the drop is 4% of the

rated voltage in case of 0.85 lagging power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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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순간 정전, 순시전압강하 등에 의한 전력품질

외란으로 인하여 각종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례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력 품질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전 및 전압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UPS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전압 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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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기인 Custom Power Devices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새그(Sag), 스웰(Swell), 순간정전 등의

전원 변동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나,

기존의 장치는 고가이고 취급이 용이하지 않다
[1,2]

.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방식의 전압

변동 발생 장치가 제안되었다
[3-7]

.

일반적으로 전압변동발생기는 증폭기 기반, 변압기

기반, 스위칭 임피던스 기반, 발전기 기반의 4가지 방

식으로 분류된다
[8]

. 이 중에서 가장 경제적 구현이 가

능한 방식은 변압기 기반 전압변동 발생기이다. [3]의

방식은 전압 새그나 스웰 또는 순간정전 발생시 과다

한 무효전력을 필요로 하고 별도의 노치필터가 필요하

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4-7]의 방식이 제안되었다. [4-7]에서 제안된 방식

은 [3]보다도 그 구조가 간단하며 효율과 신뢰성 또한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직렬변압기 사용으로 인

한 전압강하가 발생하여 직렬변압기 설계시 주의가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7]에서 사용하고 있

는 직렬변압기에 의한 전압강하를 부하역률 변화에 따

라 분석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한 전압

변동 발생기의 성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전압변동발생기 특성해석

2.1 전압변동발생기 동작원리

그림 1은 SCR 사이리스터와 직렬변압기를 사용한

방식의 3상 전압변동발생기 회로를 나타낸다. 임의의

전압변동을 발생하기 위하여 전원전압(Va-Vc)과 출력

단자(Vas-Vcs) 사이에 각각 직렬변압기를 삽입하였다.

Sa1, Sa2, Sb1, Sb2, Sc1, Sc2는 직렬변압기 1차측에 원하

는 양의 전압변동을 인가하기 위하여 전원 전압의 일

부를 미끄럼 방식 단권변압기(슬라이닥스) 2차측으로

부터 직렬변압기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SBa1, SBa2,

SBb1, SBb2, SBc1, SBc2는 정상모드 동작시 입력 상전압

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하여 직렬변압기 2차측을 단락

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 1은 그림 1의 회로에서 출력

전압 Vas가 정상, 새그, 스웰, 순간정전의 모드로 동작

하기 위한 SCR 사이리스터의 온/오프 상태와 슬라이

닥스의 접점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과 같이 SCR 사이리스터의 적절한 온/오프 동

작에 의해 다양한 전압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 단,

SCR로 구성되는 폐회로의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SCR 사이리스터의 온/오프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3상 전압변동발생기

    Fig. 1  3-phase voltage disturbance generator

Vas Sa1, Sa2 SBa1, SBa2 Ta접점 위치

정상 OFF ON -

새그 ON OFF Ⅰ-구간하단

스웰 ON OFF Ⅱ-구간

순간정전 ON OFF Ⅰ-구간상단

표    1  전압변동에 따른 스위치상태와 Ta-접점 위치 (a-상)

Table 1  Each switch operating condition and Ta-contact 

point (a-phase)

2.2 직렬변압기 전압강하

그림 1에서 3상 각각의 동작원리는 동일하므로 a-상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모드 동작시 SBa1-SBa2가 턴온되어 있고 Sa1과

Sa2는 모두 턴오프되어 있다. SBa1과 SBa2가 턴온되어

있으면 직렬변압기 T의 2차측에 단락회로가 형성되어

이상적인 경우 직렬변압기의 1차측도 단락되어 전원전

압 Va가 출력 Vas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렬

변압기와 SCR 사이리스터의 임피던스가 존재하므로

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

압강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a-상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

리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R1, R2는 각각 직렬변압기 1차 및 2차측

권선저항, Lℓ1, Lℓ2는 1차 및 2차측 누설 인덕턴스, Rc

는 코어철손, Lm은 자화 인덕턴스를 의미한다. 그런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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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정상모드에서의 a-상 등가회로

  Fig. 2  a-phase equivalent circuit in normal mode

    그림 3  간소화된 a-상 등가회로

    Fig. 3  Simplified a-phase equivalent circuit

그림 4  부하역률이 1인 경우 전압 전류 

페이저도

Fig. 4  Voltage and current phasor diagram 

in case of load PF=1

이므로 Rc와 Lm은 무시할 수 있다. 여기서 VT는 SCR

사이리스터의 전압강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2는

그림 3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직렬변압기에 의한 전압강하는 변압기 1,

2차측의 권선저항(R1, R2), 누설인덕턴스(Lℓ1, Lℓ2), 그

리고 SCR 사이리스터(SBa1-SBa2)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상모드 동작시 a-상의 출력전압

Vas는 다음과 같다.

   (2)

식 (2)에 대하여 부하역률이 1인 경우를 페이저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R=R1+R2, Lℓ=Lℓ1+Lℓ2 이다.

전원전압 Va와 출력전압 Vas의 크기 차이를 Vdθo라

하면, Vdθo는 다음식과 같다.

  (3)

부하역률이 지상인 경우에 두 전압의 차이 Vdθ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4)

식 (4)에서 A, B, C, D는 각각 다음과 같다.

 cos (5)

 sin (6)

 cos (7)

 sin (8)

여기서, θ는 부하역률 각을 의미한다.

부하역률이 진상인 경우의 두 전압 차 Vdθp는 다음

과 같다.

  (9)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전압변동 발생기의 용량

은 10kVA이며 여기에 사용된 직렬변압기의 파라미터

는 표 2와 같다.

파라미터 값

권선저항(R1+R2) 0.1 Ω

누설인덕턴스 (Lℓ1+Lℓ2) 0.447 mH

퍼센트 임피던스(%Z) 4 %

          표    2  변압기 파라미터

          Table 2  Transformer Parameter

표 2의 변압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저항부하

(PF=1.0), 지상 및 진상 부하(PF=0.85)에서 부하용량이

0kVA ∼ 10kVA까지 증가할 때 출력전압 Vas의 전압

강하를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때 SCR(SBa1-SBa2)

에 의한 전압강하(VT)는 1V로 가정하였다.

정상 동작 모드시 10kVA 부하에서 PF=1.0인 저항

부하일 경우 출력전압에는 3.3V의 전압강하가 발생한

다. 이때 SBa1(SBa2)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압강하(VT)가

1V이므로 실제로 직렬변압기에 의한 출력전압의 전압

강하는 2.6V이다. 그리고 부하가 지상부하의 경우 전

압강하가 5.1V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진상부하일 경우

0.72V로 가장 작게 나타난다.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인

표 3과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14 電力電子學會 論文誌 第15卷 第5號 2010年 10月

  그림 5  부하역률 및 부하용량에 따른 전압강하

  Fig. 5  Voltage drop with the variation of PF and   

output power

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의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6-8

과 같다. 그림 1의 직렬변압기 파라미터는 표 2의 값

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은 부하역률이 1.0인 경우

10kVA 부하에 대한 전원전압 Va와 출력전압 Vas를

나타낸다. 그림 6(a)는 1주기를 나타내었고 그림 6(b)

는 각 전압의 피크값 주위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a) Va, Vas, Ia

(b) Va, Vas 확대파형

그림 6  전원전압(Va)과 출력전압(Vas) (Po=10 kVA, PF=1.0)

Fig. 6  Source voltage(Va) and output voltage(Vas)

        (Po=10 kVA, PF=1.0)

(a) Va, Vas, Ia

(b) Va, Vas 확대파형

그림 7  전원전압(Va)과 출력전압(Vas) (Po=10 kVA, PF=0.85 

지상)

Fig. 7  Source voltage(Va) and output voltage(Vas)

       (Po=10 kVA, PF=0.85 lagging)

(a) Va, Vas, Ia

(b) Va, Vas 확대파형

그림 8  전원전압(Va)과 출력전압(Vas) (Po=10 kVA, PF=0.85 

진상)

Fig. 8  Source voltage(Va) and output voltage(Vas)

       (Po=10 kVA, PF=0.85 leading)



변압기 기반 3상 전압변동발생기의 전압강하 특성해석 415

그림 7과 8은 각각 부하역률이 0.85(지상), 0.85(진

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각 경우에 Va와 Vas의 전압차

와 위상차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낸 Va와 Vas의

전압차(실효값)는 그림 5의 계산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부하역률 전압크기차이(|Va|-|Vas|) [V] 위상차

1.0 3.3 0°

0.85(지상) 5.1 -32°

0.85(진상) 0.72 +32°

표    3  Va와 Vas의 전압차와 위상차

Table 3  Voltage and phase differences of Va and Vas

4. 실험결과

그림 1의 회로를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파형은 그림

9∼10과 같다.

그림 9는 부하역률이 1.0이고 부하용량이 10kVA인

경우의 전원전압(Va)과 출력전압(Vas) 파형을 나타낸

다. 그림 9(b)에서 보듯이 Va의 최대값과 Vas의 최대값

의 차이는 3.2 Vrms로서 그림 6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 Va, Vas, Ia (100 [V]/div, 2[ms]/div)

(b) Va, Vas 확대파형 (20 [V]/div, 500[us]/div)

그림 9  전원전압(Va)과 출력전압(Vas) 실험파형 (PF=1.0)

Fig. 9  Experimental waveform of Va and Vas (PF=1.0)

(a) Va, Vas, Ia (100 [V]/div, 2[ms]/div)

(b) Va, Vas 확대파형 (20 [V]/div, 500[us]/div)

그림 10 전원전압(Va)과 출력전압(Vas) 실험파형 (PF=0.85 

지상)

Fig. 10 Experimental waveform of Va and Vas (PF=0.85 

lagging)

그림 10은 부하역률이 0.85 지상인 경우의 전원전압

(Va)과 출력전압(Vas) 파형을 나타낸다. 실험결과는 그

림 7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품질 개선장치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제안된 3상 전압변동 발생기의 직렬변압기에 의

한 전압강하 특성을 해석하였다. 직렬변압기의 등가회

로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압강하 크기를 계산하였

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크기를 확인하였다. 전압

강하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은 지상부하

에서 역률이 가장 낮을 때임을 알 수 있었으며 10kVA

0.85 지상부하시 5.1V의 전압강하가 발생한다. 이것은

전원전압의 4%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렬변압기에 의

한 전압 강하가 전원전압의 4% 정도를 허용하는 경우

에는 제안한 전압변동발생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직렬변압기의 %Z는 4%인데

%Z가 증가할수록 전압강하는 증가하므로 변압기의

%Z를 고려하여 전압변동 발생기를 설계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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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는 전압변동 발생기 뿐

아니라 DVR 등 직렬변압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설

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0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07-P-EP-HM-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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