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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태양  발  시스템은 그 특성에 따라 주로 주택, 빌딩 등 
비선형 부하를 지니는 장소에 단상 계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계
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스
템의 무효 력 제어는 전력품질 향상에 대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본 논
문은 3kW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에 해 간편한 무효
력 제어 방식을 보여 다.

1. 서    론

  기후변화 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 부담이 가시화될 망이다. 한 정부
는 2008년 8·15기념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하 다. 이
런 배경에서 풍력  태양  등 다양한 신재생 에 지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이며 이러한 연구  태양 을 이용한 신재생 에 지 분
야가 각  받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에 지 리공단의 수행아래 
2012년까지 10만호(1,300MW)주택에 태양  보  사업을 하고 있다.[1]
  계통연계 태양  발  시스템은 그 활용 특성상 주택, 빌딩 등과 같은 
비선형 부하가 많은 곳에 설치되며 그로인한 역률을 감 시키게 된다. 
계통 연계 발전 시스템 설치양이 증가함에 따라 역률의 감 개선에 따
른 력 품질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태양  발  시스
템의 유효 력과 무효 력 제어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주택  빌
딩 등에 용 가능성이 큰 3kW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
템에 태양 지에서 생산되는 력만큼 유효 력을 생산하면서 요구되는 
무효 력 발생을 간편하게 제어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2. 본    론

  2.1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단상 태양  발  시스템은 주  변압기 방식, 고주 링크 방식, 무
변압기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는데 이  무변압기 방식이 고
효율, 소형, 경량화에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무변압기 방식은 DC/DC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1단 구성과 
DC/DC 컨버터를 사용하는 2단 구성으로 나  수 있으며 태양 지의 높
은 압을 피하기 해 그림1과 같은 2단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을 구성하 다. 태양 지, DC/DC 컨버터, DC/AC 인버터로, 

출력 필터로 구성되었다.

<그림 1> 2단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지의 특성에 의해 최  효율의 발 을 하여 DC/DC 컨버터로  
Incremental Conductance 방법을 통해 태양 지의 양단 압을 제어한
다. DC/DC 컨버터의 최  출력  추종제어는 본 논문의 주요 이 아
니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DC/AC 인버터는 DC/DC 컨버터에 의해 승압된 압과 생산된 력
을 계통으로 달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DC/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가 연결되는 DC-Link 압을 일정하게 제어하여야 한다. 본 논
문은 단상에서 DC/AC 인버터로 변환된 력의 무효 력을 제어하는
데 목 을 둔다.

  2.2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관계식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제어를 해 출력 필터와 계통 압을 고려
한 달 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인버터 출력과 출력 필터, 계통 압
을 그림 2와 같은 등가회로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2> 인버터와 출력 필터 계통 전압 등가회로

는 인버터 출력 압이고 는 계통 압, 은 인덕터에 흐르는 류, 

는 커패시터에 흐르는 류, 는 계통에 흐르는 류, 은 인덕터의 

용량, 는 커패시터의 용량을 의미한다. 인버터 출력과 계통 압과의 
계는 식 (1)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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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압과 류가 정 임으로 계통 압과 류는 다음과 같이 일
정 시간 주기성분인 와 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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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 식 (2)와 (3)을 입하여 정리하면 인버터 출력 압과 계통 
압, 류의 계식을 얻을 수 있다.

 
 


 

 

 


 

 

        

 (4)

  2.3 인버터 제어
  식 (4)를 통해 인버터 출력 압과 계통 압, 류와의 계가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어가 가능함을 이야
기 해 다. 따라서 교류 류를 제어함에도 PI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다.
  계통 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계통에 흐르는 류에 따라 무효 력이 
결정되므로 계통 압을 기  상으로 를 0으로 만들면 는 0이 된

다. 성분과 성분의 상차가 90도 이며   이므로 3상 해석의 dq

변환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성분을 조 하는 것만으로 무효 력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유효 력은 태양 지의 발 량과 같으므로 계통 압이 220V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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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가정하면 계통에 흐르는 류 유효 력과 계된 a성분과 무효
력과 계된 b성분은 식 (5)이다.

 
 



 


 (5)

  계통 압과 류의 성분과 성분은 PLL이나 푸리에 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 각 성분의 값을 구한
다. 와 를 푸리에 변환을 하면 60Hz에 해당하는 1차 성분의 크기인 

 , 와 푸리에 기  정  사이의 각도  , 를 구할 수 있

다. 식 (6)에 의해 와 를 얻을 수 있다.

   
  

 (6

를 0으로 하기 해  와 를 만큼 회  변환을 하여 식 (4)의 

 ,   값을 구한다. 이 때 식 (4)의 미분 성분은 잡음 성분 등에 의해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분 성분을 PI제어기로 추종하는 
제어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3> 인버터 출력 전압 계산 블록 다이어그램

   , 를 사용하여 인버터 출력 기  압을 만들고  , 에 의

한 기  류와 측정된 계통 류의 차인 류 에러를 인버터 출력 기
 압에 더한 후 PWM을 통한 인버터 제어 신호를 만들어 낸다.

<그림 4> 인버터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2.4 실험 결과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과 무효 력 제어를 한 인버
터 제어기를 PSCAD/EMTDC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태양
지의 출력은 3.187kW이며 시스템 효율을 97.7%로 발  출력은 3.11kW
이다. 본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무효 력이 0에서 1550 Var로, 즉 역률
이 1, 0.666로 무효 력을 제어하 으며 그 결과 무효 력 제어가 성공
으로 수행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무효 전력 제어 실험 결과

요구되는 
무효 력

역률 
무효 력 
제어 결과

상차

0 Var 1 0 40 Var 0.01 rad

1550 Var 0.666 9.9634 1595 Var 0.48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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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Q=0 [Var] 일 때 인버터 출력 전압, 전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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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Q=1550 [Var] 일 때 인버터 출력 전압, 전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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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효전력 제어 결과

3. 결    론

  본 논문은 3kW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에서 간편한 
무효 력 제어에 해 제안하여 인버터와 인버터 출력 필터의 계식을 
구하 으며 본 논문의 제어 방식을 통해 요구되는 무효 력량을 충분히 
발생 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주택과 빌딩 등에 단상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의 보 이 
확 됨에 따라 무효 력 제어를 통한 역률 개선  력품질 향상은 계
통의 력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력의 생산  품질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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