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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직 국내에는 대용량 분산전원의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기준 및 체계적인 선로운영 기술기준이 미흡하

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 모의시험장치 및 분산전원 모의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실시간 전압/전류 데

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LabVIEW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여, 태양광정원의 정상상태에서의 전압특

성을 분석하였다. 태양광전원의 출력변동(역 조류)에 의한 계통의 전압변동과 역률변동 특성에 대한 시험

을 수행하여 계통연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현재 배전계통에 다수의 분산전원[태양광]이 지속

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실정이며, 분산전원이 배전계

통에 투입시 전력품질[과전압/저전압] 및 보호협조

문제(OCR 오∙부동작)가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분산전원(태양광)이 배전계통 투입에 따른 수

용가 전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산전원의

출력변동(역 조류)에 의한 계통의 전압변동과 역률

변동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 전기사업법에

수용가전압은 220V±6%로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는

주요한 항목으로 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가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LabVIEW를 감시제어 상용

S/W로 이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장치를 구성하였으

며, 이것을 이용하여 분산전원의 출력변동(역 조류)

에 의한 계통의 전압변동과 이론적인 계산치를 구하

여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태양광 발전용 계통연계 시뮬레이터 구성

태양광 발전용 계통연계 시뮬레이터는 태양광과

풍력 등과 같은 신에너지전원의 출력특성(역조류)과

배전계통의 선로특성(선로길이), 부하특성(역률)을

파라메타로 배전계통과 신에너지전원의 운용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태양광 발전용

계통 연계 실험 장치는 크게 배전계통 모의장치와 분산

전원 모의장치, LabVIEW 감시제어장치로 구성된다.

2.2 LabVIEW 감시제어장치

Analog device인 NI9201과 NI9203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전압, 전류파형

을 감시제어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Digital

device인 NI9425와 NI9477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

이 구성하였으며 PC로 태양광 모의 실험장치의 8개

MC를 제어(On/Off)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LabVIEW Analog Inpu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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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abVIEW Digital Input and Output 구성도

2.3 LabVIEW 전원/부하측 전압 검출과정 및 계산

그림 3은 배전선로의 R상에서부터 NI9201의 AI03

포트까지의 구성회로도이며 저항 47[㏀] 2개와 330[Ω]

2개를 직렬로 연결되어있다. AI03의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여 표 1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3] NI 9201 입력전압 검출 회로도

[표 1] NI 9201의 포트에 입력 전압 계산식

NI 9201의 입력전압 허용범위는 ±10[V]이다. Lab

VIEW의 Front Panel에서 출력되는 허용전압 계산치

는 표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표 2] LabVIEW Front Panel 출력 전압 계산식

[그림 4] LabVIEW의 DAQ 어시스턴트

계산과정을 통해 구한 기울기 값을 그림 4와 같이

DAQ 어시스턴트의 스케일링 파라미터의 기울기를 설

정 해줌으로써 축소 측정된 아날로그 전압값을 PC에

서 실측 전압 값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4 LabVIEW 출력전류 검출과정 및 계산

태양광 발전용 계통 연계 실험 장치의 전원 및 부

하측 전류는 동일하여 그림 5와 같이 모의선로 후단에

CT(15:5)를 직렬로 연결하여 부하전류가 1/3로 축소되

어 AC Current Transducer로 입력된다. 그리고 그림

5와 같이 AC Current Transducer 출력곡선의 비율(0

∼20[㎃])로 전류가 축소되어 NI 9203으로 입력된다.

NI 9203의 입력전류가 LabVIEW의 Front Panel에서

출력되는 전류가 되기 위해서 표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5] NI 9203 입력전류 검출 회로도와 Transducer의 출력곡선

[표 3] NI 9203 입력 전류와 LabVIEW Front Panel 출력 전류 계산식

∙전류가 9A흐를경우,

CT의출력전류는 ×


 

NI 9203 입력전류는

×

㎃
 ㎃  ㎃

LabView Front Panel 출력전류

  ㎃ ㎃×㎃


×


 

2.5 LabVIEW Front Panel의 구성

그림 6은 LabVIEW의 Front Panel(좌측)화면으로 태양광

발전용 계통 연계 실험 장치의 8개의 MC의 On/Off 동작을

Digital device인 NI 9425와 NI 9477을 이용하여 PC의 마우

스클릭을통하여 제어 할수있다.(녹색등: MC On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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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abVIEW Front Panel (좌측) 화면

그림 7은 Front Panel (우측)화면으로 각 상의 부하

전류와 전원/부하측 순시전압 파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RMS값은 원하는 시간에

버튼(순시저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7] LabVIEW Front Panel (우측) 화면

2.6 분산전원 대응형 전압강하 계산법

그림 8과 같이 삼각함수의 좌표평면 해석으로, 유∙

무효 전력에 따른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역률(Cosθ)과

효율(Sinθ)의 크기와 방향이 정해지며 특히 선로조건

에 따라 6가지의 경우로 분석이 가능하며, 선로의 전

압강하(+△V) 및 상승(-△V)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

며 전압의 상승 또는 강하분을 계산하여 계통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8] 분산전원 대응형 전압강하해석 개념도

2.7 정상상태 계통연계특성 시험 및 분석

3가지 Parameter(역률, 모의선로 저항, 분산전원)를

변동하여 시험 및 분석 하였다.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파형의 변화를 확인 및 수집 분석하였다.

(1) 역률 1인 경우

역률이 1인 경우, 시험조건(부하=400[W], 선로임피

던스=1[Ω], 분산전원=1200[W], 부하 측 전압변동)은

그림 9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표 4, 5는 시험장치

에 의한 결과 및 이론치(분산전원 대응형 전압강하

해석)에 의한 비교,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10은 트렌

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9] 전압해석 개념도(역률 1)

[표 4] 분산전원 시험장치에 의한 전압측정 결과

임피던스 전단(전원측) 임피던스 후단(부하측)

전

압

[표 5] 이론치에 의한 전압결과 분석

 가. 이론치  나. 실측치와 이론치의 비교
V(전원측전압) : 227.8[V]

P = 400(부하) - 1200(분산전원) = -800[W]

Q=0[VAR], S=   = 800[VA]

Cosθ=P/S=800/800=1

Sinθ=Q/S=0/800=0

Z = R+jX[Ω], = r*cosθ+x*sinθ

= 5*1+2*0=5[Ω]

P = I * V, -800 = I * 227.8

I = -3.51[A]

△V = I*Z = -3.51*5 = -17.55[V]

V(부하측전압) = 227.8 -△V = 245.35[V]

RMS 값

측정횟수 평균값

1회 244.9[V]

244.9[V]2회 244.8[V]

3회 245.0[V]

오차 = 이론치 - 실측치 = 0.45

오차율= (오차/실측치)*100 = 0.18%

상기의 표와 같이 분산전원이 없을 때는 선로임피던

스가 증가할수록 전압강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분산전원이 증가할수록 부하 측 전압이 상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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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산전원이 설치된 말단수용가에 과전압이 발생

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0] 부하 측 전압 Trend 분석(역률 1)

(2) 지상역률(0.91)인 경우

표 6, 7은 지상역률 0.91일 때 시험장치에 의한 결

과 및 이론치(분산전원 대응형 전압강하해석)에 대한

비교 및 분석 결과이며, 그림 11은 부하측 전압에 대

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상역률(1->0.91)에

따른 유도리액턴스 의한 전압강하분이 기존(역률1)보

다 증가하여 모의선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상역률에 따른 선로손실분이 증가

하여 계통의 전력품질[저전압/과전압]에 영향이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7. 분산전원 시험장치에 의한 전압측정 결과

임피던스 전단(전원측) 임피던스 후단(부하측)

전

압

[표 8] 이론치에 의한 전압결과 분석

 가. 이론치  나. 실측치와 이론치의 비교
V(전원측전압) : 223[V]

P = 400(부하) - 1200(분산전원) = -800[W]

Q=180[VAR], S=   = 820[VA]

Cosθ=P/S=(-800)/820 = -0.976

Sinθ=Q/S=180/820 = 0.22

Z = R+jX[Ω], = r*cosθ+x*sinθ

= 5*(-0.976)+2*0.22=-4.44[Ω]

P = I * V * Cosθ, -800 = I*223*(-0.976)

I = 3.67[A]

△V = I*Z = 3.67*(-4.44) = -16.295[V]

V(부하측전압) = 223 -△V = 239.3[V]

RMS 값

측정횟수 평균값

1회 242.0[V]

242.0[V]2회 242.3[V]

3회 241.7[V]

오차 = 이론치 - 실측치 = 2.7

오차율= (오차/실측치)*100 = 1.12%

[그림 11] Trend 분석(지상역률 0.91)

(3) 진상역률(0.91)인 경우

표 9, 10은 진상역률 0.91일 때 시험장치에 의한 결

과 및 이론치(분산전원 대응형 전압강하해석)에 대한

비교 및 분석 결과이며, 그림 12는 부하측 전압에 대

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진상역률(1->0.91)에 따

른 용량 리액턴스 의한 전압강하분이 기존(역률1) 보

다 감소하여 모의선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은 진상역률에 따른 선로손실분이

감소하여 계통의 전력품질[저전압/과전압]에 영향이 미

침을 알 수 있다.

[표 9] 분산전원 시험장치에 의한 전압측정 결과

임피던스 전단(전원측) 임피던스 후단(부하측)

전

압

[표 10] 이론치에 의한 전압결과 분석

 가. 이론치  나. 실측치와 이론치의 비교
V(전원측전압) : 224[V]

P = 400(부하) - 1200(분산전원) = -800[W]

Q=180[VAR], S=   = 820[VA]

Cosθ=P/S=(-800)/820 = -0.976

Sinθ=Q/S=180/820 = -0.22

Z = R+jX[Ω], = r*cosθ+x*sinθ

= 5*(-0.976)+2*(-0.22)=-5.32[Ω]

P = I * V * Cosθ, -800 = I*224*(-0.976)

I = 3.66[A]

△V = I*Z = 3.66*(-5.32) = -19.47[V]

V(부하측전압) = 224 -△V = 243.47[V]

RMS 값

측정횟수 평균값

1회 241.73[V]

241.73[V]2회 241.90[V]

3회 241.56[V]

오차 = 이론치 - 실측치 = 1.74

오차율= (오차/실측치)*100 =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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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rend 분석(진상역률 0.9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용 계통연계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3가지 파라메타(역률, 모의선로 저항, 분산전

원)를 변동하여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산전

원(역조류) 대응형 전압강하해석법에 계통해석을 용이

하게 하였다. 그리고 역률변화에 따른 부하측 전압

Trend분석을 통해서 저압배전선로의 정상상태 운용

시에, 태양광전원의 운용이 저압 배전계통에 전압변

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용가에 분산전원

용량에 따른 전력품질[과전압/저전압]이 저하되어

과도한 분산전원의 도입을 제한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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