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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creasing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based
distributed generation(DG) sources in low-voltage grid feeders has
been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High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a distribution system can cause power quality
and efficiency problem. In this paper, the operating plan for ESS and
the efficiency analysis on RES(Renewable energy source) concentrated
distribution system.

1. 서    론

저압 배전시스템 내의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원의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력품질 유지 및 효율적 배전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다수 연
계된 저압배전선로에서 과전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배전선로
의 DC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력 변동성이 큰 신재
생 에너지원의 저압 배전시스템 연계로 인해 전력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당 배전선로의 DC화 및
ESS 연계를 통해 전력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시스템의 효율
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검토결과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밀집 배전선로의 ESS활용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및 ESS
등 다양한 DC 기반의 설비들이 다수 연계되었을 경우에 대한 AC 배전
망과 DC 배전망의 효율비교를 통해 DC 배전시스템의 보다 넓은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태양광 밀집 배전선로의 DC화 및 ESS 활용방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저압계통 내에 태양광 발전 시스
템이 곳곳에 도입되었다. 기존의 저용량 태양광 연계의 경우 배전선로의
전력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 등에 집중적으로 도입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 계통
내의 저압 배전계통 중 각 가정마다 2.3kW 용량의 발전시스템을 가진
32가구의 주택단지에 대한 전력 품질을 조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220V 배전선로 기준 240V를 상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20V 배전선
로의 경우,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220±13V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배전선로는 적정전압 유지
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배전선로의 DC화
및 ESS 활용을 통해 전력품질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1> 태양광 밀집 배전선로(A상)의 전압 측정결과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의해 전압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한국전력공사 내의 배전선로를 그림 2와 같이 DC화하고 ESS 활용방안
을 검토하였다. 32가구로 구성된 해당 220V 배전시스템에 대하여
220VAC 와 동일한 레벨의 대체전압으로 DC 설비들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널리 검토되고 있는 DC전압레벨 320VDC를 기준 전압으로 적용하
여 모의하였다.

<그림 2> 태양광 밀집 배전시스템 모의 구성도 

ESS의 운영방안의 경우 배전선로 상의 8개의 연계지점, 즉 4 가구씩
그룹화 되어 배전선로에 연계되는 각각의 지점들에 ESS가 연계되어 과
전압 발생 시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운전계획을 모의하였다. ESS
운영을 통한 과전압 보상 이전의 배전선로 전압 특성을 모의한 결과, 그
림 3과 같이 DC배전선로에서 전압 상승률이 AC시스템에 비하여 현저
히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의 경우 변압기 인입점(bus 0)을 기준
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연계지점(Bus 1∼8)에서의 전압을 AC배전시스
템과 DC배전시스템에 대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며, 높은 태양광 발전 출
력에 의한 전압상승률이 가장 높은 오후 1시의 결과이다. 이는 과전압
유지기준인 ±13V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로, AC/DC 시스템 각각의 전
압변동률과 전압유지기준 초과량은 표 1과 같다.

<그림 3> AC/DC 배전시스템에 대한 태양광 밀집선로 전압특성 비교

구분 전압변동률
전압유지기준 (±13V)

초과량

AC배전 9% 6.71V

DC배전 4.4% 1.05V

<표 1> 태양광 밀집선로 전압변동률 및 유지기준 초과량 비교

위와 같이 발생되는 과전압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ESS
운영 알고리즘 적용하여 결과를 검증하였다. 높은 태양광 출력에 의한
배전선로 상의 과전압 발생 시, ESS 충전을 통해 조류량을 제어함으로
써 과전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ESS용량이 산정되어 적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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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C 배전시스템 ESS 충전 알고리즘 

위 알고리즘과 같이 과전압 유지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ESS용량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과전압 유지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더
많은 양의 전력을 ESS를 통해 충전하여야 하며, 이는 ESS의 용량의 증
가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전압변동률이 큰 AC시스템
의 경우 전압을 보상해야 하는 양이 DC 시스템에 비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ESS용량을 필요로 한다.

<그림 5> ESS를 통한 과전압 보상 전/후 전압 비교

그림 5와 같이 AC시스템, DC시스템 각각 6.71V, 1.05V의 과전압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유지기준 내로 보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ESS
용량은 표 2의 ESS 요구량과 같다. 해당 모의결과를 통해 적정용량의
ESS 적용을 통해 태양광 밀집배전선로의 과전압 문제가 안정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DC시스템이 AC시스템에 비해 과전압 유지범위
초과량이 적기 때문에 현저히 적은 양의 ESS를 통해 전압 안정화가 가
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과전압 범위 초과량 ESS 요구량

AC배전 6.71V 48 kWh

DC배전 1.05V 4.9 kWh

<표 2> 과전압 유지기준 만족을 위한 ESS 용량 산정 및 비교

  2.2 태양광 밀집 배전선로의 DC화에 따른 효율성 비교 검토
DC 배전시스템의 경우 컨버터의 제어특성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DC
전력을 수용가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DC시스템의 보급 확대
를 위해서는 AC시스템 보다 나은 효율성 측면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부하가 AC로 구성된 현재의 부하조건에서는
DC시스템이 효율성이 낮으나, 향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전원이 다수 연계되고 DC 부하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AC시스템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단순 AC 가정 부하에 대해 부하의 AC/DC 특성을 반영하여, DC기반의
부하는 DC배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기기 내에 장착되는 컨버터나 변환
기기를 제거한 경우의 시스템 효율을 분석하였다.
실제 에어컨, 냉장고 및 모터의 다양한 제어가 요구되는 기존의 AC부
하의 경우, 내부에 AC/DC 변환컨버터가 내제되어 있지만, DC배전시스
템으로의 환경변화 시 해당 변환과정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기제
조 업체의 제조비용뿐 만 아니라, 해당 기기의 전력효율 또한 향상된다.
앞서 논의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다수 연계된 배전시스템에 대하여 이
러한 가전기기의 AC/DC 특성을 반영한 변환효율을 적용하여 시스템
효율을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부하

타입

구성

비율

변환과정 효율

AC배전 DC배전 AC배전 DC배전

DC 부하 25%

AC/DC

&

DC/DC

DC/DC 69 91

DC기반

AC 부하
25%

AC/DC

&

DC/AC

DC/DC

&

DC/AC

71 83

AC 부하 50% - DC/AC - 92

태양광 DC/AC DC/DC 92 91

인입점 대용량

AC/DC 컨버터
- AC/DC - 90

ESS
양방향

AC/DC
DC/DC 91 94

시스템 전체 효율 81 81

부하타입 별 변환효율을 고려한 전체 배전시스템 효율에 관한 표 3의
모의 결과에 따르면 순수 AC 부하의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즉 DC
기반의 부하 비율이 50%이상일 때, DC 배전시스템의 전체효율이 AC
배전시스템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부하의 경
우 순수 DC 부하이거나 DC의 변환과정을 거치는 부하의 비율이 70%
에 가까운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가정기기들의 제품이 DC시스템을 고
려하여 전력변환 단계가 개선된다면 충분히 DC 배전시스템의 적용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DC 기반의 신재생 분산전원이나
ESS 시스템의 계통연계가 높아질수록 DC배전이 더욱 유리해지기 때문
에, DC의 비중이 높아질 미래 전력계통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DC배전시
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ESS 활용방안과 DC 배전시
스템 적용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DC 기반의 신
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집중 연계된 계통에 대한 전압
안정도 및 효율 측면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DC 배전시스템
이 컨버터의 제어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전력제어 가능 측면 이외의 전
압 유지력 및 시스템 전체 효율 측면에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출력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원이 다수 연계된 배
전망의 전압 불안정에 대하여 ESS를 통해 안정화가 가능하며, DC 배전
시스템 환경 하에서 더 적은 용량의 ESS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ESS 및 DC 기반의 신재생 발전원 및 부하들의 연계가 높아짐
에 따라 DC 배전시스템이 배전시스템 전력변환 손실을 근거로 계산되
는 시스템 효율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
의 검토를 통해 DC배전시스템의 적용이 향후 전력시스템, 특히 배전시
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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