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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선형 전압제어 방식의 

AVR을 이용한 CVR의 적용

Application of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 using Automatic Voltage Regulator of 

Linear Voltage Control in Campus Microgrid with Power Consumption Reduction

임 일 형 ․ 이 명 환* ․ 신 용 학*

(Il-Hyung Lim ․ Myung-Hwan Lee ․ Yong-Hark Shin)

Abstract  Campus microgrid is designed and built by considering not only power generation but also power consumption 

management as connected microgrid type because the main goal of the campus microgrid is to save power consumption costs. 

There are many functions to achieve the goal and they are mainly to use generation-based functions such as islanding 

operation for peak management and for emergency events. In power distribution operation,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 

(CVR) is applied in order to reduce power consumption. The CVR is defined as a function for load consumption reduction by 

voltage reduction in order to reduce peak demands and energy consumption. However, application of CVR to microgrid is 

difficult because the microgrid cannot control a tap of transformer in a substation and the microgrid normally is not designed 

with phase modifying equipment like a step-voltage-regulator which can control voltage in power distribution system 

operation. In addition, an impact of the CVR is depended on load characteristics such as a normal load, a rated power, and 

synchronous motor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pplication of CVR using linear voltage control based AVR in campus 

microgrid with power consumption reduc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oad and component in the microgrid. The proposed 

system can be applied to each buildings by a configuration of power distribution cables; and the application results and CVR 

factor are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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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그리드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들과 다양한 전기적 부하

를 고려한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 계통으로, 기존 유틸리티 전력계

통으로부터 독립 또는 병렬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1].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소규모 계통의 운영시스템이다[2].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도입의 e기에는 섬이나 오지와 같은 

기존 전력계통에서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발

달하고 있는 전력 기술들을 이용하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기

술을 추구해왔다. 최근에는 시간대별 요금제와 설비이용율 향상, 

그리고 고객 만족도 향상의 이유와 함께 기존 전력계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던 소비자들도 경제성 및 탄소배출 제

한의 이유 등으로 원하는 때만 독립운전을 하는 연계형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기술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적인 대상은 대학과 같은 캠퍼

스가 대표적이며,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여 목적이 달라지는 군부

대, 그리고 고객 만족도 향상 및 계통 안정화 기여 목적의 유틸

리티 마이크로그리드도 있다. 이 세 종류의 연계형 마이크로그리

드는 구성은 유사하지만 각각의 다른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

지게 된다[3-5].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의 핵심 목적은 에너지 비용 절감에 있

다. 우리나라의 누진세와 같은 전력사용량에 비례하는 전기요금 

체계, 그리고 해외의 시간대별 요금제와 같은 체계에 대해서 특

정 시간 때 독립운전 및 피크관리 등으로 전력 사용 요금을 감

소하는 목적이 있다[6-7].

기존에는 마이크로그리드가 발전 중심이었다면 연계형 마이크

로그리드의 대표적인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생산(발전) 뿐만 

아니라 소비도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8].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방법에는 피크관리 및 시간대 별 계획적인 독립운전 등

이 있다. 이 외에도 배전계통에서 소비전력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

하는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 (CVR) 기능이 있다[9].

소비전력 감소의 용도로 배전계통에서 운영하는 CVR은 소비

전력[kW]이 전압[V]의 제곱에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압 

허용범위 내에서 전압을 낮춰서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기능이다

[10-12]. 하지만, 배전계통에서 활용하는 CVR은 변전소 주변압

기의 변압기에 설치된 On Load Tap Changer (OLTC)와 배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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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설치된 Step Voltage Regulator (SVR)를 활용하여 전압을 

제어하거나[13-14],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전

압을 제어하여 소비전력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15].

이러한 방법들은 마이크로그리드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변전소 변압기 OLTC 제어를 통해 전압을 바꾸면 해당 

변압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배전선로와 다른 마이크로그

리드의 전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하나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불가능하며, 마이크로그리드와 기

존 계통과의 연결점에 있는 OLTC를 포함한 변압는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또한 부하 특성에 따라서 소비전력과 전압의 관계가 

전압 감소에 소비전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난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의 특성을 고려

하여 automatic voltage regulation (AVR)을 이용한 건물단위 

CVR을 적용하였다. AVR의 탭제어 방식은 전기적인 과도현상이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선형 전압제어 

방식의 AVR[16]을 적용하였고 선형 전압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여 건물단위 CVR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CVR 적용 대상인 IoT 기반 캠퍼스 마이

크로그리드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CVR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그리고 4장에서는 효율 검증 목적의 사례연구 결과를 나타

내었다.

2. IoT 기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소개

IoT 기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고려한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의 cell 단위 모델을 이용한 고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그리고 IoT 기반의 소비자 참여형 에너지 절감이 특징이다[8].

2.1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고려한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일반적인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전력계통에서 분리하여 독립

적으로 계통을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의 개념으로 발전

과 계통 안정화 중심으로 기술이 발달하여 왔다. 이제는 안정적

인 기술 기반에서 에너지의 소비도 함께 고려하는 연계형 마이크

로그리드의 구성이 필수가 되었다.

캠퍼스의 경우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나 에너지 사용비용절감

을 통해서 캠퍼스 운영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캠퍼스 마이크로그

리드의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

서는 신재생 발전원들을 통한 에너지 생산, 저장 및 계통안정화 

목적의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들을 최적화된 효

율로 관리하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요

구된다.

2.2 고객 맞춤형 Cell 단위 복합구성 마이크로그리드 

기존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큰 용량의 발전시설을 통해서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마이크로그리드로 구성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비용적인 부분과 기간, 그리고 투자대비 효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 또한, 건물

의 용도변경에 따른 중요도가 변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마

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논

문에서 소개하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건물단위나 몇 개의 

건물들이 모여있는 소규모 지역 내 건물 그룹들을 하나의 cell 

마이크로그리드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캠퍼스 전체를 마이크로

그리드로 구축하는 고객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Permium MG Cell은 무정전, 고효율의 전력공급이 

필요한 연구동과 병원 같은 중요부하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모델이며, Normal MG cell은 분산전원과 결합하여 에너지 효율

화를 필요로하는 강의동과 기숙사 같은 대상에 적용되는 모델이

다. 그림 1과 같이 이러한 cell 단위 마이크로그리드는 Microgrid 

of Microgrids (MoMC)를 통해서 하나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로 구성된다[8].

그림 1. 맞춤형 Cell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8].

Fig. 1. Concept figure of customized cell microgrids.

2.3 IoT 기반 소비자 참여형 전기 에너지 절감 

전기 에너지 절감의 가장 큰 효과는 전기 에너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기 에너지 소비자가 

전기를 쓰지 않은 것은 100%에서 0%로 절감되는 것이며, 전기 

에너지의 소비를 기술적으로 절감하는 기술은 100%를 0%로 만

들 수 없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소비량과 다

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에너

지 절감 기법을 도입하였다. 컨텐츠와 제공되는 정보는 전기 에

너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

에 IoT 기술을 도입하였다[8].

3. 소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CVR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적용방안

3.1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의 소개

배전계통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기 품질과 관련된 기술로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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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효전력 최적화 (Volt/Var Optimization) 기술이 있다. 이 기

술은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눠지는데 Volt/Var Control(VVC), 

Integrated Volt/Var Control(IVVC), 그리고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으로 나눠진다.

VVC와 IVVC는 전압과 무효전력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전기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지만, CVR의 경우는 다른 두 기술과 반대

로 전압을 제어하여 전기 품질을 낮추기도 하여 소비전력을 절감

하는 기술이다[9]. 특히, CVR의 경우 소비전력을 직접적으로 제

어하기 때문에 전압의 기준을 배전선로에 두지 않고 소비자에 인

가되는 저압 레벨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상 

220V 기준이고, 북미의 경우 단상 110~120V 기준이다. 이 때의 

허용 전압은 220V 기준 ±13V이며 110V 또는 120V 기준 ±6V 

이다[17].

CVR은 배전선로 단위로 변전소 변압기의 OLTC 제어를 통해

서 전압을 제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장거리 배전선

로를 고려하여 선로 중간에 Step Voltage Regulator (SVR)과 같

은 조상 설비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와 신재생 발전원들

을 활용해서 CVR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CVR의 기본 개념은 

다음의 간단한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

소비전력의 단위는 [kW]이며 이 단위는 유효전력을 의미한다. 

소비전력은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이며, 식 (1)과 같이 소비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압을 낮추면 소비전력이 감소

하게 된다.

그림 2 CVR의 개념 설명도[8].

Fig. 2 Concept figure of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

식 (1)의 전압과 소비전력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그림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배전선로를 대상으로 말단 전압을 허용 기준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전소 변압기의 OLTC 탭을 올려 전압을 

높게 만든다. 만약 말단 전압의 전압 강하가 크지 않다면 말단 

수용가의 전압이 허용 범위 내로 유지되면서 선로 전체의 전압을 

낮춰서 소비전력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운용 기술이다.

CVR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CVR factor (CVRf)가 있다. 

CVRf 1은 전압 1% 감소 시 소비전력 1% 절감을 의미한다. 이 

때의 전압은 기준 전압(220V 또는 110V)을 의미하며 소비전력 

절감은 전압제어 전 소비전력과 전압제어 후 소비전력의 변화 비

율을 의미한다.

미국 DoE에서 미국 내 유틸리티에서 실증한 CVR의 평균적인 

효율은 CVRf가 0.7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하의 특성에 따라

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최근 전자제품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품질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전력을 요구하

는 장치들이 늘어나면서 전압을 낮춰 설비의 효율을 약간 감소시

켜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CVR기술이 오히려 전압을 낮춤으로 해

서 소비전력을 증가시키기도 한다[9].

이러한 방식의 CVR은 OLTC가 탭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잦은 

탭 변동으로 인한 변압기 및 기타 전력 설비의 소손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 경제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그리에 CVR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Point of Common 

Coupling (PCC)에 연결되는 차단기 또는 변압기에 OLTC와 같은 

설비를 구축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DoE의 실증에서와 같이 마

이크로그리드 내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CVR의 효율이 다르게 나

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CVR의 운영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CVR을 통해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가 추구하는 전기에

너지 소비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3.2 선형 전압 제어 방식의 AVR

본 논문에서 적용한 CVR은 건물 단위로 AVR 설비를 통해서 

전압을 제어하고 소비전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탭제어 방식의 AVR은 탭 변경 시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설비의 

소손을 가져올 수도 있어 잦은 탭 변동이 부담되어 적절하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적용한 CVR에는 선형 전압제어방식 AVR

을 이용하였다. 선형제어 방식 AVR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변압비 권선 제어를 모터를 이용하여 서서히 권선비를 변화시키

는 방식으로 전압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해

서 기존 AVR이 가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16].

3.3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내 CVR 적용

본 논문에서 적용한 CVR은 그림 3과 같이 설치를 하였다. 저

압으로 낮추는 변압기 하단에 있는 계량기와 수배전반 보호 설비

들 사이에 3.2절에서 소개한 선형 전압제어 방식의 AVR을 설치

하였다.

그림 3 Cell 단위 CVR 적용을 위한 AVR 설치위치

Fig. 3 AVR installation location for applying CVR at a cell 

microgrid.

건물 내에서도 다양한 부하들이 존재하는데, 캠퍼스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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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내 프리미엄 cell 건물의 옥 내 배선에서 그림 4와 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된다. 그림 4의 경우 좌측에는 EHP용 전용 

배선이 따로 되어있고 우측 변압기를 통해서는 LV1과 LV2로 구

분하여 별도의 배선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적용한 CVR의 경우에는 그림 4의 우측 변압기 이후에 분기 

전 지점에 AVR 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림 4 프리미엄 cell 마이크로그리드의 내부 배선도

Fig. 4 Figure of power distribution structure at premium 

cell microgrid.

본 논문에서 적용한 CVR은 캠퍼스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기 품질에 따른 현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비교적 캠

퍼스 내 민감부하가 적은 건물을 대상을 선정하였고, 조명과 콘

센트 위주의 배선에 그림 5와 같은 선형 전압제어 방식의 AVR 

장치와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림 5 AVR 설치 및 운영 화면.

Fig. 5 Installation and operation figures of AVR.

CVR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AVR 장치의 전면 페널에서 제공하는 MODBUS 프로토콜로 제공

되는 정보를 서울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운영실의 

workstation급 PC 화면에서 상태를 감시하고 설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 CVR 적용을 위한 AVR의 운영 구조

Fig. 6 Operational structure of AVR for CVR

AVR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이 원격 감시/제어하는 데이터 종

류는 표 1과 같다. z 19개의 아날로그 계측 정보를 제공하며 

CVRf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번호 이름 단위 설명

1 R입력전압 V
각 상의 입력전압

(AVR 변압기 1차 측 전압)
2 S입력전압 V

3 T입력전압 V

4 R입력전류 A

각 상의 소비전류5 S입력전류 A

6 T입력전류 A

7 R사용율 %

각 상의 사용 율8 S사용율 %

9 T사용율 %

10 R입력전력 kW

각 상의 소비전력11 S입력전력 kW

12 T입력전력 kW

13 R출력전압 V
각 상의 출력전압

(AVR 변압기 2차 측 전압)
14 S출력전압 V

15 T출력전압 V

16 종합유효전력 kW 현재 3상 유효전력

17 종합무효전력 kVAR 현재 3상 무효전력

18 종합피상전력 kVA 현재 3상 피상전력

19 내부온도 현재 AVR 내 내부온도

표 1 AVR 설비 표시내용

Table 1 Indexes of A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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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압 제어 전 소비전력, 입력전압, 출력전압, 소비전류 패턴.

Fig. 7 Pattern data of active power, input voltage, output voltage, and current before voltage control.

그림 8 전압제어 후 소비전력, 입력전압, 출력전압, 소비전류 패턴.

Fig. 8 Pattern data of active power, input voltage, output voltage, and current after voltage control

4. 사례연구

4.1 실증 대상 건물의 환경 및 특성

해당 건물에 대한 부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20주 이상

의 전압 및 부하 데이터를 파악하였으며, 데이터 취득 방식은 

MODBUS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1e 단위로 데이터를 취

득 및 저장하였다. 표 2는 20주 취득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각의 

평균과 최대 최소값들을 구하였으며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편

차는 0.5[V] 이내였다. 대상건물의 전압과 소비전력의 정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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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주 동안의 프리미엄 cell의 전압 및 유효전력.

Table 2 Voltage and active power for 20 weeks at the 

premium cell building.

구분 R상 S상 T상

평균출력전압[V] 215.6 217.7 216.6

최대출력전압[V] 219.9 222.3 221.2

최소출력전압[V] 207.2 208.9 207.6

평균소비전력[kW] 7.0 3.4 5.5

최대소비전력[kW] 35.7 21.4 26.1

최소소비전력[kW] 1.1 0.8 2.2

2에서 나타내었다.

프리미엄 cell 건물은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전압 분포를 보였

다. 전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소비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새

벽시간대였으며, 최소 전압이 나타나는 시간대는 소비전력이 많

아지는 오후에서 저녁 시간대였다. 전력을 소비하는 주요 시간대

에는 평균보다 3~4[V]정도 낮은 전압 분포를 보였다. 

부하의 패턴은 대상 건물 및 조명과 콘센트 위주 부하이기 때

문에 불규칙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최대와 최소의 편차가 큰 이

유는 이벤트 및 대강당과 같은 불규칙한 전력 소비 패턴이 일어

나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명과 콘센트 부하를 대상으로 하여 콘

센트에 연결되는 부하의 특성이 불규칙하고 소비용량 자체가 적

기 때문에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프리미엄 cell 

건물의 CVR 적용 대상 부하의 전압과 소비전력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효율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4.2 효율 검증 방안

부하예측이 가능하였다면 다음날의 부하 예측을 기준으로 잡

고 AVR을 이용한 전압제어를 통해 CVR의 효율을 검증할 수 있

지만, 4.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하예측이 불가능한 부하특성

이어서 효율 검증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효율검증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효율 검

증 방안을 마련하였다.

CVR의 적용은 현재 전압과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만약 전압을 

낮춘다면 소비전력이 얼만큼 낮아질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일정한 패턴의 전력 소비를 보이는 부하를 대상

으로 전력 사용량 요금을 가지고 비교하면 가장 확실하지만, 

CVR 자체 효율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표본을 

수집할 때의 환경과 CVR을 검증할 때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합성이 부족할 수 있다.부하예측이 가능하였다면 다음

날의 부하 예측을 기준으로 잡고 AVR을 이용한 전압제어를 통

해 CVR의 효율을 검증할 수 있지만, 4.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부하예측을 활용하기에는 효율 검증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검증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효율 검증 방안을 마련하였다.

CVR의 적용은 현재 전압과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만약 전압을 

낮춘다면 소비전력이 얼만큼 낮아질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정한 패턴의 전력 소비를 보이는 부하를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 요금을 가지고 비교하면 가장 확실하지만, 

CVR 자체 효율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표본을 

수집할 때의 환경과 CVR을 검증할 때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합성이 부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미엄 cell 건물의 CVR 적용 대상 부하와 

전압의 변동이 일정시간동안 유지되는 부하의 특성을 확인하였

다. 그림 7과 같이 일정시간 동안 소비전력은 동일하게 유지되었

고 전압 또한 큰 변동이 없는 시간대에 전압제어에 따른 소비전

력 변화를 실증하였다.

부하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대에 단기적으로 전압

을 낮춰서 소비전력을 변화를 확인하고, 다시 전압을 전압 제어 

이전 상태로 전환하여 전압 제어 전과 동일한 부하 및 전압 패

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CVR 효율을 검증하였다.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10 차례 이상 전압제어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사

례연구에는 그 중 가장 특이한 결과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CVR

의 효율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8은 AVR의 전압을 

211[V]로 낮췄을 때 전압과 소비전력이 안정된 시점에서의 소비

전력 및 전압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 후 그림 9에서와 같이 

전압을 제어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그림 7에서와 거의 유사한 소

비전력과 전압으로 복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3 실증 테스트 결과

4.2와 같은 효율 검증을 통해 얻은 여러 결과들 중 그림 7, 8, 

9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사례들은 대부분 평균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본 절에서는 그 중 가장 특이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3, 4, 5는 각각 R, S, T 상의 효율 검증을 나타내고 있다. 

표 6과 같은 각 상 별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R, S, T 상의 전압 

감소 대비 소비전력 감소를 나타내었고, 이를 기준으로 CVR 

factor를 산출하였다.

구분
평균전력

[kW]

입력전압

[V]

출력전압

[V]

CVR 적용 전 14.40 215.53 215.54

CVR 적용 후 14.13 215.80 211.19

CVR 테스트 이후 14.40 216.04 215.95

표 3 R상 대상 CVR 효율검증.

Table 3 CVR estimation of phase R.

구분
평균전력

[kW]

입력전압

[V]

출력전압

[V]

CVR 적용 전 5.80 218.35 218.38

CVR 적용 후 5.50 218.24 210.73

CVR 테스트 이후 5.80 218.55 218.62

표 4 S상 대상 CVR 효율검증.

Table 4 CVR estimation of phas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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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전력

[kW]

입력전압

[V]

출력전압

[V]

CVR 적용 전 7.62 216.76 216.26

CVR 적용 후 7.44 216.45 209.66

CVR 테스트 이후 7.68 216.51 216.11

표 5 T상 대상 CVR 효율검증.

Table 5 CVR estimation of phase T.

구분
전압감소

[%]

소비전력 감소 

[%]
CVR factor

R상 2.1 1.88 0.9

S상 3.41 5.17 1.51

T상 3.09 2.36 0.76

표 6 각 상별 CVR 효율검증.

Table 6 CVR estimation of each phase.

표 6에서 제시한 결과는 S상에서 CVRf가 1.51이라는 높은 수

치로 나타난 특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3상 소비전력의전체적인 

CVRf는 소비전력의 크기를 가중치로 두어 계산해야 실질적인 전

압제어에 따른 소비전력 감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각 상의 소비전력 크기의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CVRf를 산

출해보면 다른 0.7~1.2 사이의 CVRf와 유사하게 각각 1.07, 0.8, 

1.11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는 이유는 조명 부하 외에 부하의 특성이 시시각각 변하는 콘센

트 부하를 대상으로 하여 부하의 특성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증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프리미엄 cell 

건물의 부하 특성 상 CVRf는 평균적으로 1로 나타났으며, 전압 

1% 당 소비전력 1% 감소의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전압에 따라 소비전력 제어가 가능한 부하들이 주

로 분포되어있는 조명과 콘센트 부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외 연구 사례 기준 0.7 이라는 CVR factor 보다 높은 평균 1.0

의 효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 CVR이 부하 특성을 고려할 수 없

이 전체 배전 선로에 연계된 모든 부하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면, 선택적으로 부하를 세분화 하여 CVR을 적용할 수 있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소비전력 절감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형 전압제어 방식의 AVR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압 제어에 대한 부담이 낮으며 220V 저압 레벨에서 적

은 용량을 대상의 AVR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비비용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선형 전압제어 방식의 AVR을 저압단에서 설치하여 

부하 특성에 따른 구분적 CVR의 적용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효율 검증 결과 DoE에서 제시한 평균 CVRf 0.7보다 

높은 CVRf 1.0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옥내 배선 구조

를 활용하여 조명 부하와 콘센트 부하에만 CVR을 선택적으로 적

용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효율은 짧은 기간 동

안 특정 부하를 대상으로 적은 용량에 대한 실증이어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실제 부하를 대상으로 부하 특성을 파악하고 

CVR을 적용하여 효율검증을 위하여 실증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경제적 활용 관점에서는 부하사용량이 높은 부하를 대상으로 

말단의 전압유지를 고려하여 변전소 인출단의 전압을 올리면, 변

전소 인출단 부근의 부하는 피크부하 때에도 전압이 높거나 정격

전압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이 때 CVR을 적용하면 최소 허용 

전압과 현재 전압의 편차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 

적용 요금제가 일괄적인 요금제라면 경제석은 낮아지며, 시간대

별 요금제에 피크 대상 요금제가 함께 적용된다면 경제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향후 연구는 AVR의 적용 범위를 넓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연결하여 소비전력 용량을 높이고, 전압이 높게 분포되는 변전소 

인출단 인근의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 및 실증, 그리고 부하의 특

성에 따라 전압을 낮추는 것이 아닌 높이는 것을 통한 소비전력 

절감 효율 검증도 계획 중에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기존 CVR이 가진 고정된 방식을 모듈형태

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효율을 검증하여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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