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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기반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특성에 따른 분산전원의 

수용용량 및 전압조정 설비의 운영 계획 분석

Analysis of the Hosting Capacity of the Distributed Generation and Voltage Regulation 

Devices Operation According to Reactive Power Control Scheme of the Inverter-based 

Distribute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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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stributed generations (DGs) us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power systems have been widely integrated, and 

many of these DGs have intermittency. DGs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overall voltage profile of the system through the 

reactive power control for a voltage support. Therefore, in the planning stage of the optimal operation and dispatch of voltage 

regulation devices, DGs' hosting capacity with the reactive power control schem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model the IEEE 34-bus test feeder, including all essential equipment. An optimization method is utilized to determine the 

optimal siting and operation of the voltage regulation devices in the presence of DGs with reactive power control scheme. 

Finally, we compare the optimal results of the each cas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hosting capacity of the DGs 

and voltage regulation device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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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커패시터 뱅크, 선로 전압조정기 (Step Voltage Regulator, 

SVR)는 전통적으로 역률개선 및 전압조정에 이용되는 전압조정 

설비이다[1-2].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분

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 DG)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

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전체 발전량 대비 20% 까지 증가시키

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3]. 이처럼 분산전원이 전력계통에 

광범위하게 설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계통 운영자가 새로운 

전압조정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분산전원의 출력이나 무효전

력 제어 특성이 각 설비의 위치나 동작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설치될 분산전원

의 수용용량과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특성, 그리고 전압조정 

설비들의 최적 운영 계획 및 설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분산전원과 전압조정 설비들의 최적 배치와 관련된 다수의 문

헌들이 존재한다[4-9]. 많은 연구자들이 분산전원의 용량이나 위

치, 커패시터 뱅크의 용량 및 위치, SVR의 최적 정정치와 같은 

요인들을 최적화하여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계통의 전압 

지원을 위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특성을 상기의 고려사항

들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IEEE 34-bus test feeder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대상이 되는 분산전원의 용량과 위치, 커패시

터 뱅크의 용량과 위치, SVR의 정정치는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방식에 따른 사례 연구로써 각각 최적화되어 비교된다. 최

적화 변수들은 COM interface를 이용하여 Open-Source 

Distribution System Simulator (OpenDSS) 에 할당된 후 

Quasi-static time-series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류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된다[10-11]. 최적화 문제는 Design Analysis Kit 

for Optimization and Terascale Applications (DAKOTA)를 이

용하여 해결한다[12]. 

2. 계통의 전압 지원을 위한 인버터 기반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특성

인버터 기반의 분산전원은 기존의 동기발전기처럼 계통의 전압과 

주파수를 보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회사 입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전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분산전원을 이용한 

전압 지원은 분산전원의 전압조정 기능과 큰 연관이 있으며, 인버터

를 이용하여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식으로 계통의 전압 

상태에 따라서 전압 지원을 수행한다. 전압 변동에 대한 무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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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방법은 고정 무효 전력 (Fixed Q) 제어, 고정 역률 (Fixed 

cos) 제어, 유효전력에 따른 가변 역률 (cos ) 제어, 전압 기

반 무효전력 () 제어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본 연구에

서는 과전압 방지를 위한 Fixed cos 제어와 cos   제어에만 

초점을 두었다. 각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 Fixed cos 제어

Fixed cos 제어는 분산전원의 과도한 연계로 인한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전원의 동작 역률을 유도성으로 설정하여 

지상 부하와 같이 무효전력을 흡수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산전원에 의해 제어되는 무효전력 출력

량은 다음 식 (1)과 같이 고정된 역률로 인하여 유효전력의 출력

량에 비례하게 된다.

cos   (1)

cos  및 cos  로 가정하였을 때, 분산전원의 유

효전력, 무효전력 출력 및 계통 전압 프로파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곡선

(b) 역률 차이에 따른 계통 전압 프로파일

그림 1 Fixed cos 제어 적용 시 전력 및 전압 프로파일

Fig. 1 Power and voltage profile related to the fixed cos 

control scheme 

각 분산전원은 시간이나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유효전력 출력

에 비례하는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산전원이 설치된 모선 및 그 주위의 모선 전압까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cos   제어 

cos   제어는 Fixed cos 제어 방법의 단점을 개선한 

방법이다. 유효전력 출력에 비례하는 무효전력 출력을 내보내는 

Fixed cos 제어 방법은 분산전원의 간헐성으로 인하여 유효전

력 출력이 많지 않을 때에도 그에 비례하는 무효전력을 흡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유효전력 출력이 낮아 지역 부하를 통하여 

전력이 충분히 소모될 수 있는 경우, 유효전력에 비례한 무효전

력 소모는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전력 출

력이 낮을 때는 역률을 높여 무효전력 소모를 방지하는 방법이 

cos   제어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역률은 다음 식 (2)와 같

이 결정된다. 여기서,  는 역률을, 는 유효전력을 나타낸다.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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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 사용된 상수들은 다음 그림 2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2 cos   제어 상수

Fig. 2 Control parameters of the cos   control scheme

그림 2와 같은 제어 상수를 적용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시  상수 값 변화에 따른 출력 전력 및 전압 프로파일은 다

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1의 fixed cos 제어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분

산전원의 유효전력 출력이 0.5 p.u. 이하인 경우 무효전력 흡수량

이 식 (2)에 따른 역률 변화로 인하여 크게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손실의 측면에서는 fixed cos 제어 방

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제어 상수의 값은    

         로 고정시켜 적용하였다.

3. 무효전력 제어 특성에 따른 분산전원의 최대 수용용량 

분석 시뮬레이션

3.1 최적화 문제 수립

Metaheuristic 기법을 통하여 전력계통의 다양한 최적화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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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곡선

(b) C2 파라미터 차이에 따른 계통 전압 프로파일

그림 3 cos  제어 적용 시 전력 및 전압 프로파일

Fig. 3 Power and voltage profile related to the cos  

control scheme 

표 1 최적화 시 제한 사항

Table 1 Constraints for the optimization

구분 내용

변압기 용량 정격을 초과하는 조류 제한

도체 열적 용량 정격 열적 용량을 초과하는 조류 제한

전압 0.9 p.u. ≤ 전압 ≤ 1.1 p.u.

역조류 변압기를 통과하는 역조류 제한

무효전력 출력 분산전원의 정격 출력량 이내로 제한

그림 4 시뮬레이션 흐름도

Fig. 4 A flowchart of the overall simulation 

연계될 수 있는 분산전원의 최대 수용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 식 (3)~(5)와 같은 다중 목적함수를 갖는 최적

화 문제를 수립한다. 여기서, 은 설치되는 분산전원의 총 개수

를 나타낸다. 식 (3)은 설치될 인버터 기반의 분산전원의 전체 용

량 (DG Hosting Capacity, DGHC)을 나타내며, 전력계통의 운영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까지 가능한 최대의 용량을 설치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식 (4)는 분산전원 연계용 인버터의 평균 동작 

역률을 나타낸다. 분산전원이 연계되는 접속점의 역률을 가능한 

높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식 (5)는 계통에 사

용된 전압조정기와 커패시터 뱅크의 운영비용과 변압기, 선로 손

실로 인한 손실비용으로써 전체 운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max 
  



 (3)

max  



 
  




 



 (4)

min 
(5)

각 목적함수는 전력계통의 운영 조건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적화 된다. 제한 사항을 위반 시 페널티를 부

가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모의하였다. 제한 사항은 다

음 표 1과 같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 그림 4와 같

다. OpenDSS는 15분의 매 시뮬레이션 시간 간격마다 조류를 계

산 후 1일 분을 평가한다. 표 1과 같은 제한 사항들을 위반하는

지 판단한 이후, OpenDSS의 COM interface를 통하여 목적함수

가 계산된다. 만약 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목적함수에

는 페널티 값이 추가되어 해당 입력 변수는 최적화된 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DAKOTA는 각 최적화 입력 변수 및 목적함수를 

유전알고리즘의 교차, 돌연변이 과정에 따라서 판단하며 새로운 

세대를 생성하는 반복 과정을 통하여 다중 목적함수를 갖는 최적

화 문제를 해결한다. 

3.2 시뮬레이션 조건 및 모의 계통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은 조건을 가정하여 분산전원의 

최대 수용용량을 평가한다. 먼저 종래와 같이 분산전원이 어떠한 

무효전력의 제어도 없이 역률 1인 상태로 동작이 되는 case에서 

모의 계통에 최대 어느 정도의 분산전원이 연계될 수 있는지 파

악한다. 분산전원은 인버터를 이용하여 계통에 주로 연결되는 태

양광 발전을 가정하였다. 분산전원은 0~200 kVA까지 대상 모선

에 설치될 수 있으며 커패시터 뱅크는 0~60 kvar까지 대상 모선

에 설치될 수 있다. SVR의 정정치는 118~128 V의 목표 전압과 

1~6단계의 탭 밴드까지 변수로 가질 수 있도록 가정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구분 무효전력 제어 특성

Case 1 없음 (cos  )

Case 2 Fixed cos (cos  )

Case 3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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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EEE 34-bus 모의 계통

Fig. 5 IEEE 34-bus test feeder system
그림 6 Case 3에 대한 최적화 결과 파형

Fig. 6 The optimization result plot for case 3

그림 7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Matrix plot

Fig. 7 A matrix plot among the overall simulation results

각 변수들은 최적화 문제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매 시뮬레이션 

시간마다 식 (3)~(5)의 목적함수가 평가된다. 

다음 그림 5는 본 논문의 모의에서 사용된 IEEE 34-bus 모의 

계통의 단선도를 나타낸다. 분산전원은 부하를 갖는 모든 모선에 

설치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커패시터 뱅크는 그 중 3상 부

하를 갖는 모선에서의 설치를 가정하였다. 모의된 계통의 총 부

하량은 1.67 MVA이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6은 cos   제어 방식의 분산전원을 모의한 case 3에

서, 최적화된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각 축은 식 (3)~(5)로 표현

한 목적함수인 운영비용 (Cost), 설치된 DG의 용량 (DGHC), DG

의 역률 (P.F. of DG)을 나타낸다. 

최적화 과정 중에서 최적해로 선택되지 못한 점은 작은 원형

으로 나타내었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최적해는 마름모로 나타내

었다. 즉, 마름모로 나타낸 최적해들은 Pareto optimal front에 

위치한, 실현 가능한 해로 간주할 수 있으며 최적해가 아닌 점들

은 최적화 과정 동안 시험된 다른 해들을 나타낸다. 수립하였던 

최적화 문제에 적합하게 운영비용의 최소화와 DGHC의 최대화, 

분산전원의 역률 최대화를 달성하는 최적해가 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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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모선별 분산전원의 설치 비율

Fig. 8 DG deployment scenario for overall cases

그림 7은 모든 case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나타내며 

각 case 별로 형성된 Pareto Optimal Front에 위치한 최적해들

로 구성하여 최적해 및 case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다. Case 1에 대한 최적해는 파란색 원형, case 2에 대한 최적해

는 빨간색 사각형, case 3에 대한 최적해는 초록색 마름모로 나

타낸다. 

각 행/열은 운영비용이나 DGHC와 같은 목적함수, 커패시터 

뱅크와 SVR (a상만을 나타내었음)의 정정치와 같은 최적화 문제

의 입력 변수를 나타내며 점으로 표현된 한 개의 최적해는 각 

요인이 표시된 고정된 행(열)과 다른 행(열)에 표시된 다른 요인

의 값과 관련된 해이다. 즉, 1행(1열)을 예로 들면 운영비용에 대

한 다른 요인 (DGHC, 커패시터 뱅크 설치 용량 등)의 값이 최적

해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Case 1에서 case 3으로 갈수록 운영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DGHC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1, 2) 

및 (2, 1) 성분에서 case 2와 case 3에 해당하는 운영비용 및 

DGHC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case 구분 없이 운영비용과 

DGHC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를 적용하지 않은 case 1을 제

외하면, 그림 7의 (3, 1), (3, 2), (1, 3), (2, 3)성분에서 나타나듯

이 case 2와 case 3에 대한 DGHC 및 운영비용과 커패시터 뱅크

의 설치 용량이 서로 trade-off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cos   제어와 같은 진보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커패시터 

뱅크의 설치용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운영비용의 증가와 

설치될 수 있는 분산전원 용량의 감소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부하인 IEEE 34-bus 모의 계통의 특성 상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방법은 모두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하

여 분산전원을 지상 부하처럼 운영하도록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

문에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전압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특히 분산전원의 설치 용량 자체도 case 2에 비하

여 case 3의 경우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설치된 부하량을 고

려하면 더 큰 유효전력 손실을 야기하여 운영비용의 증가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2에 비해 줄어든 분산전원 설치 

용량으로 인한 피크 부하 시간대의 저전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

패시터 뱅크가 더 많이 설치되도록 최적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SVR의 정정치는 탭 밴드의 경우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성이 크게 

없이 적절한 값으로 최적화된 반면, 목표 전압의 경우 다양한 값

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소의 운영비용을 나타내는 최적해에 대한 각 case 별 분산

전원의 모선별 설치 용량 비율은 그림 8과 같다. 전체 설치 용량 

대비 각 모선에 설치된 분산전원의 비율을 %단위로 표현한 것으

로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방법에 따라서 분산전원이 설치되

는 모선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Case 1, 2의 경우 주전원 측

에 가까운 모선에 분산전원이 많이 설치되는 경향인 반면, 진보

된 제어 방식을 사용한 case 3의 경우 주전원 쪽이 아닌 각 분

기별 말단 모선인 Mid848, Mid844, 890 모선의 전압 강하를 방

지하기 위하여 분산전원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의 

경우 운영비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둔 결과로서, 다중 목적함수 

최적화 문제의 특성상 최적화 시키려는 변수에 따라서 최적해는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문제 해결을 이용하여 전압조정 설비들

의 설치 위치 및 용량, 정정치와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제어 기법 

및 설치 위치와 용량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보였다. IEEE 

34-bus 모의 계통을 이용하여 fixed cos, cos  제어 방

식을 갖는 분산전원이 계통에 최대로 침투할 경우, 전압조정 설

비들을 고려한 각 요소들의 최적 설치 및 운영 계획을 결정하였

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의된 계통에 한해서, 분산전원의 설치 용량 및 운영비용과 

커패시터 뱅크의 설치 용량이 서로 trade-off 관계임을 확인하

였다. 전압 프로파일의 안정화를 위하여 무효전력 제어 방법에 

따라 분산전원의 설치 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

력 손실에도 차이가 생겨 운영비용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다.

향후 Volt/Var 제어와 같이 저전압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무

효전력 제어 방법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계통에서의 평가를 수행

할 계획이다. Volt/Var 제어 방법을 적용할 시, 상대적으로 부하

량이 큰 전력계통에 분산전원이 연계되어도 Volt/Var 제어를 통

해 전압 강하 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제어되지 

않는 분산전원이 연계되었을 때 보다 더 큰 용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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