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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한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 수용성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rge-scale Adoption Method of Distribution System Interconnected with 

PV System by Energy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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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f large-scale PV systems are continuously interconnected to distribution system, customer voltages could violate the 

allowable voltage limit(220±13V) according to reverse power flow of PV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flexible adoption evaluation algorithm of PV system in distribution system which estimates proper introduction capacity 

and location of ESS(energy storage system) for keeping customer voltages within allowable voltage limit based on various 

operating scenarios related with connecting point and capacity of PV system. And also this paper proposes modeling of ESS, 

SVR(step voltage regulator) and PV system using PSCAD/EMTDC S/W and analyzes characteristics of customer voltages and the 

adoption ability of PV system in distribution system. From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proposed algorithm is 

useful for large-scale adoption of PV system in distribution system to maintain customer voltages within allowable voltag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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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의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석탄 발전원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전원 및 풍력발전 중

심의 신재생에너지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태양광전원의 수용한계를 없애고 1MW 이하의 태양광전

원을 무제한으로 접속을 허용하여, 대용량 태양광전원이 배전계통

에 연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용량의 태양광전원이 배전

계통에 도입되어 운용될 경우, 태양광전원의 급격한 출력 변동성

으로 인해 배전계통 운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낮 

시간대에 태양광전원의 출력이 부하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배전계

통의 역조류 현상이 발생하여, 태양광전원 연계지점의 수용가전압

이 규정전압범위(220±13V)를 벗어나게 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를 신재생에너지전원의 급격한 출력변동성에 대한 전압안정

화 방안으로 활용하고, 배전계통에서 태양광전원의 수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태양광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

될 경우, 전기저장장치에 의한 태양광전원의 배전계통 수용성 향

상을 위한 평가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전원의 

연계구간 및 용량 등의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수용

가의 규정전압범위 이내로 유지시키는 적정한 전기저장장치의 도

입용량과 도입구간을 산정한다. 또한 배전계통 상용해석 프로그

램인 PSCAD/EMTDC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유‧무효전력을 제

어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와 일정전압송출방식의 선로전압조정

장치(step voltage regulator: SVR), 대규모의 태양광전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배전계통 모델링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

의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서 선로조정장치 유‧무에 따

른 수용가전압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배전계통의 수용성 평

가알고리즘 및 모델링에 의하여, 수용가전압을 규정범위 이내로 

유지시키는 전기저장장치의 적정 도입용량과 도입구간을 산정하

여, 본 논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2. 태양광전원 연계 시 배전계통의 문제점 분석

대용량 태양광전원은 기후조건(일사량, 온도)에 따라 급격한 

출력변동이 발생하여, 배전계통의 적정한 전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태양광전원의 출력은 기존의 전력 조류와 달리 

역방향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용가의 전압관리에 어려움

을 더하고 있다[6-7]. 그림 1은 태양광전원의 연계상황에 따른 

수용가의 전압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a는 태양광전원이 

연계되기 전의 전압변동 특성이며, 그림 1의 b는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후의 전압변동 특성이다. 여기서, 그림 1의 a는 배전선로

의 전압강하로 인해 수용가측 전압이 일방적으로 감소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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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의 b는 대용량 태양광전원이 배전계통

에 연계되어 태양광전원의 발전량에 의하여 수용가측 전압이 상

승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전원의 연계지점 근처의 수

용가전압이 규정전압의 상한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배전계

통의 전압 안정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로전압조정장치와 전기저장장치를 도입하여, 배전계통

의 전압 안정도를 높이고, 태양광전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

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태양광전원의 연계조건에 따른 수용가전압 특성

Fig. 1 Customer voltages depending on connection condition 

of PV system 

3. 전기저장장치에 의한 태양광전원의 

배전계통 수용성 평가알고리즘

3.1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산정 알고리즘

주상변압기 2차측의 직하 및 말단 수용가전압은 식 (1)과 식 

(2)와 같이 고압배전선로의 전압과 주상변압기의 1차측 탭 전압, 

저압선로의 전압강하 그리고 부하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


 ×         (1)

      ×


 ×         (2)

여기서, : n번째 구간,   : n번째 구간에서의 직

하수용가 전압,   : n번째 구간에서의 말단수

용가 전압,    : n번째 구간에서의 1차측 전

압, : 주상변압기의 1차측 탭 전압,  : 주상변압

기부터 직하수용가까지의 저압선로 전압강하,  : 주

상변압기부터 말단수용가까지의 저압선로 전압강하, 

  : 부하율

ESS의 충 · 방전 모드의 결정은 식 (1)과 식 (2)를 바탕으로 

수용가전압이 규정전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충·방전 동작은 식 (3)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수용가전압

이 상한치(233V)를 초과하게 되면 ESS는 충전동작( )을 

수행하고, 하한치(207V)를 벗어나면 방전동작(  )이 이루어

진다.

 











 if      or    

 if      or    

 

    (3)

여기서, : ESS의 충·방전 동작 모드

한편 상기의 직하와 말단 수용가의 전압에서 규정전압범위를 

가장 많이 벗어난 수용가전압을 주상변압기의 탭 전압과 저압선

로의 전압강하, 부하율을 고려하여 고압측으로 환산하면, 식 (4)

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max  ×  ×


     (4)

min   min  ×  ×


      (5)

여기서, max : 규정치를 벗어난 수용가전압 가운데에서 가

장 큰 수용가전압을 고압측으로 환산한 값, min : 
규정치를 벗어난 수용가전압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수용

가전압을 고압측으로 환산한 값, max : 모든 구간

에 대하여 규정전압범위를 가장 큰 값으로 벗어난 직하 

수용가전압, min : 모든 구간에 대하여 규정전압범

위를 가장 작은 값으로 벗어난 말단 수용가전압

한편, 규정전압의 상·하한치를 고려한 ESS의 충·방전 동작전

압은 식 (6)과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수용가전압의 

상·하한치와 저압수용가의 직하와 말단까지의 전압강하, 부하율을 

고려하여, 저압측의 ESS 충·방전 동작전압이 결정되고, 주상변압

기 탭 전압에 의하여 고압측으로 환산된다.

    ×  ×


           (6)

    ×  ×


           (7)

여기서,  : ESS의 충전 동작전압,  : ESS의 방전 동

작전압

식 (4)와 식 (5)에서 구한 직하 및 말단 수용가를 고압측으로 

환산한 값과 식 (6)과 식 (7)에서 구한 ESS의 충·방전 동작전압

을 비교하여, 충전시의 ESS 전압조정범위는 식 (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고, 방전시의 ESS 전압조정범위는 식 (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두 운전모드 가운데 큰 ESS의 전압조정범위를 

구하면 식 (10)과 같다. 여기서,  을 구하기 위하여 배전계

통의 제반운용조건은 피크부하시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가능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다.

    max              (8)

    mi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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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서,  : 충전시의 ESS 전압조정범위,  : 방

전시의 ESS 전압조정범위,  : ESS의 전압조정범위

따라서, 태양광전원이 대용량으로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경우, 

수용가의 규정전압 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적정 

도입용량은 식 (10)에서 구한 전기저장장치의 전압조정범위까지 

도입구간별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산

정한다. 즉, 규정전압 범위를 가장 많이 벗어난 수용가전압이 규

정전압 범위 이내를 만족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산정

한다. 

3.2 태양광전원의 배전계통 수용성 평가알고리즘

배전계통에서 태양광전원의 연계위치나 연계용량에 따라, 수용

가전압이 규정전압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배전계통의 태양광전

원 수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

광전원의 연계구간 및 용량 등의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에 기반하

여, 수용가의 규정전압 범위를 만족시키는 적정한 전기저장장치

의 도입용량과 도입구간을 산정하는 배전계통 수용성 평가알고리

즘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선로의 종류, 선로의 길이, 부하량, SVR의 설치 유‧

무 등의 배전계통 데이터를 입력한다. 또한, 중부하시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주상변압기 탭을 산정한다. 

[Step 2] 전기저장장치의 kWh 도입용량(  ) 및  태양

광전원의 도입구간( )을 초기값으로 설정한다.

[Step 3] 태양광전원의 용량()을 초기값으로 설정한다.

[Step 4] 전기저장장치의 도입구간()을 초기값으로 설정

한다.

[Step 5] 시뮬레이션 시간대()를 초기값으로 설정한다.

[Step 6] 전기저장장치의 kW 도입용량(  )을 초기값으

로 설정한다.

[Step 7] 시뮬레이션 시간대()가 최대 시간대(max )보다 크

면, [Step 13]으로 넘어간다.

[Step 8] 모든 수용가 구간()에 대하여, 태양광전원의 용

량과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용량을 고려한 수용가전압을 계산하고, 

모든 구간에 대하여 규정전압 범위를 가장 크게 벗어난 주상변압

기 2차측 직하 수용가전압(max )을 산정한다. 

[Step 9] [Step 8]에서 산정한 직하 수용가전압(max )이 

규정전압 범위의 상한치( )를 벗어나지 않으면, [Step 7]

로 돌아간다.

[Step 10] [Step 9]에서 산정한 직하 수용가전압(max )
이 규정전압 범위의 상한치()를 벗어나면, 이 수용가전

압이 규정 전압범위 이내에 들어오도록 ESS의 전압조정범위

( )에 상응하는 전기저장장치의 kW 도입용량(  )을 

산정한다.

[Step 11] 상기의 [Step 10]에서 구한 전기저장장치의 kW 

도입용량을 적분하여, 전기저장장치의 kWh 도입용량(  )을 

산정한다.

[Step 12] 전기저장장치의 모든 도입구간에 대하여 최소의 전

기저장장치 kW, kWh 용량을 적정 도입용량으로 산정하고, 그 

값을 갖는 구간을 적정 도입구간으로 결정한다.

[Step 13]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이 최대용량(max )보다 작

은 경우, 태양광전원의 용량을 단계별로 증가시켜 [Step 4]로 돌

아간다. 한편, 모든 구간에 대하여 태양광전원을 상정하여 상기의 

절차를 반복한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를 플로우차트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태양광전원의 배전계통 수용성 평가알고리즘

Fig. 2 Adoption evaluation algorithm of PV system in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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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기저장장치의 모델링

Fig. 3 Modeling of ESS 

4. PSCAD/EMTDC에 의한 

전기저장장치 및 배전계통 모델링

4.1 전기저장장치

목표로 하는 전기저장장치의 유효분과 무효분의 출력을 얻기 

위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출력을 결정하는 d-q축의 기준전류(
, 


 )를 산정해야한다. 즉, 전기저장장치의 기준 DC 링크전압과 목

표전력에 의한 DC 링크전압을 비교하여 전압차를 구한 후, 이 

전압차를 비례적분하면 목표로 하는 d-q축의 기준전류를 식 

(11)과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11)

  




                 (12)

여기서, : d축 기준전류, : q축 기준전류,   : 기준 

DC 링크전압,    : 목표 DC 링크전압

또한, 기준전류가 음의 값을 가질 때 전기저장장치를 충전시키

고, 양의 값을 가질 때 전기저장장치를 방전시키기 위하여, 전류

제어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인버터 출력을 위한 d-q축 전압을 구

하면, 식 (13)과 식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        (14)

여기서,  ,  : d-q축 전압, : 인버터 출력의 기준전류,  , 

 : 계통전류의 d-q축 전류,  : 계통의 순시전압 

따라서, 상기의 식 (13), 식 (14)에 의하여 정전류원으로 충·방

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를 모델링하면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전류 제어부는 디커플링 회로이기 때문에 유효전력과 무

효전력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양방향인버터

의 출력전압은 역 좌표변환과정에서 위상고정회로(Phase Locked 

Loop: PLL) 방식을 적용하여 계통전압과 위상을 동기화시킨다.

4.2 선로전압조정장치

선로전압조정장치의 제어부를 모델링하면 그림 4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A부분은 목표로 하는 전압(Vset)과 선로전압

조정장치의 2차측 전압(Vmeans)의 오차를 구하는 것이고, B부분

은 오차에 대한 불감대폭(BW)의 범위를  벗어난 값인지 판정하

는 것이다. C부분에서는 오차가 시지연동안 지속되면 다음 단계

로 수행하고, 지속되지 않으면 초기치로 정정한다.

상기에서 구한 오차를 통해, 선로전압조정장치의 탭 동작제어

부를 모델링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부분

은 오차가 양의 값으로 탭 업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B부분은 

오차가 음의 값으로 탭 다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C부

분은 최종적으로 탭 위치를 선택하여 선로전압조정장치의 2차측 

전압을 일정하게 송출하는 것이다.

그림 4 SVR의 제어부 모델링

Fig. 4 Modeling of control section in SVR  

그림 5 SVR의 탭 동작 제어 모델링

Fig. 5 Modeling of tap control in SVR

4.3 태양광전원

태양광전원용 계통연계용 인버터에 대하여 목표로 하는 유효전

력과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PI제어기를 이용하여  전류제어 

알고리즘을 모델링하면 그림 6과 같다. 여기서, 인버터의 전류 제

어부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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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태양광전원의 전류제어모델링

Fig. 6 Modeling of current control in PV system

상기의 모델링에서 구한  와  는 d-q 좌표변환을 통해 3

상의 전압으로 변환되며, IGBT를 구동시키기 위한 6개의 신호로 

사용되는 PWM을 모델링하면,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태양광전원의 PWM 모델링

Fig. 7 Modeling of PWM in PV system

한편, 계통연계용 인버터를 모델링하면 그림 8과 같고,  PWM 

으로부터 나온 6개의 스위칭 신호에 의하여 태양광전원에서 생성

된 DC 출력을 120°의 위상차를 갖는 3상의 AC출력으로 변환시

킨다.

그림 8 계통연계용 인버터의 모델링

Fig. 8 Modeling of grid connected inverter

4.4 전체 배전계통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PSCAD/EMTDC를 이용하여, 전기저

장장치, 태양광전원 및 선로전압조정장치 등으로 구성된 전체 배

전계통을 모델링하면 그림 9와 같다. 여기서 A 부분은 배전용 변

전소, B부분은 선로전압조정장치, C부분은 수용가 부하, D부분은 

태양광전원, E부분은 전기저장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전체 배전계통 모델링

Fig. 9 Modeling of entire distribution system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5.1 시뮬레이션 조건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전원의 연계구간 및 용량 등의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수용가전압의 규정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용량과 도입구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은 시뮬레이션 조건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배전선로는 

6개 구간으로 나누고, 1번~4번 구간의 선종은 ACSR-160[㎟], 5

번~6번 구간의 선종은 ACSR-95[㎟]를 상정하고, 정임피던스 부

하와 역률은 0.9로 상정하였다. 저압측의 전압강하 분담률은 주상

변압기의 전압강하분(2%)과 저압 배전선로 전압강하분(4%), 인입

선 전압강하분(2%)으로 상정하였다.

표    1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구간
선로 임피던스 선로 길이

[km]

시간대 별 

부하 변동분 [MVA]
역률

R[Ω/km] X[Ω/km]

1 0.18 0.39 3 0.48~1.12 0.9

2 0.18 0.39 4 0.48~1.12 0.9

3 0.18 0.39 6 0.51~1.19 0.9

4 0.18 0.39 7 0.51~1.19 0.9

5 0.4 0.48 6 0.51~1.19 0.9

6 0.4 0.48 5 0.51~1.19 0.9

한편, 배전용 변전소의 송출전압은 13,200[V]의 일정값으로 

상정하였으며, 주상변압기의 1차측 탭은 1~4번 구간은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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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3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수용가전압 특성

Fig. 11 Customer voltages with 3MW PV system 

그림 12 5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수용가전압 특성

Fig. 12 Customer voltages with 5MW PV system

5~6번 구간은 12,600을 적용하였다. 또한 SVR의 설치위치는 5% 

전압강하지점인 5번 구간으로 상정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전압송출방식(13,200[V])을 채택하였다. 태양광발전량과 일 

부하 곡선은 그림 10과 같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하를 고려하였

다[9-10].

그림 10 일 부하 및 태양광 발전량

Fig. 10 Daily load and PV output

5.2 SVR이 미설치된 배전선로의 수용가전압 특성분석

여기서는 SVR이 고압배전선로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

여, 태양광전원의 연계위치와 연계용량에 따라 수용가전압의 변

동특성을 파악하고, 규정 전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정하

게 유지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위치 및 용량을 산정한다. 

먼저, 태양광전원의 연계지점을 말단인 6번 구간으로 상정하고, 

태양광전원의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직하지점의 수용

가전압을 분석하면 그림 11~그림 13과 같다. 이 그림에서와 같

이, 태양광전원이 연계되면 수용가전압이 과전압 현상에 의하여 

규정전압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태양광전원의 용

량이 증가될수록 규정전압범위를 벗어나는 폭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로 말단에 연계된 태양광전원의 역

조류가 경부하시의 전압상승을 초래하여, 수용가전압이 큰 폭으

로 규정전압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3 7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수용가전압 특성

Fig. 13 Customer voltages with 7MW PV system

따라서 상기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따라 수용가의 규정전압

범위를 만족시키는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산정하면 표 2~표 4

와 같다. 여기서,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

면,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용량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즉, 태양

광전원의 연계용량이 3[MW]이면 전기저장장치의 적정한 kW 도

입용량은 1[MW]이고, kWh 도입용량은 1[MWh]이며, 태양광전

원의 연계용량이 7[MW]이면 전기저장장치의 kW 도입용량은 

5[MW]이고, kWh 도입용량은 14.2[MWh]로 산정되었다.

표 2 3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전기저장장치 도입용량

Table 2 Introduction capacity of ESS with 3MW PV system

구

간

시간

[h]

부하

[MVA]

PV

[MW]

ESS 연계 전 

수용가전압

[V]

ESS 연계 후 

수용가전압

[V]

ESS kW

도입용량

[MW]

ESS kWh

도입용량

[MWh]

6 13 4.5 3 236.7 232.6 1 1

표    3 5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전기저장장치 도입용량 

Table 3 Introduction capacity of ESS with 5MW PV system

구

간

시간

[h]

부하

[MVA]

PV

[MW]

ESS 연계 전 

수용가전압

[V]

ESS 연계 후 

수용가전압

[V]

ESS kW

도입용량

[MW]

ESS kWh

도입용량

[MWh]

6 12 6.8 4.2 233.9 232.7 0.3

4.7
6 13 4.5 5 244.9 232.7 3

6 14 5.5 4.1 237.6 232.8 1.2

6 16 5.8 3.2 233.5 232.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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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수용가전압 특성

Fig. 14 Customer voltages with 3MW PV system 

그림 15 5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수용가전압 특성

Fig. 15 Customer voltages with 5MW PV system

그림 16 7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수용가전압 특성

Fig. 16 Customer voltages with 7MW PV system

표    4 7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전기저장장치 도입용량 

Table 4 Introduction capacity of ESS with 7MW PV system

구

간

시간

[h]

부하

[MVA]

PV

[MW]

ESS 연계 전 

수용가전압

[V]

ESS 연계 후 

수용가전압

[V]

ESS kW

도입용량

[MW]

ESS kWh

도입용량

[MWh]

6 11 6.9 4.6 235.1 232.6 0.6

14.2

6 12 6.8 5.9 240.9 232.6 2

6 13 4.5 7.0 253.5 232.7 5

6 14 5.5 5.7 244.4 232.9 2.8

6 15 6 4.6 238.1 232.8 1.3

6 16 5.8 4.6 238.8 232.7 1.5

6 17 5.3 3.7 236.9 232.9 1

5.3 SVR이 설치된 배전선로의 수용가전압 특성분석

여기서는 SVR이 고압배전선로에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태양

광전원의 연계위치와 연계용량에 따라 수용가전압의 변동특성을 

파악하고, 규정 전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유지하

기 위한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위치 및 용량을 산정한다. 먼저, 5.2

절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태양광전원의 연계지점과 태양광전

원의 용량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직하지점의 수용가전압을 분석

하면 그림 14~그림 16과 같다. 여기서 그림 14와 같이, 3[MW]

의 태양광전원이 계통에 연계된 경우, 모든 수용가전압이 규정전

압 범위를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와 같이, 태양광전원이 연계되면 수용가전압이 과전압 현상에 의

하여 규정전압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태양광전원

의 용량이 증가될수록 규정전압범위를 벗어나는 폭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로 말단에 연계된 태양광전원

의 역조류가 경부하시의 전압상승을 초래하여, 수용가전압이 큰 

폭으로 규정전압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따라 수용가의 규정전압

범위를 만족시키는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산정하면 표 5와 표 

6과 같다. 여기서,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

면,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용량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즉, 태양

광전원의 연계용량이 5[MW]이면 전기저장장치의 적정 kW 도입

용량은 0.8[MW]이고, kWh 도입용량은 0.8[MWh]이며, 태양광전

원의 연계용량이 7[MW]이면 전기저장장치의 적정 kW 도입용량

은 2.8[MW]이고, kWh 도입용량은 4.2[MWh]로 산정되었다.

표    5 5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전기저장장치 도입용량

Table 5 Introduction capacity of ESS with 5MW PV system

구

간

시간

[h]

부하

[MVA]

PV

[MW]

ESS 연계 전 

수용가전압

[V]

ESS 연계 후 

수용가전압

[V]

ESS kW

도입용량

[MW]

ESS kWh

도입용량

[MWh]

6 13 4.5 5 234.5 232.8 0.8 0.8

표    6 7MW 태양광전원 연계 시 전기저장장치 도입용량

Table 6 Introduction capacity of ESS with 7MW PV system

구

간

시간

[h]

부하

[MVA]

PV

[MW]

ESS 연계 전 

수용가전압

[V]

ESS 연계 후 

수용가전압

[V]

ESS kW

도입용량

[MW]

ESS kWh

도입용량

[MWh]

6 12 6.8 5.9 233.9 232.8 0.5

4.26 13 4.5 7 238.7 232.8 2.8

6 14 5.5 5.7 234.8 232.9 0.9

5.4 SVR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

상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SVR의 유‧무에 따른 ESS

의 도입용량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즉,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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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VR 유 무에 따른 전기저장장치의 도입용량

Table 7 Introduction capacity of ESS depending SVR 

installation

SVR 설치 

유 무
SVR 미설치 SVR 설치

태양광전원 

연계용량
3[MW] 5[MW] 7[MW] 3[MW] 5[MW] 7[MW]

ESS의 kW 

도입용량 [MW]
1 3 5 0 0.8 2.8

ESS의 kWh 

도입용량 [MWh]
1 4.7 14.2 0 1 4.2

이 3[MW]이면 SVR이 설치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적정한 

kW 도입용량은 1[MW]에서 0[MW]로 감소되며, kWh 도입용량

도 1[MWh]에서 0[MWh]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태양

광전원의 연계용량이 5[MW]이면 적정한 kW 도입용량은 

3[MW]에서 0.8[MW]로, kWh 도입용량은 4.7[MWh]에서 

1[MWh]로 감소되며,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이 7[MW]이면, 적

정한 kW 도입용량은 5[MW]에서 2.8[MW]로, kWh 도입용량은 

14.2[MWh]에서 4.2[MWh]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SVR이 배전계통에 설치되면, 설치되지 않은 경우보다 ESS의 적

정한 도입용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SVR의 일정전

압송출방식에 의하여 태양광전원의 역조류에 의한 수용가의 과전

압현상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배전계통에서 태양광전원의 수용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대용량 태양광발전의 원

활한 도입을 위하여, 배전계통의 수용가전압을 규정전압범위 이

내로 유지시키는 전기저장장치의 적정한 도입용량과 도입위치를 

산정하는 배전계통 수용성 평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

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용량의 태양광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면, 경부하시 태

양광전원에서 공급하는 역조류가 전압상승을 초래하여, 규

정전압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태양광전원의 

용량이 증가될수록 규정전압범위를 벗어나는 폭은 증가됨

을 알 수 있었다. 

(2)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VR의 유‧무의 

따른 ESS의 도입용량을 비교하면,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

이 3[MW]이면 SVR이 설치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적

정한 kW 도입용량은 1[MW]에서 0[MW]로 감소되며, 

kWh 도입용량도 1[MWh]에서 0[MWh]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이 5[MW]이면 적정

한 kW 도입용량은 3[MW]에서 0.8[MW]로, kWh 도입용

량은 4.7[MWh]에서 1[MWh]로 감소되며, 태양광전원의 

연계용량이 7[MW]이면, 적정한 kW 도입용량은 5[MW]에

서 2.8[MW]로, kWh 도입용량은 14.2[MWh]에서 4.2 

[MWh]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3) SVR이 배전계통에 설치되면, 설치되지 않은 경우보다 ESS

의 적정한 도입용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SVR

의 일정전압송출방식에 의하여 태양광전원의 역조류에 의한 

수용가의 과전압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배전계통에서 

태양광전원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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