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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nd power and photovoltaic(PV) generation systems are the fastest growing sources of renewable energy. 

The nonlinear devices, such as power electronic converter or inverter, of wind power and PV generation systems are the 

source of harmonics in power systems. The harmonic-related problems can have significant detrimental effects in the 

power system, such as capacitor heating, data communication interference, rotating equipment heating, transformer 

heating, relay misoperation and switchgear failure. There is a greater need for harmonic analysis that can properly 

maintain the power quality. By measuring harmonics of existing wind power and PV generation systems as harmonics 

modeling, the studies were made to see the harmonic impact of grid-connected wind power and PV gene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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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발 과 태양 발 시스템은 화석에 지 고갈  환경

오염 감에 처할 수 있는 신재생에 지원으로 실효성  

정책 인 지원에 힘입어 력계통에서 차지하는 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기존의 력계통에 연계되어 

운 되는 풍력발 시스템과 태양 발 시스템은 비선형성

(Nonlinear) 력 자소자로 구성된 비교  용량이 큰 콘버

터 는 인버터가 설치되어 운 되므로 력품질을 하시

키는 고조 력이 발생한다. 력계통에 고조 력이 발

생하여 흐르게 되면 력기기  력 이블을 열화 시키고, 

개폐장치 고장을 유발하며, 력용 콘덴서  리액터 소손사

고와 같은 장해를 일으킨다[4].

본 논문은 운 되고 있는 풍력발 소와 태양 발 소 

장에서 실측한 고조 력을 모의하고 력계통에 나타나는 

고조 류  고조 압을 해석하여 계통에 미치는 향

을 검토하고 아울러 정 고조  억제 책을 모의하 다.

2. 풍력발   태양 발 시스템 특성

2.1 풍력발  시스템

력계통에 연계되어 운 되는 풍력발 시스템은 비동기

기인 유도발 기로 DFIG(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형태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FIG형태의 풍력발 기는 별도의 소 트기동기 없이 회

자권선에 력 자변환기를 연결하여 컷인(Cut-in) 류 

걱정 없이 발 기를 안정되게 기동하고 회 자계를 조정하

여 정 발 기 역률  압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어 

발 효율, 력공  신뢰도  력품질 유지 측면에서 비교

 유리한 반면에 비선형요소인 력 자변환기로 인하여 

고조 가 발생하여 력계통에 흐르는 단 이 있다. 일반

으로 DFIG풍력발 기에 이용되는 력 자변환기 규모는 

발 기 용량의 약 30% 정도이다[2].

그림 1은 풍력발 시스템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발 된 

력이 원활하게 공 될 수 있게 22.9kV 압으로 승압되는 

변압기를 통하여 풍력발 소 22.9kV 모선에 연결되는 형태

이다. 

그림 1 풍력발 시스템 모델

Fig. 1 The model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풍력발 시스템은 비선형요소인 력 자변환기에 의한 

고조 는 물론 풍력발 기가 갖는 특성에 따라 바람의 변화

가 풍력발 의 토크, 력, 압  류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 되고, 타워그림자(Tower shadow), 회 체 뒤 난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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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압[V] 상각 류[A] 상각

THD 405 0 4.096 0

FND 13600 78.18 21.588 87.26

H02 18 273.28 0.196 322.73

H03 73 253.99 0.334 78.48

H04 11 272.38 0.238 299.59

H05 60 324.76 0.901 93.39

H06 21 299.76 0.387 312.33

H07 19 103.48 0.607 353.85

H08 21 322.21 0.315 349.71

H09 31 134.49 0.464 75.78

H10 23 28.13 0.22 100.83

H11 212 336.68 2.604 46.41

H12 34 101.31 0.148 139.18

H13 239 271.94 2.302 3.53

H14 74 113.33 0.601 184.45

H15 180 260.33 1.314 356.26

H16 21 273.69 0.196 53.61

H17 35 268.11 0.207 316.15

H18 11 155.84 0.064 188.69

H19 25 81.73 0.14 156.18

H20 13 279.85 0.257 236.33

H21 15 290.48 0.103 318.4

H22 15 336.45 0.217 333.58

H23 40 352.41 0.135 344.31

H24 14 25.4 0.146 331.16

H25 24 356.36 0.135 20.49

H26 18 75.76 0.098 39.06

H27 16 34.76 0.172 50

H28 18 88.5 0.109 75.4

H29 11 150.39 0.079 63.24

H30 10 146.91 0.151 134.93

H31 8 151.49 0.048 49.43

H32 6 180.11 0.095 179.94

H33 20 227.63 0.093 201.78

H34 5 283.81 0.066 293.69

H35 9 102.46 0.196 314.3

H36 4 172.1 0.106 315.8

H37 19 34.78 0.09 251.54

H38 8 257.58 0.079 276.74

H39 10 277.59 0.119 337.78

H40 16 30.19 0.185 29.49

소용돌이, 구조체(타워, 회 축, 기어박스  날개 등)에 의

한 진동으로 불특정고조 (Non-characteristic harmonics)도 

발생된다. 따라서 풍력발 시스템 고조  해석을 해서는 

장 실측 고조  력을 모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 태양 발 시스템

태양 발 시스템은 태양 지 어 이에서 발 된 직류

력을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 주요장치가 인버터

이기 때문에 통칭 인버터라 함)의 인버터에서 교류 력으로 

변환하여 상용 력계통에 연결하여 력을 공 하는 형태

이다. 태양 발 시스템의 고조 력은 부분 비선형 

력 자소자로 구성된 인버터에서 특정고조 (Characteristic 

harmonics)가 발생되어 력계통에 흐른다. 

그림 2 태양 발 시스템 모델

Fig. 2 The model of photovoltaic generation system

그림 2는 태양 발 시스템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서와 같이 발 소 규모에 따라 태양 지어 이와 인버터 설

비가 복수개가 되어 체 발 용량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태양 발 시스템은 비교  발 용량이 작아 부분 22.9kV

에 배 계통에 연계되어 력을 공 하는 형태이다[1].

3. 고조  측정

3.1 풍력발 소 고조  측정

우리나라 풍력발 시스템은 용량인 경우 154kV 계통에 

연계되지만 용량이 아닌 경우는 22.9kV 배 계통에 연계

되어 력을 공 한다.

연구 상 풍력발 시스템은 용량 3MW, 60Hz, 1,000V 

DFIG형태 풍력발 기 5 가 설치되어있는 최  발 용량 

15MW풍력발 소가 상용 력계통과는 22.9kV, 2회선 장 

18km 배 선로를 통하여 연계된 것이다. 풍력발 기는 단자

압이 1,000V이므로 1.0/22.9kV 승압변압기를 통하여 풍력

발 소 22.9kV모선에 연결된다. 력회사 배 변압기는 

154/22.9kV 3권선변압기가 용된 것으로 모의하 다[2].

풍력발 시스템 고조  해석 모델을 만들기 해서는 풍

력발 기 단자에서 고조 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 여건상 발 기단자에서의 고조  측정이 여의치 않아 

풍력발 기 22.9kV 단자에서 고조 력을 측정하여 이를 

다 주 수 류원(Multiple Frequency Current Source)으로 

모의하 다[6].

표 1은 풍력발 기 22.9kV A상 고조 압과 고조 류

를 실측한 자료이다[2]. 

표 1 풍력발 소 22.9kV단자 고조 압  22.9kV 모선

에 유입되는 고조 류

Table 1 Harmonic voltage and harmonic current of 22.9kV 

terminal of wind power generator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측정된 고조 압과 고조 류

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 으로 60Hz 력계통에서 

표 인 고조  해석 모의 주 수는 2220Hz, 즉 37차 고조

까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40차 고조 까지로 하

다[4].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류의 경우 제11차  제

13차 고조 류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상 풍력발 기 12펄스 컨버터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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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압[V] 상각 류[A] 상각

THD 4.23 0 4.40 0

FND 377 87.58 189.07 113.81

H02 0.78 153.09 1.94 305.36

H03 0.74 214.6 0.31 2.24

H04 0.74 143.81 1.14 356.26

H05 0.41 224.83 2.34 208.96

H06 0.58 95.95 0.83 258.86

H07 1.63 104.01 2.06 296.3

H08 0.34 300.11 0.25 178.05

H09 0.41 283.01 0.15 212.14

H10 0.41 282.68 0.55 194.29

H11 0.88 192.69 0.55 244.71

H12 0.58 234.39 0.22 75.95

H13 0.3 133.63 0.46 290.86

H14 0.3 311.89 0.12 116.54

H15 0.58 259.99 0.25 31.24

H16 0.47 299.4 0.22 150.4

H17 0.91 184.16 0.31 278.33

H18 0.81 170.84 0.43 346.51

H19 0.27 328.63 0.06 122.91

H20 0.37 222.55 0.15 23.04

H21 0.27 21.35 0.12 179.34

H22 0.1 0.19 0.22 7.86

H23 0.78 153.09 0.55 259.29

H24 0.64 261.51 0.22 59.98

H25 0.37 213.68 0.43 284.66

H26 0.34 23.84 0.09 172.48

H27 0.41 259.19 0.52 11.09

H28 0.58 2.94 0.12 147.84

H29 0.34 303.44 0.06 169.34

H30 0.54 320.5 0.22 149.68

H31 0.37 303.95 0.06 100.09

H32 0.51 287.51 0.22 82.49

H33 0.41 294.01 0.25 104.7

H34 0.54 246.59 0.25 61.63

H35 1.05 66.94 0.37 274.84

H36 0.03 20.06 0.09 215.4

H37 1.15 44.99 0.25 309.58

H38 0.24 13.23 0.15 333.14

H39 0.24 77.29 0.15 318.7

H40 0.47 46.15 0.06 218.13

그림 3 풍력발 기 22.9kV 고조 압

Fig. 3 Harmonic voltage at 22.9kV terminal of wind power 

generator

그림 4 풍력발 기 22.9kV 고조 류

Fig. 4 Harmonic current form 22.9kV terminal of wind power 

generator

3.2 태양 발 소 고조  측정

태양 발 시스템 고조  해석 모델을 만들기 해 인버

터 출력 고조 압과 고조 류를 측정하 다. 측정 상 

태양 발 소는 200kW 인버터 3 가 설치되어있어 발 용

량 600kW인 소형발 시스템이다. 인버터는 200kW, 450∼

800VDC, AC 380V, 60Hz 이고 측정 시간은 발 효율이 비

교  높을 것으로 상되는 오후 1시를 기 하여 측정하

다. 이때 측정된 력은 124.5kW ××로 

최 출력의 62.25% 정도 다. 이는 측정 당일 나타난 은 

구름이 출력 하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1].

표 2는 측정된 인버터출력 고조 압과 고조 류를 나

타낸 것이고, 그림 5와 그림 6은 이를 각각 그래 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조 류 스펙트럼의 

경우 제2고조 , 제5고조   제7고조 류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의 총고조 왜형율(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은 2.33%로 일반 인 6펄스 인버터에 

비해서 비교  고조 함유량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조 함유량이 게 나타난 것은 력품질 향상을 

해 인버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Filter)  1 1변압기

가 고조 력을 감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1]. 

표  2 태양 발  인버터 고조 압  고조 류

Table 2 Harmonic voltage and harmonic current of PV 

generator's inverter.

태양 발 의 경우 풍력발 에 비해 단 용량이 어 

력계통 연계를 용선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수용가에 

력을 공 하는 22.9kV 배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 고

조  억제 책을 갖도록 하여 다른 인  일반 력수용가의 

고조  향을 규제치 이내로 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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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조 별 왜형율[%] 종합왜형율 [%]

69kV 이하   3.0 5.0

69kV∼161kV 1.5 2.5

161kV 이상 1.0 1.5

그림 5 태양 발 기 인버터 고조 압

Fig. 5 Harmonic voltage of PV generator's inverter

그림 6 태양 발 기 인버터 고조 류

Fig. 6 Harmonic current from PV generator's inverter

4. 고조  제한 기

력계통에서는 정 력품질을 유지하도록 고조  함유

율을 제한하고 있다. 고조 왜형율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다. 첫째, 고조 류 유입을 제한하는 것과 둘째, 

력품질을 제한하는 것 즉, 압의 고조 왜형율을 제한하

는 것이다[5]. 

표 3은 한국 력에서 용되고 있는 고조  허용 기 을 

나타낸 것으로 지 선로가 있는 경우와 가공선로만 있는 경

우로 나 어 고조 왜형율을 압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표   3 고조 왜형율 제한기

Table 3 Permissible harmonic distortion limits

구분 내용
66kV 

이하

154kV 

이상

지 선로가 있는 S/S

에서 공 하는 수용가

압왜형율 3% 1.5%

등가방해 류 - 3.8A

가공선로만 있는 S/S

에서 공 하는 수용가

압왜형율 3% 1.5%

등가방해 류 - -

표 4는 북미 륙에서 용되고 있는 IEEE 519에 의거한 

고조 왜형율 제한기 을 나타낸 것이다[5].

표  4 IEEE 519에 의한 고조 압왜형율 제한기  

Table 4 Voltage distortion limits per IEEE 519

5. 고조  해석

력계통의 고조  해석은 상 력계통 운  조건하에

서 일반 조류계산과 발생가능한 조 별 조류계산으로 이루

어진다. 따라서 고조  해석은 상 력계통에서 발생 가

능한 고조  범 에 한 다  해석이다. 즉, 력계통의 각 

요소들이 해당 고조  임피던스 는 어드미턴스로 표 하

여 네트웍을 구성토록하고 여기에  해당 고조  류원을 

삽입하여 조 별 조류계산을 행함으로써 고조  력 상태

를 해석한다[6].

5.1 풍력발 시스템 고조  해석

5.1.1 풍력발 출력 1MW 운 상태 고조  해석

그림 7은 앞에서 제시된 최 용량 15MW 풍력발 소에서 

각각 5  DFIG형태풍력발 기들이 200KW 발 출력 즉, 총 

1MW가 발 되고 있는 상태의 고조  측정 자료를 이용하

여 고조 를 해석한 결과 풍력발 소  연계 력계통에 유

입되는 고조 류왜형율과 각 모선 고조 압왜형율을 단

선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풍력발 소 고조  해석 결과(1MW 발 출력 상태)

Fig. 7 Harmonic analysis result of grid-connected wind 

power generation system(1MW of power generation)

그림 8, 그림 9  그림 10은 각각 풍력발 소에서 연계

력계통으로 유입되는 22.9kV 고조 류왜형율, 풍력발

소 22.9kV모선 고조 압왜형율  연계 력계통 22.9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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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고조 압왜형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풍력발 소에

서 연계 력계통 22.9kV 모선에 유입되는 총고조 왜형율은 

27.39%이고 이 에서 11차 고조 류왜형율이 3.42%, 13차 

고조 류왜형율이 3.4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풍력발

소 22.9kV 모선 고조 압왜형율은 5.92%이고 력회사 

연계변 소 22.9kV 모선 고조 압왜형율은 1.15%로 고조

 함유량이 비교  은 상태이다.

그림 8 연계 력계통 22.9kV 모선에 유입되는 고조 류

(1MW 발 출력 상태)

Fig. 8 Harmonic current into 22.9kV bus of grid  power 

station(1MW of power generation)

그림 9 풍력발 소 22.9kV모선 고조 압(1MW 발 출력

상태)

Fig. 9 Harmonic voltage at 22.9kV bus of wind power 

station(1MW of power generation)

그림 10 연계 변 소 22.9kV모선 고조 압(1MW 발 출력

상태)

Fig. 10 Harmonic voltage at 22.9kV bus of grid power 

station(1MW of power generation)

5.1.2 풍력발 출력 5MW 운 상태 고조  해석

그림 11은 앞에서 제시된 최 용량 15MW 풍력발 소에

서 각각 5  DFIG형태풍력발 기들이 1MW 발 출력 즉, 

총 5MW가 발 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고조 를 해석

한 결과로 풍력발 소  연계 력계통에 유입되는 고조

류왜형율과 각 모선 고조 압왜형율을 단선도상에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1 풍력발 소 고조  해석 결과(5MW 발 출력 상태)

Fig. 11 Harmonic analysis result of grid-connected wind 

power generation system(5MW of power generation)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각각 풍력발 소에서 연

계 력계통으로 유입되는 22.9kV 고조 류왜형율, 풍력발

소 22.9kV모선 고조 압왜형율  연계 력계통 22.9kV 

모선 고조 압왜형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풍력발 소에

서 연계 력계통 22.9kV 모선에 유입되는 총고조 류왜형

율은 5.98%이고, 풍력발 소 22.9kV 모선 고조 압왜형율

은 1.29% 그리고 력회사 연계변 소 22.9kV 모선 고조

압왜형율은 0.25%로 고조  함유율이 격히 감소되어 고

조  형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즉, 풍력발 소 출력

이 증가하게 되면 고조 압왜형율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2 연계 력계통 22.9kV 모선에 유입되는 고조 류 

(5MW 발 출력 상태)

Fig. 12 Harmonic current into 22.9kV bus of grid  power 

station(5MW of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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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5km 10km 15km

KEPCO 22.9kV 모선 0.04 0.06 0.45

태양 발 소 22.9kV 모선 0.12 0.32 3.34

태양 발 소 380V 모선 1.33 1.51 3.54

그림 13 풍력발 소 22.9kV모선 고조 압(5MW 발 출력

상태)

Fig. 13 Harmonic voltage at 22.9kV bus of wind power 

station(5MW of power generation)

그림 14 연계 변 소 22.9kV모선 고조 압(5MW 발 출력

상태)

Fig. 14 Harmonic voltage at 22.9kV bus of grid power 

station(5MW of power generation)

5.2 태양 발 시스템 고조  해석

그림 15는 앞에서 제시한 태양 발 소에서 각각 단  태

양 어 이 발 출력이 124.5kW 즉, 총발  373.5kW 상태

의 고조 의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태양 발 소 고조  해석 결과

Fig. 15 Harmonic analysis result of grid-connected PV 

power generation system

고조  해석 결과 태양 발 소 380V 모선 고조 압왜

형율은 1.33%로 고조  함유량이 매우 어 력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배 선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수용가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계  22.9kV 모선 

고조 압왜형율은 0.12%로서 고조  향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고조  해석 결과 태양 발 소 380V 모선 고조

압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조 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림 16 태양 발 소 380V 모선 고조 압

Fig. 16 Harmonic voltage at 380V bus of PV power 

generation station

고조  력은 발생되는 고조  성분의 크기에 따라 좌우

됨은 물론 원측 등가 임피던스 크기에 따라서도 향을 

받게 된다. 표 5는 배 선로 장에 따른 고조 압왜형율

을 분석한 결과이다. 즉, 배 선로 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조  향이 감쇄하게 된다. 이는 원측 등가 임피던스

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원측 고장 류가 크면 클수록 고

조  향이 게 나타나게 된다.

표 5 배 선로 장별 고조 압왜형율 [단  : %]

Table 5 Voltage harmonic distortion vs length of distribution 

line [Unit : %]

6. 고조  감 책

고조 력이 많이 발생하는 력계통에서는 정 력품

질 유지를 해 고조 력을 억제 하도록 고조 필터를 설

치하게 된다. 고조 필터는 리액터, 콘덴서와 항을 조합한 

수동형필터(Passive filter)와 여기에 사이리스터를  결합한 

능동형필터(Active filter) 두 가지로 별된다[3]. 

수동형고조 필터는 고조 를 분로(Shunt)시켜 흡수하거

나 는 지정한 고조 에서 동조가 일어나게 하여 계통간의 

고조  융통을 억제하게 된다. 수동형고조 필터를 설치할 

경우는 이로 인하여 특정 고조 가 흡수되어 억제되는 반면 

특정 고조  공진 조건이 발생하거나 는 공진 이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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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조 필터 없음 있음

KEPCO 22.9kV 모선 0.45 0.17

태양 발 소 22.9kV 모선 3.34 1.25

태양 발 소 380V 모선 3.54 1.36

게 되어 고조 가 증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조 필터에 

정 제동 항(Damping resister)설치  고조 를 억제하기 

한 동조주 수(Tuning frequency)를 해당 고조 보다 낮

은 주 수로 정하여 공진을 피하도록 한다[3].

사이리스터를 결합한 능동형고조 필터는 효율 인 제어

로 기  특성이 변동되는 비선형 력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 를 효율 으로 상쇄할 수 있고, 고조  공진 우려가 

없는 장 이 있으나 설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

요되고 있어 불특정고조 가 비교  많이 발생하는 제철산

업의 기아크로 등에 이용된다[3].

태양 발 소에서 배 선로 장이 길수록 즉 원측 등

가임피던스가 큰 경우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고조 압왜

형율이 크게 나타났다. 상 으로 큰 고조 압왜형율을 

감소시키기 해 수동형고조 필터 설치를 가정하여 고조

를 모의한 결과 표 6과 같이 고조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표 6 고조 필터 설치 후 고조 압왜형율 [단  : %]

Table 6 Voltage harmonic distortion whether harmonic filter 

is installed or not [Unit : %]

수동형고조 필터는 그림 5에 나타난 태양 발 기 인버

터 고조 압 측정 결과 가장 큰 제7고조  근처에서 동조

하는 3상, 100kVAR, 380V로 모의하 다.

7. 결  론

풍력발 과 태양 발 시스템은 지속 인 성장이 상되

는 신재생에 지이다. 그러나 이들 발 시스템의 비선형특

성인 력 자설비로 인하여 력품질을 하시키는 고조

가 발생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력계통에 

연계되어 상업운  되고 있는 풍력발 소와 태양 발 소 

고조 력을 실측하여 이를 다 주 수 류원으로 모의하

여 고조 를 해석하 다.

고조  해석결과 풍력발   태양 발 시스템 력품질 

평가 지 인 연계지 에서 국내외 고조  규제치 이내로 비

교  은 고조  력이 흘러 정 력품질 유지가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력계통에 고조 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이를 제한하도록 

고조 필터 등을 설치하게 된다. 만일 풍력발 과 태양 발

시스템으로 고조 력이 제한치 이상이 되어도 비용이 

렴한 수동형고조 필터 설치로 효과 인 고조  억제가 

가능함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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