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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THD(Total Harmonics Distortion) according to output power fluctuation of 

photovoltaic(PV) systems using real time simulator. For being close to reality, the PV system including inverter and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which composed of closed-loop using real-time simulator are modeled. The 

change of irradiance and temperature of PV module is modeled to consider the change of weather. The various 

simulations according to the weather conditions are performed and THD is calculated at each condition. In this paper, the 

results by off-line simulation are compared with the ones of real tim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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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 에 지 고갈  환경오염에 처할 수 있는 신재생

에 지의 기 생산 부분에서 가장 큰 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망되는 태양 발 은 태양 지 어 이에서 얻

어진 직류 력을 인버터를 통하여 교류로 변환한 후 력 

계통에 연계하게 된다. 력변환 설비인 인버터는 인버터의 

스 칭으로 인한 고조 , 출력 변동, 상불평형, 계통의 역률

감문제 등 력품질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그  고조 는 태양 , 연료 지 등 력 자 기기를 

사용하는 분산형 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태

양  발 은 일사량  온도의 변화에 따라 출력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고조 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1].

한편 오 라인 시뮬 이션은 실  조건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여러 가지의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 측면에서는 시뮬 이션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력 수요의 증가, 계통 설비의 규모

화  복잡화로 인하여 실제 규모 력계통에서 발생하는 

과도 상  새롭게 개발된 보호 장비와 같은 기기기들의 

사  동작 검증을 해 실시간 시뮬 이터의 사용이 요구된

다. 이런 실시간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계통을 모델링하고 

실시간으로 시뮬 이션 함으로써 더욱 실제 인 연구가 가

능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시간 시뮬 이션을 통해 가능한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를 사용하여 실제 

계통에 용되는 장비들을 효과 으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

문에 력계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사량  온도의 변화 시 THD를 

오 라인 시뮬 이션과 실시간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다. 일사량  온도의 변화는 실제 날씨 조건과 유사하게 

모델링 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사량 혹은 온도의 변화 

시 고조  분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환

경을 구축하여 실시간 시뮬 이터에서 실제로 출력되는 

PWM 펄스 변조 신호를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확인하

고, 실제로 출력되는 MPPT 제어 신호를 받아서 태양  발

 시스템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 다.

2. 고조  종합 왜형률(THD)

력 변환장치들(인버터, 컨버터 등)의 출력 형은 스

치의 주기 인 스 칭에 의하여 얻어지므로 보통 매우 복잡

한 모양의 비정  주기 (non sinusoidal periodic wave)가 

된다. 여기서 기본주 수(60Hz)의 정 를 기본 라 하고 

기본주 수의 정수배를 갖는 주 수를 고조 (harmonic)라 

한다. 이러한 고조 들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내기 

해서 고조  종합 왜형률(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을 사용한다. THD의 값이 크면 그러짐이 많은 

형이 되며, 0에 가까울수록 정 에 근 한 형을 얻을 

수 있다. 고조  종합 왜형률은 식 (1)과 같다[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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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1는 기본  류, Ih는 h차 고조  류, h는 고조

 차수를 의미한다.

3. 실시간 시뮬 이터

3.1 실시간 시뮬 이션의 정의

오 라인 시뮬 이션과 차별성을 가지는 실시간 시뮬 이

션의 특징은 사용자가 정해 놓은 Time-step 안에서 입력, 

연산, 출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시간 시뮬 이션은 어

떤 사건들이 실제 환경과 시뮬 이터 상에서 같으며, 

Time-step은 입력, 연산, 출력이 이 지는 시간과 같거나 

더 커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

뮬 이션 속도가 실제 시스템에서 이 지는 속도만큼 빨라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실시간 시뮬 이션의 연산과정

을 나타낸 것으로, 이 경우는 Time-step이 10μs이다.

 

그림 1 실시간 시뮬 이션의 연산과정

Fig. 1 Calculation process of real-time simulation

3.2 실시간 시뮬 이터 eMEGASim

eMEGASim은 력 자 기기를 포함한 규모 력계통

에서 발생 가능한 자기  과도 상의 시뮬 이션을 하

여 최 화 되어 있다. 한, 다양한 로세서에 의하여 시뮬

이션 되는 완 히 디 털화된 실시간 시뮬 이터이다. 

eMEGASim 시뮬 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분산 원, FACTS, HVDC등이 포함된 규모 력계

통의 시뮬 이션 가능

② Matlab/Simulink의 SimPowerSystem  EMTP-RV

와 연계 가능

③ 수 μs의 Time-step 값을 이용하여 INTEL multi-core 

로세서 상에서 규모 력망의 시뮬 이션 가능

④ 수 ns의 Time-step 값을 이용하여 FPGA 기술을 기

반으로 고주 수의 력 자 장비의 시뮬 이션 가능

⑤ Matlab/Simulink내의 Real-time Workshop  FPGA 

Code Generator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FPGA 로세

서를 이용한 병렬 시뮬 이션 가능

3.3 eMEGASim의 하드웨어 구조  시뮬 이션 도구

eMEGASim의 최  장 은 여러 과학 인 응용에서 사용

된 슈퍼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병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많은 수의 FPGA 기반의 입력  출력 카드를 이용하여 

외부 장비와 고속으로 직 인 연결이 가능하다. 한, 

eMEGASim 시뮬 이터는 사용자가 Simulink를 이용하여 

제어기 모델을 구 하고 Simulink 내의 SimPowerSystem을 

이용하여 기  회로 구성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 

구 한 회로도는 Simulink의 variable-step 혹은 fixed-step 

solver  Opal-RT의 ARTEMIS fixed-step solver를 이용

하여 오 라인 시뮬 이션도 가능하다.

재, 지원 가능한 소 트웨어  Matlab/Simulink가 

eMEGASim의 시뮬 이션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한편, 실

시간 시뮬 이션을 하여, OPAL-RT에서 제공하는 특수한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오 라인으로 모델링된 모델을 다시 

실시간 시뮬 이션에 맞게 재구성해야만 한다.

4. 실시간 시뮬 이션을 한 태양  발  

시스템 모델링

4.1 태양  발  시스템

태양  발 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직류 원으로 변환

하고, 력변환 설비인 인버터를 통하여 상용주 수의 교류

로 변환하여 력을 공 해주는 발  형태이다.

태양  발 의 종류에는 독립형(stand-alone PV system)

과 계통연계형(grid-connected PV system)이 있다. 본 논문

에서 모의된 계통 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은 상용 력

계통과 연계되는 결합형 발  방식으로 잉여 력을 계통에 

반환하고, 부족 시 계통에서 력을 공 받는다. 따라서, 인

버터의 스 칭으로 발생한 고조 로 인하여 계통의 고조

가 증가할 수 있다. 한, 고조 가 실제 기 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조  문제

에 하여 상세히 분석하 다.

4.2 태양  발 이 연계된 배 계통 모델

다음 그림 2는 태양  발 이 연계된 배 계통 모델을 나

타낸다. 태양  발 은 계통 말단에 연계된다. 연계된 태양

 발  모델은 태양 을 받아 직류 원을 발생시키는 400 

Wp의 태양  셀이 직렬로 17개, 병렬로 126개로 연결된 형

태로서 856 kWp의 력을 생산한다. 이러한 태양  발 을 

기반으로 일사량  온도의 변화를 반 할 수 있도록 모델

링을 수행하 다[3-4]. 태양 의 용량은 
*
STC(Standard 

Test Conditions, *At STC, T=25 [°C] and G=1000 

[W/m
2
])에서 출력되는 것을 나타낸다[5-9]. 

그림 2 태양 발 이 연계된 배 계통 모델

Fig. 2 Distribution system model with a grid connected PV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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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시간 시뮬 이터를 이용한 HILS 시스템

Fig. 4 HILS system using the real-time simulator

4.3 실시간 시뮬 이션을 한 모델링

그림 2의 계통을 실시간 시뮬 이션하기 해 그림 3과 

같은 subsystem의 구성이 필요하다. 실시간 시뮬 이션은 

그림 3과 같은 계통에서, 시뮬 이션이 시작되면 실시간 시

뮬 이터인 eMEGASim을 통해 병렬 연산으로 처리된다. 각

각의 subsystem은 PV의 MPPT  PWM 발생기가 있는 

SM_Control과 출력된 형을 보기 한 SC_Monitoring, 마

지막으로 PV와 나머지 계통 부분을 포함하는 SS_Plant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간 시뮬 이션을 할 때, 그림 3에서 SM_Control 

Subsystem의 gate 단자에서 출력되는 PWM 제어 신호가 

eMEGASim에서 처리되어 인버터가 있는 SS_Plant 

Subsystem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Close-loop를 구성하게 

되어 조  더 실제 인 시뮬 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10].

그림 3 실시간 시뮬 이션을 한 Subsystem 모델링

Fig. 3 Modeling of subsystem for real-time simulation

실시간 시뮬 이션 수행 시, 구조 으로 보게 되면 계통

이 eMEGASim의 한 부분인 Wanda 4U에서 병렬 연산 되

고 그  MPPT의 실제 제어 신호가 출력된다. 그리고 이 

신호는 Patch panel과 I/O panel을 지나 Closed-loop를 구성

하게 된다. 실제 인버터가 연결되면 I/O panel을 통해 연결

된다. 시뮬 이션 결과는 연산을 담당하는 Wanda 4U와 

Host 컴퓨터의 상호 작용에 의해 컴퓨터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그림 4와 같이 HILS 환경이 구성된

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인버터는 연결하지 않고, 제어신호

를 검증하기 해서 Wanda 4U로 다시 입력하여 실시간 시

뮬 이션을 진행하 다.

5. 시뮬 이션  결과 검토

5.1 시뮬 이션 조건

온도와 일사량의 변화에 하여 다음의 2가지 조건으로 

나 어 모의  분석하 다. 한, 용량도 856 [kWp], 1712 

[kWp], 2568 [kWp]의 3가지 경우로 나 어서 일사량과 온도

에 따른 변화를 시뮬 이션 하 다.

-일사량만 변화(온도는 고정)

-온도만 변화(일사량은 고정)

표  1 시뮬 이션 조건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용량 [kWp] 일사량 [W/m
2
] 온도 [°C]

856 [kWp]

1712 [kWp]

2568 [kWp]

400 [W/m
2
]

600 [W/m2]

800 [W/m
2
]

1000 [W/m
2
]

-10 [°C]

0 [°C]

10 [°C]

20 [°C]

30 [°C]

40 [°C]

5.2 오 라인/실시간 시뮬 이션 결과  분석

5.2.1 오 라인 실시간 시뮬 이션 결과  분석

다음 그림 5∼8은 시뮬 이션 조건  태양  발 의 용

량이 856 [kWp]인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한, 그림 

5∼6은 오 라인/실시간 시뮬 이션에서 일사량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THD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고 그림 7

∼8은 오 라인/실시간 시뮬 이션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사량 변화에 따른 THD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 라인 

시뮬 이션 결과와 실시간 시뮬 이션결과는 약 0.39%∼

0.43%의 오차율을 보이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오차율은 식 (2)와 같이 구하 다.

오차율  실시간시뮬레이션결과
실시간시뮬레이션결과오프라인시뮬레이션결과

(2)

5.2.2 일사량 고정 시 온도 변화에 따른 분석

그림 5∼6을 통하여 일사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HD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양  발

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THD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태양  발 의 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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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출력이 증가하더라도 기본 를 제

외한 나머지 고조 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서, 고조  종합 왜형률 식에서 출력이 증가할수록 기본

가 커지고 나머지 고조 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이다. 결

론 으로, 태양  발 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THD는 감소한

다. 한,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더욱 THD 변화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오 라인/실시간 시뮬 이션 결과는 실시

간 시뮬 이션결과가 조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약 

0.39%∼0.43%의 오차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10 [°C]증가 

당 THD 평균 증가량은 오 라인/실시간 시뮬 이션에서 각

각 약 0.02%∼0.03%와 약 0.02%∼0.04%의 평균 증가량을 

보인다. 

그림 5 오 라인 시뮬 이션 시 일사량이 고정된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THD 변화

Fig. 5 Variation of the TH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by off-line simulation in case of fixed 

irradiation condition

그림 6 실시간 시뮬 이션 시 일사량이 고정된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THD 변화

Fig. 6 Variation of the TH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by real-time simulation in case of fixed 

irradiation condition 

5.2.3 온도 고정 시 일사량 변화에 따른 분석

그림 7∼8을 통해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는 일사량

이 증가함에 따라 THD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사량이 일정

할 때의 앞의 경우와 같이,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이 증

가할수록 THD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앞의 조

건과 마찬가지로 오 라인/실시간 시뮬 이션 사이에 오차

율은 약 0.39%∼0.43%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200 [W/m
2
]증

가 당 THD 평균 감소량은 오 라인 시뮬 이션에서 약 

0.06%∼0.08%이고, 실시간 시뮬 이션에서 약 0.13%∼

0.32%의 평균 감소량을 보인다.

그림 7 오 라인 시뮬 이션 시 온도가 고정된 경우 일사량 

변화에 따른 THD 변화

Fig. 7 Variation of the TH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irradiation by off-line simulation in case of fixed 

temperature condition

그림 8 실시간 시뮬 이션 시 온도가 고정된 경우 일사량 

변화에 따른 THD 변화

Fig. 8 Variation of the TH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irradiation by real-time simulation in case of fixed 

temperature condition



Trans. KIEE. Vol. 61, No. 3, MAR, 2012

실시간 시뮬 이터를 이용한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 변동에 따른 THD 분석     365

5.2.4 eMEGASim의 출력

지 까지의 시뮬 이션이 이루어진 모델은 디지털 출력을 

통해 실제로 PWM 신호를 출력하고 그 출력을 다시 

Closed-loop 상에서 게이트 신호를 받아 이 신호로 인버터

를 제어한다. 출력된 PWM 신호는 실제 기기들의 제어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출력이다. 한, 아래 그림 9는 MPPT

를 거친 PWM 변조 신호로서 실제 eMEGASim에서 출력된 

신호를 오실로스코 로 확인한 것이다. 

그림 9 Oscilloscope로부터 측정되는 실시간 시뮬 이터의 

출력 신호

Fig. 9 Output signal of real-time simulator monitored by 

oscilloscope 

5.3 분석 결과 검토

그림 5∼8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알 수 있다.

1) 태양  발  시스템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기본 의 향

에 의해서 THD는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감소할수

록 는 일사량이 증가할수록 THD는 감소한다.

2) 오 라인 시뮬 이션과 실시간 시뮬 이션 사이에서의 

결과는 약간의 오차율을 보이지만, 태양  발  온도와 일

사량의 변화에 따른 THD의 변동 범 가 거의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일사량이 고정일 경우, 10 [°C]증가 당 THD 평균 증가량

은 오 라인 시뮬 이션에서 약 0.02%∼0.03%이고, 실시간 

시뮬 이션에서 약 0.02%∼0.04%의 평균 증가량을 보인다.

4) 온도가 고정일 경우, 200 [W/m2]증가 당 THD 평균 감

소량은 오 라인 시뮬 이션에서 약 0.06%∼0.08%이고, 실

시간 시뮬 이션에서 약 0.13%∼0.32%의 평균 감소량을 보

인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  발 의 용량이 856 [kWp]인 경우

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태양  발 의 용량이 2배 된 경우

인 1712 [kWp]와 3배 된 경우인 2568 [kWp]의 경우에 한 

분석결과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온도가 감소할수록 일사량이 

증가할수록 THD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  발 의 효율에 향을 미치는 요소

인 일사량  온도의 변화에 따른 력품질  고조  변동 

측면에서 그 향을 분석하 다. 일사량  온도의 변화는 

각각 400 [W/m
2
], 600 [W/m

2
], 800 [W/m

2
], 1000 [W/m

2
]와 

-10 [°C], 0 [°C], 10 [°C], 20 [°C], 30 [°C], 40 [°C]로 구분

하여 모델링 하 다.

고조  측면에서 일사량  온도의 변화로 인한 THD 변

동범  분석을 오 라인 시뮬 이션과 실시간 시뮬 이션으

로 분석하 다. 각각 시뮬 이션 결과에 한 오차율은 작

았으며, 재의 기 인 5% 이하에서 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일사량  온도 변화로 인하여 시스템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THD는 낮아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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