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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모의선로에 소형발전원 연계시 특성

(Connected Characteristics for Small Generation Source of Low Voltage Model Grids)

이상우*․강진규․이동하․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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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ypical phase voltage and line current waveform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system with 3 phase small synchronous generation source in case with load and non-load

group,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wer quality for end load connected of generation source. As

demonstrated by our experimental results, the distortion and power quality of phase voltage and line

current waveform were relatively good for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connected of 3 phase small

synchronous generation source in case with non-load group. However, distortion and power quality of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was poor for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connected to 3 phase

small synchronous generation source in the load group with some phase voltage and frequency

difference. From the abov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phase voltage and frequency of 3 phase

generation source must be identical to that of distribution system source to maximize the power

quality. Also,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in case of having load group or non-load group to 3 phase

gener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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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로 정전, 전압,

주파수, 고조파등이있으며, 이들중정전은전력품질

에서가장중요한지표이다. 최근이상기후로인한여

름철최대전력수요증대뿐만아니라겨울철에도최대

전력수요가증대됨에따라건물에너지및공장에너지

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기반기술과에너지절감방안

으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와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

축을위한기술개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그

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전력수요관리로 전기료 절감은 물론이

고,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ZEB(Zero Energy

Building) 방안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1-2].

또한사용자중심의실시간에너지소비패턴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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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에너지수요반응운영시스템개발을위한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3, 7-8].

분산전원의구내배전반연계를통한수요관리방안

등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분산전원이구

내배전반에연계될경우동기화문제, 전압조정, 전압

변동에 따른 플리커, 고조파문제, 말단부하로부터의

역조류와 단독운전과 같은 문제점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4-5].

교류전력계통의경우직류전력계통과달리전압은

전원의무효전력의변동으로변화하고, 주파수는유효

전력의 변동으로 변화한다. 분산전원의 전력량은 교

류전력연계계통의모선용량에비하여매우작기때

문에 주파수변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

효전력의변동은거의없다. 그러나 분산전원은부하

말단에대부분접속되기때문에분산전원은전력량이

적을지라도분산전원이투입되면투입지점인근전압

이 상승하여 구내 배전전압에 영향을 끼치고 전력품

질이 저하된다[6].

따라서발전원을수용가와근접한부하말단에연계

시 기본적으로 전압 및 전류 파형을 관측 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연계시전력품질의변화특성을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에 개별적으로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상호연계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실험하였다.

첫째로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

선로의 2종류의 부하시 상전압과 선전류파형을 각

각 측정하였다. 둘째로는 저압 3상 모의선로에 2종

류의 부하를 공급한 경우,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모의선로에 연계시의 특성을 실험하였으며, 그리고

3상 소형 동기발전원에 2종류의 부하를 공급한 경

우 저압 3상 모의선로에 연계시의 특성을 각각 실

험하였다.

셋째로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

선로가 주파수는 같고, 전압이 다른 경우 상호연계

에 따른 특성을 실험하였다. 마지막으로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간의 전압은 같고,

주파수가 다른 경우 상호연계에 따른 특성을 실험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저압구내모의선로는Transformer로 3상 380V를 3

상 208V로 강압하여 구성하였다. 3상 소형 동기발전

기는 직류기로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동기화 특성을

각각 실험하였다.

표 1은실험에사용된구동용직류전동기및 3상소

형 동기발전기의 규격을 나타내었다. 직류전동기 속

도제어는분권권선의자속으로속도를조절하였으며,

3상 소형 동기발전기의 3상 전압은 여자전류로 각각

제어하였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직류전동기 및 3상 동기발전기의
규격

Table 1. Specification of DC motor and 3 phase
AC synchronous generator

구 분
사 양

DC 전동기 AC 발전기

정격전압 1상 120V 3상 208V

정격전류 3A 0.33A

정격회전수 1,800rpm 1800rpm

정격출력 120W 120W

(a) 개략도

(b) 구성사진

그림 1. 실험장치의 개략도 및 구성사진
Fig. 1. Skeleton and diagram photo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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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상 : 저항부하 그룹인 경우

(b) R상 : 저항과 리액턴스부하가 병렬그룹인 경우

그림 3.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의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Fig. 3. Phase voltage and line Current waveform

of 3 phase small synchronous generator

그림 1 (a)는 실험장치의 개략도이고, 그림 1 (b)는

실험장치의 구성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 (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저압 모의선로인

3상 208V로부하에전력을공급하고있을때, 직류전

동기로 구동한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을 동기검정기로

동기시 특성을 각각 실험하였다.

또한 직류전동기로 구동한 3상 소형 동기발전원에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저압 모의선로에 동기검정

기로 동기시 특성을 각각 실험하였다.

저압모의선로및 3상소형동기발전원의부하로는

권선저항(300Ω)과리액턴스(0.8H)를각각 3상 Y결선

하여 사용하였다.

부하인가는단일권선저항인경우와권선저항과코

일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로 각각 구성하여 실험하였

다. 저압 구내모의선로와 3상 소형 동기발전원동기

화에 따른 파형을 관측하기 위해 고속기록계

(YOKOGAWA DL850)를 사용하였다. 저압 구내 모

의선로 및 소형 동기발전원은 Lab Volt사 장치를 사

용하여 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저압 3상 모의선로와 3상 소형 동기

발전원의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특성

3.1.1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상전압 및 선전
류파형 특성

그림 2 (a)는 저압 3상 모의선로에 각각 권선저항

(300Ω)을 Y결선하였을 때, 대표적인 R상의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2 (b)는 저압 3상

모의선로에 각각 권선저항(300Ω)과 리액턴스(0.8H)

를병렬연결하고 Y결선하였을때, 대표적인R상의상

전압 및 선전류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Ch1은상전압파형이고, Ch5는선전류파

형이다. 그림 2 (a)의 경우무유도저항부하인경우상

전압과 선전류는 동상의 위상차이지만 권선저항부하

의 경우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므로 상전압과 선전

류의 위상차가 대략 39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b)는 상전압과 선전류의 위상차가 대략 81도였다.

(a) R상 : 저항부하 그룹인 경우

(b) R상 : 저항과 리액턴스부하가 병렬 그룹인 경우

그림 2.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상전압 및 선전류 파형
Fig. 2. Phase voltage and line Current waveform

of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3.1.2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의 상전압 및 선
전류파형 특성

그림 3 (a)는 3상소형동기발전원에각각권선저항

(300Ω)을 Y결선하였을 때, 대표적인 R상의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3 (b)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에 각각 권선저항(300Ω)과 리액턴스

(0.8H)를 병렬연결하고 Y결선하였을 때, 대표적인 R

상의상전압및선전류파형을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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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항부하 그룹인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4.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부하 그룹인 경우 연계에
따른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파형

Fig. 4.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resistance load group of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Ch1은 상전압파형이고, Ch5는 선전류파형이다.

그림 3 (a)의 경우 무유도저항부하인 경우, 상전압

과 선전류는 동상의 위상차 이지만 권선저항부하의

경우리액턴스성분이존재하므로상전압과선전류의

위상차가대략 47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 (b)는

상전압과 선전류의 위상차가 대략 85도였다.

3.2 저압 3상 모의선로에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3상 소형 동기발전원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특성

3.2.1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부하에 연결
된 상태에서 3상 소형 동기발전원 연
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특성

그림 4는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부하(각상 300

Ω, Y결선)에 연결된 상태에서 3상 소형 동기발전원

연계시파형의구분을명확히하기위해 3상 전체파

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지 않고, 대표적으로 상전압(R

상) 및 선전류(S상) 파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

림 4 (a)는저압 3상모의선로가저항부하에연결되어

운전되고있을때와 3상소형동기발전원연계시상전

압 및 선전류파형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전체적으

로 대략 5초 동안 측정한 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4

(b)는 그림 4 (a)의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부하에

연결되어운전되고 있을 때, 3상 소형 동기발전원연

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의 대략 1주기 파형의 변화를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부하에 연결되어 운전되고

있을때, 3상소형동기발전원연계시상전압및선전

류파형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상 소형동기발전원이무부하인경우저압 3상모

의선로에 연계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저압 3상모의선로의용량이 3상소형동기

발전원의용량에비해매우크기때문에연계시변화

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2.2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 및 리액턴
스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3상 소형 
동기발전원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
파형 특성

그림 5는 저압 3상 모의선로가 부하로 저항(각상

300Ω)에 리액턴스(각상 0.8H)를병렬로연결하여운

전되고 있을 때 3상 소형 동기발전원 연계시 파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3상 전체 파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지않고, 대표적으로연계시상전압(R상) 및선

전류(S상) 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5 (a)는 저압 3상 모의선로가저항및리액턴

스부하에연결되어운전되고있을때와무부하운전

중인 3상 소형동기발전원연계시상전압및선전류

파형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대략 5초

동안 측정한 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5 (b)는 그림

5 (a)의 측정파형에서상호연계시상전압및선전류

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대략 1주기 파형을확대한

것이다.

그림 5에서 나타난바와같이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 및리액턴스부하에 연결되어 운전되고 있을때,

무부하운전중인 3상소형동기발전원연계시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은 그림 4와 동일하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저압 3상 모의선로의용량이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의 용량에 비해 매우 크기에 연계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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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항과 리액턴스부하가 병렬그룹인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5. 저압 3상 모의선로가 저항과 리액턴스 병렬부하
그룹인 경우 연계에 따른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파형

Fig. 5.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resistance and reactance parallel load
group of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3.3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저압 3상 모의선로에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특성

3.3.1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부하에 연
결된 상태에서 저압 3상 모의선로 연
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 특성

그림 6은 3상소형동기발전원이저항(300Ω)부하에

연결된상태에서저압 3상모의선로에연계시파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3상 전체 파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지않고, 대표적으로상전압(R상) 및 선전류(S

상) 파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6 (a)는 3상소형동기발전원이저항부하에연

결되어 운전되고있을때, 저압 3상 모의선로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전체

적으로 대략 5초동안측정한 파형을나타내었다. 그

림 6 (b)는 그림 6 (a)의 측정파형에서상호연계시상

전압 및 선전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략 1주기

파형을 확대한것이다. 그림 6에서 나타난바와같이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부하에 연결되어 운전되

고있을때, 저압 3상모의선로연계시상전압및선전

류파형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의 부하 운전용량이 저압 3상

모의선로의용량에비해매우적기때문에연계시변

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원상호연

계나 계통 연계시 부하 운전용량이 소규모인 경우에

는전압및주파수조건을고려할때는연계시문제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저항부하 그룹인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6.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부하 그룹인 경우
연계에 따른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파형

Fig. 6.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resistance load group of 3 phase small
generation source

3.3.2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 및 리액
턴스 병렬부하 그룹에 연결된 상태에
서 저압 3상 모의선로에 연계시 상전
압 및 선전류 특성

그림 7은 3상소형동기발전원이부하그룹으로저항

(300Ω)과 리액턴스(0.8H)를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저압 3상모의선로에연계시파형의구분을명확히하

기위해 3상전체파형을측정하여나타내지않고, 대

표적으로상전압(R상) 및선전류(S상) 파형을측정하

여 나타내었다.

그림 7 (a)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부하그룹으로

저항과리액턴스를병렬로연결된상태에서저압 3상

모의선로에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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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기위해전체적으로대략 5초동안측정한파형

을나타내었다. 그림 7 (b)는그림 7 (a)의측정파형에

서 상호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략 1주기 파형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7에서 나타난바와같이 3상 소형동기발전원

이 저항과 리액턴스 병렬부하 그룹에 연결되어 운전

되고있을때, 저압 3상모의선로연계시상전압및선

전류파형의변화는크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연

계시 전압파형의 최대치 부근 전류파형의 최대치 부

근에서파형의왜곡이나타났으며, 이는병렬부하그

룹의무효전력성분에의한위상차인것으로사료되며,

3상소형동기발전원의병렬부하그룹의위상과저압

3상모의선로의위상이차가발생한경우에도 3상소

형동기발전원의부하용량이저압 3상모의선로용량

에 비해 적을 때는 연계시 큰 파형의 왜곡이 없었다.

(a) 저항과 리액턴스부하가 병렬그룹인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7.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과 리액턴스 병렬부하
그룹인 경우 연계에 따른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파형

Fig. 7.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resistance and reactance parallel load
group of 3 phase small generation source

3.4 상전압이 다른 경우, 3상 소형 동기발

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특성

그림 8과그림 9는 3상소형동기발전원과저압 3상

모의선로가주파수는같고, 상전압이서로다른경우

연계시파형의구분을명확히하기위해 3상 전체파

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지 않고, 대표적으로 상전압(R

상) 및 선전류(S상) 파형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8은 3상 소형 동기발전원에 저항(300Ω) 부하

그룹으로연결하고, 그림 9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에

저항(300Ω)과 리액턴스(0.8H)를 병렬 부하그룹으로

연결하여, 이들 3개의 부하를 각각 Y결선하였다.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의 전압은 동기발전원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 상전압을 134V로 인가하였으며, 저

압 3상 모의선로의 전압은 204V였다.

그림 8 (a)는 3상소형동기발전원이저항부하그룹

으로연결된상태에서저압 3상모의선로와주파수는

같고, 상전압이서로다른경우에연계시상전압및선

전류파형의변화를관측하기위해전체적으로대략 5

초동안측정한파형을나타내었다. 그림 8 (b)는그림

8 (a)의측정파형에서상호연계시상전압및선전류의

특성을분석하기위해대략 3주기파형을확대한것이

다. 그림 9 (a)는 3상 소형동기발전원이저항과리액

턴스를병렬부하그룹으로연결된상태에서저압 3상

모의선로와주파수는같고, 상전압이서로다른경우

에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전체적으로대략 5초동안측정한파형을나타내

었다. 그림 9 (b)는그림 9 (a)의측정파형에서상호연

계시상전압및선전류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대략

3주기 파형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8과그림 9에서나타난바와같이상전압이다

른경우에연계시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의 1주

기 파형이완전히왜곡되었으며, 상전압 파형은대략

1주기후, 선전류파형은대략 3주기후정상상태가되

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전압파형은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압 3상 모의선로에 연계시점에

서저압 3상모의선로상전압파형으로변경되었으며,

3상 소형동기발전원은한주기이후에는저압 3상모

의선로의전압과동일하게되었다. 선전류파형은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압 3상 모의선로에 연계시점에

서 반주기가 완전히 왜곡 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신재생에너지원을계통연계시전압차가크면연계

시전압의차로인한파형의왜곡, 전압및전류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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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항부하 그룹이고, 전압차가 있는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8.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상전압차가 있는 경우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저항부하그룹, 상전압차 대략70V)

Fig. 8.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phase voltage difference of 3 phase small
generation source and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resistance load group, phase
voltage difference 70V)

(a) 저항과 리액턴스부하가 병렬그룹이고, 전압차가 있는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9.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상전압차가 있는 경우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저항과 리액턴스 부하그룹, 상전압차 대략70V)

Fig. 9.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phase voltage difference of 3 phase small
generation source and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resistance and reactance load
group, phase voltage difference 70V)

정현상이발생한다. 그리고연계용량이저압모의선

로용량과거의같은경우에전압차가있는신재생에

너지원을연계시운전중인부하설비의소음, 떨림등

의 이상현상 발생으로 인한 전자기기의 소손이 발생

할 수 있다.

3.5 주파수가 서로 다른 경우,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특성

그림 10과 그림 11은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상전압은 같고, 주파수가 서로 다른

경우상호연계에따른상전압(R상) 및선전류(S상)파

형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3상소형동기발전원에저항(300Ω) 부하

그룹으로연결하고, 그림 11은 3상소형동기발전원에

저항(300Ω)과 리액턴스(0.8H)를 병렬 부하그룹으로

연결하여, 이들 3개의부하를각각 Y결선하였다. 3상

소형동기발전원의주파수는직류기의자속을변화시

켜 61Hz로 하였으며,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주파수는

60Hz이다.

그림 10 (a)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부하 그

룹으로연결된상태에서저압 3상모의선로와상전압

은같고, 주파수가서로다른경우에연계시상전압및

선전류파형의변화를관측하기위해전체적으로대략

5초동안측정한파형을나타내었다. 그림 10 (b)는그

림 10 (a)의측정파형에서상호연계시상전압및선전

류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대략 6주기파형을확대한

것이다.

그림 11 (a)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 저항과 리액

턴스를병렬부하그룹으로연결된상태에서저압 3상

모의선로와상전압은같고, 주파수가서로다른경우

에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전체적으로대략 5초동안측정한파형을나타내

었다. 그림 11 (b)는그림 11 (a)의측정파형에서상호

연계시상전압및선전류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대

략 3주기 파형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나타난바와같이주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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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항부하 그룹이고, 주파수가 다른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10.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주파수가 다른 경우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저항부하그룹, 주파수차 대략1㎐)

Fig. 10.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frequency difference of 3 phase small
generation source and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resistance load group,
frequency difference 1㎐)

(a) 저항과 리액턴스부하가 병렬그룹이고, 주파수가 다른 경우 연계전후 파형

(b) 연계시 상전압(R상) 및 선전류(S상) 파형

그림 11. 3상 소형 동기발전원과 저압 3상 모의선로의
주파수가 다른 경우 연계시 상전압 및 선전류파형
(저항과 리액턴스 부하그룹, 주파수차 대략1㎐)

Fig. 11. Phase voltage(R) and line Current(S)
waveform due to system connected in
frequency difference of 3 phase small
generation source and low voltage 3 phase
model grids (resistance and reactance load
group, frequency difference 1㎐)

다른경우에연계시상전압(R상) 및선전류(S상)의한

주기파형이완전히왜곡되었으며, 상전압파형은대

략 2∼3주기후, 선전류파형은대략 4∼5주기후정상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상소형동기발전원은 2∼3주기이후에는저압 3상

모의선로의 주파수인 60Hz로 변경되었으며, 이때 동

기발전원의 회전속도는 1800rpm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계통연계시 주파수 차이가 크면

연계시파형의왜곡, 전압및전류불안정현상이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상호

연계하거나 계통에 연계시 주파수가 다른 경우 운전

중인부하설비의 2∼3주기동안의전압및전류불안

정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파수의 일치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계통연계에 따른

기초적인특성을분석하기위해 3상소형동기발전원

에서생산된에너지만을저압 3상모의선로에연계시

전력품질특성을분석하였으며, 3상 소형동기발전원

에 저항과 리액턴스 부하그룹을 각각 구성하여 저압

3상 모의선로에연계시전력품질특성을분석하였다.

1) 3상 소형동기발전원이무부하인경우, 저압 3상

모의선로에연계시전압및 전류파형특성은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각각의부하그룹에연결

되어운전되고있을때, 저압 3상모의선로연계

시전압및전류파형특성은변화가크지않는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의

부하운전용량이저압 3상모의선로의무한대용

량에비해매우적기때문에연계시변화가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저압 3상 모의선로와주

파수는같고, 전압이다른경우, 각각의부하그룹

에연결되어운전되고있을때, 저압 3상모의선

로에 연계시 전압 및 전류파형의 특성은 1주기

파형이완전히왜곡되어나타났으며, 전압파형은

1주기 후에저압 3상 모의선로전압과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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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4) 3상 소형 동기발전원이저압 3상 모의선로와전

압은같고, 주파수가다른경우각각의부하그룹

에연결되어운전되고있을때, 저압 3상모의선

로에 연계시 전압 및 전류파형의 특성은 1주기

파형이완전히왜곡되어나타났으며, 전압파형은

3주기 후에저압 3상 모의선로전압과동일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신재생에너지원의주파수는같고, 전압

이다른경우와전압은같고주파수가다른경우에계

통 연계시에는 전압 및 전류파형의 왜곡으로 불안정

현상과운전중인부하설비의소손이예상되므로, 신재

생에너지원의계통연계시전압및주파수특성이고

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일반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3-BD-01, 13-B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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