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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id code is being strengthen as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ratio. Especially, the grid connection regulations

are continuously being updated for stable operation of power grids. Static grid support and Dynamic grid support must make 

an accurate measure at Grid connected point because they needs control algorithm individually. It has to exactly measure voltage 

including switching ripple at the output of the inverter generating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n accurate voltage

measurement when the situation rapidly changing the grid impedance is caused by the input of serial impedance of transformer 

and line impedance as well as Grid Fault 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etection method of grid voltage to calculate 

accurately the r.m.s voltage of the grid connection point along the standard required by the low voltage regulation. We verified 

performance through simulation grid faul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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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ssumed elements of measurement system in IEC 

61400–21 2ed

Table 1. Spec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measurement equipment

Equipment
Required

accuracy

Compliance

with standard

Voltage transformer class 1,0 IEC 60044-2

Current transformer class 1,0 IEC 60044-2

Anemometer ±0,5[m/s] IEC 61400-12-1

Filter+ A/D converter+ 

data acquisition system
1[%]of full scale IEC 62008

Subscrip

LVRT : Low Voltage Ride Through

GCC : Grid Code Compliance

GFD : Grid fault Device

PCC : Point of Common Coupling

LPF : Low Pass Filter

1. 서 론

신재생 발전 시스템의 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중시 되고 있다. 계통의 상

황에 능동적으로 계통 안정화를 위한 기능들이 계통 규정에 

규격화 되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신재생 발전시스템이 

만족해야 하는 계통 규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계통 지원 운전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정적 계통 지원과 동적 계통 지원으로 

구분된다. 정적 계통 지원과 동적 계통 지원 모두 계통의 상

태변화를 계통 전압의 인식을 통해 파악한다. 즉, 풍력발전기

가 연계된 연계지점의 계통 전압이 표준 값보다 10%이상 낮

아지면 동적 계통 지원을 수행해야 하고 10%이내로 낮아지면 

정적 계통 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인버터 방식을 이용한 신재생 발전 시스템의 계통 연 

계시 PWM 스위칭에 의한 출력단 전압 및 전류의 리플 발생

은 필연적이며 출력단 고조파 필터의 고조파 감쇄 성능에 따

라 PWM리플이 충분히 감쇄되지 않고 계통에 접속되는 경우

도 있다. 특히 LCL구조의 고차필터를 사용한 경우 전압 고조

파 감쇄율이 크기만 L구조의 1단 필터를 사용하였거나 필터 

계수의 조정이 부정확한 경우 인버터 출력전압에 포함된 스

위칭 리플이 계통 전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러한 전압 고조파 성분의 발생은 연계지점의 등가 단

락 임피던스가 클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고조파가 포함된 계통 전압을 전

압센서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읽어 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아날로그 저역통과 필터

의 설치 및 보상을 통해 계통 전압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제 규격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계통 전압의 반주기 실효값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 제안된 방

법이 기존의 검출 방법에 비해 얼마나 정밀도가 높은지 

GFD(Grid Fault Device)를 연결하여 PSIM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통해 검증하였다.

2. 계통 지원을 위한 전압 검출

2.1 기존의 전압검출 방법

그리드 코드가 요구하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계통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 전압과 전류 등의 정보를 저장하

고 계산하는 과정을 IEC 61400-21 2ed.에서는 Fig. 1과 같

이 표현하였다. 전류센서와 전압센서를 통해 검출한 전류와 

전압을 저역통과 필터를 거쳐 A/D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

로 변환한 후 DSP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게 된다.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Table 1과 같이 Voltage Transformer

와 Current Transformer, Anemometer등의 측정 장비들에 

대해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규격 정보를 제

시하고 있다. Fig. 2는 기존의 전압 검출 전체 블럭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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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ck diagram of the existing voltage detection method (a) Circuit breaker operation Sequence of GFD

(b) Equivalent circuit of 1 and 3part

(c) Equivalent circuit of 2part

Fig. 3 Circuit breaker operation sequence of GFD and equivalent 

circuit of each part

낸다. Fig. 1과 같이 전압 정보를 샘플링 받아 아날로그 저역

통과 필터를 거친 후 AD 변환을 통해 DSP에서 정상분 추출 

및 실효값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리드 코드는 계통 지

원을 위한 전압크기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정상분 실효값을 적

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분 추출처리과정과 실효

값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통 전압이 정격

보다 10%이상 낮아지면 저 전압 사고라고 판단하여 동적 계통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10%이내의 전압변동에서는 정상상태

로 판단하여 정적 계통 지원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 기존 전압검출 방법의 문제점

동적 계통 지원 제어 성능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Fig. 3(b)

와 같이 GFD(Grid Fault Device)를 연결하여 저 전압 사고

를 모의한다. GFD는 인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렬인덕터

는 단락전류의 크기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병렬 인덕터는 

사고전압의 크기를 결정한다. GFD의 차단기는 아래 Fig. 

3(a)과 같은 순서로 동작하는데 각 영역에 대해 설명하면 직

렬인덕터가 계통에 연계되는 순간은 1번 영역으로 전압 사고 

상황이 아닌 정상상태이다. 2번 영역은 저 전압 사고 상황이 

되며 3번 영역은 사고 상황이 끝난 정상상태이며 임피던스 

변화로 인한 과도상태가 완전히 잠식된 후에 CB1을 닫아 사

고 모의 상황을 끝낸다. 각 영역에 대한 등가회로는 Fig. 

3(b),(c)를 보면서 영역별로 변화하는 계통 임피던스가 전압 

리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버터 출력단의 L필

터의 크기가 1번 영역에서 투입되는 직렬인덕터보다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필터의 능력이 저하된다. 인덕터의 용량은 설계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L크기를 필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조건 키울 순 없다. 

이런 현상은 인덕터 위주로 설계된 필터를 적용하는 소용

량 인버터가 전압 사고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계통 전압의 스

위칭 리플을 고스란히 포함하게 한다.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드 코드는 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전압 크기에 따라 

계통 지원을 달리 요구하는데 스위칭 리플이 포함된 전압으

로는 정확한 전압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압 사고 상

황인 2번 영역에서도 전압 감소율에 따라 무효전류를 계통에 

공급하여 계통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전압 리플로 정확

한 전압을 계산하지 못하면 계통 연계 적합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Fig. 2와 같이 AD 앞단에 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고조파 리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보통은 주파수 응

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스위칭 주파수보다는 큰 차단주파수

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방법이 정상상태에서는 별 문

제가 없겠지만 그리드 코드가 요구하는 동적 계통 지원과 

LVR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긴다. 인덕터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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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of sampling error using the existing voltage 

detection

Fig. 5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voltage detection method

Fig. 6 Bode plot of analog low-pass filter

설계된 소용량의 인버터를 저 전압 사고 상황에서의 계통 연

계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GFD를 연계하고 테스트를 하면 

Fig. 3(b)처럼 직렬인덕터의 투입으로 계통 임피던스는 급변

하고 인버터 출력단의 필터 성능에 영향을 미쳐 계통 전압에 

스위칭 리플을 감쇄하지 못해 정확한 전압 크기를 계산하는

데 방해요인이 된다. 정상상태인 Fig. 3(b)의 상황에서 인버

터는 저 전압 사고 상황이라 판단하여 잘못된 계통지원을 수

행할 우려가 있다. Fig. 4와 같이 스위칭 리플이 포함된 전압

을 인버터가 리플의 낮은 값을 샘플링하면 마치 전압이 감소

된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2.3 제안된 전압검출 방법

저 전압 사고 시 계통 연계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

서 계통전압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2절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덕터 위주로 설계된 소용량의 인버

터인 경우에는 계통 임피던스의 급변이 계통 전압에 스위칭 

리플을 고스란히 포함하게 되어 정확한 전압의 크기를 계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전압 리플을 감소

하기 위해 AD 앞단의 아날로그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

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변하는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제어기

를 통해 보상하여 정확한 전압을 검출하는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이 제안한다. 

Fig. 1과 같이 국제 규격에서는 계통전압과 전류의 정보를 

검출하는데 있어서 AD 앞단에 아날로그 저역통과 필터를 적

용할 것을 요구한다.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는 스위칭 

주파수보다 큰 대역폭을 갖도록 설정하여 주파수 응답을 동

일하게 갖도록 한다. 저역통과 필터는 2차 계수 버터워스 타

입의 식 (1)과 같이 차단주파수를 설정한다.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는 1.5kHz로 스위칭 주파수의 0.5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여 기본파에서의 크기와 위상의 변화를 보드선도

를 통해 살펴보면 크기는 거의 변화 없지만 위상이 약 3.21°

정도 지연됨을 볼 수 있다. 

 














 (1)

이런 위상지연 현상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유발하고 

유효전력의 손실을 발생시켜 효율을 저해한다. 그래서 지연

된 위상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식 (2)와 같

은 진상보상기를 적용하여 지연된 위상을 보상한다. 진상보

상기의 보드선도는 Fig. 7(a)와 같으며 기본파에서 약 3°의 

위상을 앞서게 함을 볼 수 있다. 저역통과 필터와 진상보상기

의 전체 전달함수의 보드선도는 Fig. 7(b)와 같으며 기본파에

서 크기와 위상변화가 0에 가까운 값을 가리켜 지연된 위상

을 보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Fig. 5의 전체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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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d compensator (ωLEAD = 1, α = 35)

(b) Phase compensation

Fig. 7 Bode plot after phase compensation

Fig. 8 Simulation of the proposed voltage detection method

Fig. 9 Simulation circuit

Table 2. Simulation parameter

명 칭 값

계통전압 22.9[kV]

정격전압 380[V]

정격전류 152[A]

필터용 인덕터 0.3[mH]

인버터 용량 100k[W]

GFD의 직렬인덕터
0.04[mH]

(저압 측으로 환산한 값)

기존의 LPF fc 10[kHz]

제안하는 LPF fc 1.5[kHz]

도에서 각 단계의 파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역통과 필터를 

통해 샘플링 오차를 해결하고 진상보상기를 통해 지연된 위

상이 보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3.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조건

본 연구는 100kW 급의 인버터 기반의 분산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GFD를 통해 국제 규격이 요구하는 

저 전압 사고를 모의하여 PSIM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한 알고

리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회로도와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3.2 시뮬레이션

GFD의 병렬인덕터를 조절하여 전압강하 50%에 해당하는 

사고 전압을 모의하고 AD 앞단의 LPF의 차단주파수는 10kHz

로 적용한다. Fig. 10에서 보듯이 GFD의 직렬인덕터가 연결

된 1번 영역에서 계통전압의 리플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때 인버터가 DA로 출력한 상전압 파형을 보니 정상상태

인 1번과 3번 영역에서 전압이 감소한 것처럼 출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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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ulation of the existing voltage detection

Fig. 11 Simulation of the proposed voltage detection method

Fig. 12 Comparison of voltage detection method

Fig. 11을 통해 기존의 LPF의 차단주파수를 1.5kHz로 변

경하고 계통전압의 리플이 Fig. 10에 비해 많이 감쇄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감쇄된 전압 리플에 따라 인버터 DA로 출력한 

전압이 1번, 3번 영역에서의 전압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드 코드가 요구하는 계통 지원을 하기 위한 기

준이 되는 정상분 전압의 실효값을 기존의 전압 검출 방법과 

제안하는 전압 검출 방법의 차이를 Fig. 12를 통해 비교하였

다. 정상상태이지만 직렬인덕터의 투입으로 전압리플이 발생

하고 인버터의 DA가 출력하는 전압은 11%가 감소한 값을 가

리키고 있다. 10%이상의 전압강하는 정적 계통 지원이 아닌 

동적 계통 지원으로 저 전압 사고 상황이라 인식한다. 정상상

태를 사고 상황이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안하

는 전압 검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그림12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계통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통 전압 검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계통

지원은 정적 계통 지원과 동적 계통 지원으로 나눠지며 국제 

규격에서 요구하는 정상분 실효값으로 표준 값 대비 10% 감

소율 기준으로 결정된다. 인버터 출력단의 필터가 인덕터 위

주로 설계 될 경우 기존의 전압검출 방법은 저 전압 사고 모

의 시 직렬인덕터 투입으로 인해 생기는 전압 리플로 잘못된 

전압 검출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정상상태를 저 전압사고 상태

로 판단하여 정확한 계통지원을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

서 전압리플을 감쇄하기 위해 스위칭 주파수보다 작은 차단 

주파수를 적용하고 지연된 위상을 진상보상기를 통해 보상하

여 저 전압 사고 모의 시 정확한 전압 검출방법을 제안하였

다. PSIM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추

후 전원 사고모의 장치를 통해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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