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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penetration level of Distributed Generations (DGs) on weak distribution networks gets higher, voltage rise 

problem can often occur due to reverse power which is not expected in conventional distribution networks. It, however, 

cannot be effectively solved by using conventional voltage regulating devices such as On-Load Tap Changers (OLTCs), Step 

Voltage Regulators (SVRs) because those do not consider the presence of DGs when determining relevant setting parameter for 

voltage regulation. This paper presents a scheme for voltage regulation using coordinated control between OLTC and DGs 

which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gulation. The scheme decides which device should be operated fir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ng devices,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operation of output changes of DG and excessive tap 

changing operation of OLTC. Computer simulations considering daily irradiation of PV and load curve are performed by using 

MATLAB Simulink and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ed scheme and conventional ones is also made. It can be 

concluded from simulation results that the scheme presented is very effective to regulate voltages in distribution networks 

with multiple 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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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의 높은 사용량으로 인해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전원

(Distributed Generation, DG)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배전계통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및 소형 열병합 발전 등 중소규모 전원

을 분산 배치하는 분산전원 도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이러한 분산전원의 배전계통 연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배전계통 인프라와 운영방식에서 대용량 

분산전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존재하며, 발생 가능한 기

술적 문제로는 규정전압 이탈, 보호협조 저해, 단락용량 증대, 전

기품질 저하, 단독운전에 의한 계통운영의 안전성 저하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3-4].

배전계통에 대한 분산전원의 침투율 증가로 인해 종래의 배전

계통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역조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압상승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상 조건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의 간헐적인 출

력 특성으로 인해 On-load Tap Changer (OLTC), Step Voltage 

Regulator (SVR), 커패시터 뱅크 등과 같은 종래의 전압조정 기

기들의 효율적인 동작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6]. 계통 연계용 인버터의 출력 제어를 통한 분산전원의 전압

조정 참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전압조정 기기들

과의 협조 제어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조정 동작 등의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기기들과의 협조 제어를 이용

한 새로운 전압조정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 및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및 조정 방식이 분석되었으며, 전압조정 기기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산전원과 OLTC 간의 협조 제어 기법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협

조 제어 기법은 배전계통의 전압위반 노드의 수에 기초하여 전압

조정 참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조정 기기들의 동시 

동작을 방지함으로써 분산전원의 불필요한 출력 조정 및 OLTC

의 과도한 탭 동작을 방지한다. 제안된 기법은 실제 한전에서 운

영 중인 국내 배전계통을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기존의 전압조

정 방식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식의 우수성을 확인하

였다.

2.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및 조정

2.1 종래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및 조정

종래의 배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전압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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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화 된 2-모선 배전계통을 이용할 수 있다. 분산전원이 연계되

지 않은 종래의 배전계통은 그림 1과 같이 단방향 조류 특성을 

갖는 2-모선 배전계통으로 간략화 될 수 있으며, 송전단과 수전

단의 전압 차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


                                  (1)

그림 1 간략화 된 종래 배전계통 모델

Fig. 1 Simplified conventional distribution system model

식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래의 배전계통의 전압변동은 

단방향 조류 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압강하(는 +의 값을 가

짐)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전압변동은 선로의 등가임피던스(R, 

X) 및 선로를 통해 공급되는 부하의 유효(P) 및 무효전력(Q)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선로가 길어지고 수전단에 위치한 

부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배전계통의 전압강하 현상이 크게 발

생한다.

기존의 배전계통에서는 전압강하를 보상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Line Drop Compensator(LDC) 방식을 이용한 OLTC를 사

용하여 배전계통의 전압을 적정범위 이내로 유지시키고 있다

[8-9]. LDC는 미리 정해진 전압조정 요소인 등가 임피던스와 부

하중심점 전압을 이용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하전류의 크

기를 고려하여 고압선로의 전압강하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림 2 다수의 전압조정 기기들을 갖는 배전계통

Fig. 2 Distribution network with multiple voltage regulating 

devices

 2.2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종래의 배전계통과는 달리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은 더 

이상 단방향 조류 특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분산전원의 용량 및 

출력 특성에 따라 계통에는 역조류가 흐르게 되며, 이로 인해 전

압변동 또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전압변동을 분

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간략화 된 배전계통이 고려되었다. 

분산전원의 계통 연계로 인해 수전단에도 전원이 존재하며, 역조

류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압변동은 식 (2)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7].


≈± ±

           (2)

여기서,  : 분산전원 연계점 전압()

 : 분산전원의 유효전력 출력

 :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

 : 커패시터 보상 무효전력량

그림 3 간략화 된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 모델

Fig. 3 Simplified distribution system model with DGs

식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전압변동은 기존 네트워크의 부하량 및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분

산전원의 발전량에도 큰 영향을 받으며, 분산전원의 발전량이 매

우 클 경우 역조류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전압강하가 아닌 전압

상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3 분산전원의 전압조정 참여

IEEE Standard 1547.2-2008에 따르면, 배전계통 운영자가 배

전계통의 전압 조정을 위해 분산전원의 출력을 변경하도록 요청

하지 않을 경우, 분산전원들은 배전계통의 전압조정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없다[10]. 하지만 이는 분산전원의 침투율이 낮았

던 과거에 정해진 권고사항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분산전

원 수요에 따른 전압변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전원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분산전원의 

출력 및 역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와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프

로토타입 혹은 현장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11].

그림 4는 분산전원 계통 연계용 인버터의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 원리를 나타낸다. 인버터의 정격 용량은 반원으로 표현되며 

정상 조건하의 인버터는 고정된 역률을 가지고 운전된다. 하지만 

연계점 전압이 규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인버터는 무효전력 혹은 

유효전력, 역률 등을 제어하여 능동적으로 연계점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4의 좌측은 고정된 역률로 제어됨을 보여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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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나타낸 제어 가능한 인버터의 경우, 운영자가 낮은 역률에

서 계통을 운전하고자 한다면 무효전력 생산을 위하여 유효전력

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4 인버터의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 원리

Fig. 4 Principle of active and reactive power control of 

inverter

3. 협조 제어를 이용한 전압조정 방식

3.1 전류원 기반 인버터 모델

종래의 배전계통은 LDC 방식을 이용한 OLTC 제어를 통해 전압

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보상 임피던스를 이용한 LDC 전압제어 방

식은 배전계통을 단방향 조류의 단조 감소하는 수지상 구조로 고려

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역조류 현상에 의한 양방향 조류 특성을 갖

는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에서는 전압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며, 전압제어 또한 매우 어렵다[12]. 게다가 분산전원에 의한 유

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주입으로 인해 OLTC와 부하중심점 사이의 

조류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OLTC의 LDC 파라미터 선정이 매

우 힘들다.

OLTC는 탭 조정(일반적으로 16개의 탭이며, 탭 간격은 1.25%)

에 의해 일정 크기의 전압을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동작한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분산전원 침투율 증가로 인해 배전계통의 

전압이 상승할 경우, 탭의 위치를 하강시켜 배전계통의 전압을 규

정범위 이내로 유지한다.

그림 6은 다수의 전압 위반 노드 존재 시 OLTC와 분산전원의 

전압조정 차이를 나타낸다. 분산전원의 경우 연계된 노드의 전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부적 조정 특성을 갖는 반면, OLTC의 경

우 배전용 변전소 내에 있는 주변압기에 의해 수행되므로 변압기 2

차 측에 위치한 모든 노드의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전역적 조정 특

성을 갖는다. 따라서 전압 위반 노드의 수가 많다면, 많은 수의 분산

전원이 전압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OLTC의 탭 조정이 넓은 범위

에 걸친 전압조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 이

상의 노드에서 전압 상승 문제가 발생할 경우, OLTC가 먼저 동작하

여 전압 위반 노드의 수를 줄인 후 분산전원이 출력 제어를 통해 

남은 노드에 대한 세밀한 전압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욱이 매우 사소한 전압 위반에도 불구하고 OLTC가 매번 동작한다

면, 잦은 탭 조정으로 인해 기기의 수명이 매우 감소될 것이다.

 

그림 5 OLTC 동작에 의한 전압조정 원리

Fig. 5 Principle of voltage regulation by operation of OLTC  

그림 6 OLTC와 분산전원의 전압조정 차이

Fig. 6 Difference of voltage regulation between OLTC and DG

전류원 기반 인버터는 구동 시 필요한 토크에 대한 매우 빠른 

응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통 연계용 인버터의 경우 유효 및 

무효전력 수요에 대한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7]. 특히, 태

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버터는 출력 전류의 P, Q 성분

들을 제어하여 배전계통 및 연계점 전압을 허용범위내로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 Q 및 역률 제어가 

가능한 전류원 인버터를 모델링하였으며, 인버터는 3상 정현파 

전류원으로 동작하여 발전량에 따라 계통으로 적절한 전류를 공

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류원 기반의 인버터는 인버터 자

체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에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제어 정확도를 보장한다. 또한 실제 스위칭 동

작을 제거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을 갖는다.

3.2 제안된 협조 제어 알고리즘

3.1절에서 기술된 원리를 이용한 OLTC와 분산전원의 협조 제어

는 그림 7에 나타난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전압상승의 정도

가 심각함을 의미하며, 총 개의 전압 위반 노드를 가정한다. 

OLTC는 큰 전압조정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개 이상의 전압 위

반 노드 발생 시에만 동작하며, OLTC는 전압 위반 노드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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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협조 제어가 적용된 OLTC의 동작 원리

Fig. 7 Principle of operation of OLTC with the coordinated 

control

그림 8 제안된 협조 제어 알고리즘

Fig. 8 Algorithm of the proposed coordinated control

개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탭 동작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가 허용범위내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OLTC는 탭의 위치를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전압 레벨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탭 변경 수()는 식 (3)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를 만족하는 최소 만큼의 탭 조정은 을 OLTC 동작범위 

밖으로 이동시킴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그림 8에 나타난 제

어 알고리즘에 따라 분산전원의 전압조정 참여를 통해 남은 전압 

위반 노드에 대한 전압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3)

여기서,  : OLTC의 탭 조정 수

 : 전압 상단 제한치

  : 탭 간격(정격전압의 1.25%) 

3.3 분산전원의 전압조정 알고리즘

앞선 3.2절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일정 수 미만의 전압위반 

노드에 대해서는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를 통해 전압조정을 수행

한다. 전압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모선의 전압은 인

근 모선의 전력변화 및 모선 간 임피던스에 큰 영향을 받는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피던스 특성이 유사한 모선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특정 모선의 전압위반 현상에 대해 해

당 모선을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한 분산전원들이 동시에 출력 제

어에 참여하는 지역적 기반의 분산전원 출력 제어 방식을 이용한

다. 그림 9는 적용된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유효전력의 감축은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이용 

가능한 무효전력 제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전압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분산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출력 

제어량은 노드 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림 9 제안된 분산전원 출력 제어 알고리즘

Fig. 9 Proposed output control algorithm of DG

4.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계통 및 조건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협조 제어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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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뮬레이션 계통

Fig. 10 Simulation system

그림 11 일일 부하 곡선 - L1

Fig. 11 Daily load curve - L1

표 1 모의 계통의 임피던스 데이터

Table 1 Impedance data of the simulation system

구간/노드번호 R/km[Ω] X/km[H] 길이[km]

101/1 0.0869 0.00025 1.016

102/2 0.1823 0.00103 0.990

103/3 0.1823 0.00103 0.711

104/4 0.4842 0.00115 0.195

105/5 0.1823 0.00103 0.565

106/6 0.1823 0.00103 0.602

107/7 0.4842 0.00115 0.325

108/8 0.1823 0.00103 0.634

109/9 0.1823 0.00103 0.875

(110,111)/10 0.1823 0.00103 0.786+0.039

112/11 0.1823 0.00103 1.593

표 2 서울지역 7월 일일 일사량

Table 2 Daily solar irradiation amount on July in Seoul region

시간[시] 5～6 6～7 7～8 8～9 9～10

일사량

[kWh/m2]
0.03 0.08 0.13 0.18 0.21

시간[시] 10～11 11～12 12～13 13～14 14～15

일사량

[kWh/m2]
0.24 0.25 0.25 0.24 0.21

시간[시] 15～16 16～17 17～18 18～19 19～20

일사량

[kWh/m2]
0.18 0.13 0.08 0.03 0.00

MATLAB 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전압조정 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선정된 모델 계통은 그림 10과 

같으며, 모델 계통은 한전에서 운영 중인 서울 S지역의 방사상 

배전계통으로 계통의 임피던스 데이터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14]에 제시된 모

델이며,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 시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유효 

및 무효전력을 제어한다. 역조류에 의한 전압상승 문제를 야기하

기 위해 계통 말단에 위치한 10번, 11번 노드에 연계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을 6.5[MW]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노드에 연계된 

태양광 발전의 용량은 각각 0.5[MW]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루 동안의 계통 시뮬레이션을 위해 표 2 및 그림 11에 제시된 

일일 일사량 데이터 및 부하 곡선이 이용되었다. 시뮬레이션 시

간의 단축을 위해, 이용된 일일 데이터에서 1시간은 시뮬레이션 

상의 0.1[s]로 환산되며,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2.5초(0시∼24시) 

동안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식과 기존 방식의 비교 분석이 수행

되었다. 비교 분석을 위해 선정된 기존 방식은 1번 노드 전압을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LDC 방식과 [8]에 제시된 진보된 LDC 방

식이다. [8]에 제시된 방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정된 전압조

정요소를 이용하여 식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간 별 부하전류 

에 따라 최적 송출전압 을 계산하며 실제 전압과 최적 

전압의 차이가 일정 이상일 경우 OLTC의 탭 조정을 수행하여 

송출전압을 제어한다.

  ∙                   (4)

4.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12는 전압조정 기기의 미적용 시, 일부 노드에서 발생하

는 과전압 현상을 보여준다.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에 이르는 주

간 시간대에 전압 허용치(1.05[p.u.], 단상상전압 기준 약 

13882[V])를 초과하는 노드가 다수 발생하며, 전압조정 동작이 

수행되지 않음에 따라 주간 시간대에는 과전압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전압 현상은 대용량 분산전원이 연계된 선

로 말단 쪽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전압조정 기기들의 동

작을 통해 배전계통의 전압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그림 13은 기존의 LDC 방식의 적용(1번 노드 전압을 기준 전

압으로 선정)에 따른 전압 프로파일 및 OLTC의 탭 위치를 나타

낸다. 분산전원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주간 시간대에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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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간 시간대 전압 프로파일

Fig. 12 Voltage profile in daytime

그림 13 주간 시간대 전압 프로파일 - 기본 LDC

Fig. 13 Voltage profile in daytime - Normal LDC

그림 14 OLTC 동작 시뮬레이션 결과 - 진보된 LDC

Fig. 14 Simulation result of OLTC operation - Advanced LDC

그림 15 주간 시간대 전압 프로파일 - 진보된 LDC

Fig. 15 Voltage profile in daytime - Advanced LDC

그림 16 주간 시간대 전압 프로파일 - 제안된 방식

Fig. 16 Voltage profile in daytime - Proposed scheme

부하 곡선에 따라 부하 전류 또한 증가하여 OLTC가 이를 고려

한 탭 조정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림 13과 같이 분산전원 연계로 

인해 선로 말단에 위치하는 노드들의 전압 상승 현상이 크게 발

생함에도 불구하고, 분산전원의 부하 분담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

에도 변전소 측의 전압이 OLTC의 비동작 지역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OLTC는 탭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며, 배전계통의 전압위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전압상승 현상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달되는 

전력의 품질 또한 매우 악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LDC 

방식은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전압조정에 적합하지 않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14는 [8]에 제시된 진보된 LDC 방식을 이용한 OLTC 

동작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부하량 및 송출

전류의 변화로 인해 최적 송출전압이 달라지며, 실제 송출전압과 

최적 송출전압의 차이가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 OLTC의 탭 변

환 동작을 통해 전압을 조정한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분산전원

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에 달하는 

주간 시간대에는 많은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OLTC의 탭 조정이 송출전류에만 의존하므로 전압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개소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

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그림 15와 같이 일부 노드에 발생하는 

전압 위반을 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오차로 인한 불필

요한 탭 변경 혹은 송출전류에 따른 잦은 탭 변경으로 인해 

OLTC의 수명 단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림 16은 제안된 전압조정 방식 적용 시, 배전계통의 주간 

시간대 전압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대용량 분산전원으로 인해 발

생하는 주간 시간대의 과전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OLTC와 분

산전원이 협조된 방식으로 동작한다. 1.1[s] 이후 9, 10, 11번 노

드가 전압 허용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그림 17의 전압위반 노드 

수(NVN)가 3이 되며, OLTC가 먼저 위반 노드의 수를 3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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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압위반 노드 수(NVN), 탭 위치, 출력 제어량(dQ) - 

제안된 방식

Fig. 17 Number of violation node, tap position and amount 

of output controlled – Proposed scheme

으로 줄이기 위해 탭 변경을 수행한다. 탭 변경 이후 위반 노드

의 수는 1개(Node 10)로 감소되며, 이 노드의 전압을 허용 범위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해 10번 노드가 포함된 지역(8, 9, 10번 노

드)의 분산전원들이 무효전력 출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든 노드

가 정상 범위의 전압을 가진다. 이후 1.2[s] 및 1.3[s]에서는 전

압 위반 노드의 수가 3개 미만이기 때문에 OLTC는 동작하지 않

으며, 일정한 지연 시간 이후 분산전원의 출력 제어로 전압을 조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전압조정이 어려운 기존 

방식들과는 달리 제안된 방식의 우수한 성능을 잘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은 대용량 분산전원의 연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배전

계통의 전압상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LTC와 분

산전원의 협조 제어에 기반한 전압조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협조 제어 기법은 전압조정 기기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전압조

정 참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조정 기기들의 동시 동

작을 방지함으로써 분산전원의 불필요한 출력 조정 및 OLTC의 

과도한 탭 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실제 한전에서 

운영 중인 국내 배전계통을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기존의 전압

조정 방식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식의 우수성을 확인

하였다. 

제안된 전압조정 방식을 통해 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일

지라도 능동적인 전압조정이 가능하며, 배전계통의 전압을 허용

범위 이내로 유지시킴에 따라 안정된 전압을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전력품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산전

원 도입의 큰 장벽이었던 배전계통의 전압조정 문제를 효율적으

로 해결함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의 분산전원을 도입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인 분산전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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