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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 발 과 풍력발 으로 표되는 분산형 원이

계통에 연계됨에 따라 계통사고 발생 시에 계통연계형

인버터에 한 각국의 계통 규정(Grid Code)이 더욱 엄

격해지고 있다. 국내 계통 규정에서는 압 사고 시,

계통과의 연계를 분리시키는 단독운 방지기능을 통해

안정 인 계통운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형

원이 계통에 량 연계되면서 불필요한 계통 분리 상

이 자주 발생된다. 이러한 상은 계통연계 지 에서 연

쇄 으로 다른 분산형 원들의 차단을 야기하여 오히려 Fig. 1. LVRT and ZVRT regulation in Germany, USA and

Japan[7].

체 계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최근 국외 계

통 규정에서는 계통 내 압 사고로 인한 인버터 운

계속성(Low Voltage Ride Through, LVRT)뿐만 아니라

(Zero) 압 사고 시 운 계속성(Zero Voltage Ride

Through, ZVRT)을 통해 인버터가 계통 안정화에 기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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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VRT regulation in Germany[11].

Fig. 3. Reactive power curve depending on the grid voltage

variations[11].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상

을 일치시키는 상고정루 (Phase Locked Loop, PLL)

제어가 용되며 이를 해 계통 압을 정확하게 센싱

받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압 상황에서는 계통의

상을 센싱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에서 규정한 LVRT

규정에 해 살펴보고, 계통연계형 단상 인버터의 기본

인 기능인 PLL 제어의 기본원리와 Notch filter-PLL,

APF를 이용한 dq-PLL SOGI-PLL(Second-order

Generalized Integrator) 제어방법을 소개한다. 한,

상 추종이 어려운 압 상황에서도 안정 인 상

추종 인버터 출력이 가능한 새로운 PLL 제어방법을

제안한다. 단상 인버터에 Notch filter-PLL, APF를 이용한

dq-PLL, SOGI-PLL 제안하는 PLL 제어를 용하고

각각 독일, 미국 일본의 압 상황에 해 시뮬

이션과 실험을 진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PLL 제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

2. 국가별 LVRT 규정 분석

그림 1은 계통 압이 곡선 에 있을 때, 인버터와

계통간의 연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별 LVRT와 ZVRT

압 규정을 나타낸다. 특히 미국과 독일 규정에서는 계

통 압이 인 ZVRT 상황에서도 150ms 동안 계통과의

Fig. 4. LVRT regulation in the USA[4].

연계를 유지해야 하며, 무효 력 주입을 통해 인버터가

계통 복구 시에 안정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1 독일의 LVRT 규정

그림 2는 4개의 역별로 나 독일의 LVRT 규정을

나타낸다[4]-[7],[11]. 독일의 LVRT 규정은 동 계통지원( 압

변동이 10% 이상)과 정 계통지원( 압변동이 10% 미만)

으로 구분된다. 동 계통지원에 있어 계통연계형 인버터

는 압 강하가 100% 일어나는 압 잔존량 0%,

압 계통사고 후 150ms 동안 계통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각 역별(A∼D)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역에서는 계통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B) 역에서는 계통에서 분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속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계통 운 자의

동의하에 순간 인 분리가 가능하지만 즉시 재

속 할 수 있어야 한다.

(C) 역에서는 순간 인 분리가 가능하지만 계통사고

가 복구되고 2 이내 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D) 역에서 구체 인 요구사항은 없다.

그림 3은 계통 압이 정격 압 비 10% 이상의 압

강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효 류주입에 한 독일

규정을 나타낸다[7],[11]. 무효 류는 압 강하비에 해

식 (1)과 같이 2 p.u.의 기울기로 계통에 주입해야 하며,

압 강하가 50% 이상일 시에는 100%로 계통에 주입해

야 한다. 압변화 범 가 기 압 비–10%∼10%

의 구간은 Dead Band이며 정 계통지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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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여기서 는 압변동량, 는 정격 류이다.

2.2 미국의 LVRT 규정

그림 4는 미국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에서 제정된 PRC-024-1 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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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VRT regulation in Japan[7].

Fig. 6. Control block of the grid-connected inverter.

나타낸다[4]. 이 표 은 발 기의 주 수와 압 크기에

따른 보호계 기의 차단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림 4

는 빨간선 의 역을 “No trip zone”으로 지정하고 있

으며, 이 역에서는 인버터가 계속해서 동작할 것을 요

구한다.

2.3 일본의 LVRT 규정

그림 5는 일본의 LVRT 규정에서 계통 압 복귀 후

인버터 출력 복귀 동작을 나타낸다[7],[9],[10]. 사고 후

압 잔존량이 20% 이상일 때와 압 잔존량이 20% 미

만일 때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사고 후 계통의 잔존

압이 20%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계통을 탈락시키지 않

고 0.1 이내에 기 압의 80%까지 복귀하여야 하

며, 잔존 압이 20% 미만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0.2

이내에 계통사고 의 압 80% 출력까지 복귀해야

한다.

3. 계통연계형 단상 인버터 제어

그림 6은 일반 인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제어블록도

를 보여 다[4]-[7].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의 상

을 동기화시켜주는 PLL 제어와 유·무효 력제어, 출력

류제어로 구성된다. 유·무효 력제어와 출력 류제

어는 회 좌표계에서 PI 제어기로 용하 으며 상호간

섭성분을 보상해주는 디커 링(분리) 제어과 피드포워드

( 향) 제어를 용하 다.

Fig. 7. Basic Structure of PLL concept[1].

Fig. 8. Notch filter + PLL Block diagram.

Fig. 9. dq-PLL Block diagram using APF method.

4. PLL( 상동기루 , Phase locked loop)

개념 종류

그림 7은 PLL 제어기의 기본구조를 나타낸다. PLL

제어기는 PD(Phase Detector), LF(Loop Filter)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로 구성된다. PD는

입력 신호 와 그림 7의 PLL 제어기 내부 오실 이터

에서 생성된 신호(′ ) 사이의 상차에 비례하는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LF는 PD 출력에서 고주 성분이나

잡음을 제거시켜 ‘0’ 는 일정한 직류 압값을 가지게

하며 일반 으로 ‘1차 역 통과 필터’ 는 ‘PI 컨트롤러’

로 구성한다. VCO는 LF에 의해 제공되는 입력 압을

센싱 받아 입력 신호와 동일한 심 주 수로 발진한다.

PLL에서 입력 신호 상 변화를 VCO 출력이 일정

값까지 얼마나 빠르게 추종할 수 있는지는 LF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특성이 PLL 동작 특성(dynamic

response)을 결정한다. 이 Notch filter+PLL, APF를

이용한 dq-PLL SOGI-PLL에 한 제어 블록도를

설명한다.

4.1 Notch filter + PLL 제어

그림 8은 Notch filter+PLL의 제어블록도이다. 기본

곱형 PLL 제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 기본주 수의 2배

성분을 Notch filter를 이용하여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다.

4.2 APF를 이용한 dq-PLL 제어

그림 9는 APF를 이용한 dq-PLL의 제어블록도이다.

QSG(Qudrature Signal Generator)를 통해 T/4만큼 지

연된 신호를 만들어 후에 dq변환 블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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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OGI-PLL Block diagram.

Fig. 11. Bode plot of D(s) of the SOGI-QSG with different

control gain.

Fig. 12. Bode plot of Q(s) of the SOGI-QSG with different

control gain.

직류 형태로 제어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QSG의 방법으

로 All Pass Filter(APF)를 용하 다. APF는 입력

압 크기는 동일하며 상만 90° 지연된 출력 형을 생

성한다.

기 주 수(60Hz)에서 기본 PLL 제어와는 달리 주

수 진동 없이 정확하게 추종하지만, 입력 압의 주

수가 기 주 수를 벗어나면 약간의 진동이 발생하는

단 이 있다.

4.3 SOGI-PLL 제어

그림 10은 SOGI-PLL의 제어블록도이다. SOGI-PLL

제어에서 SOGI-QSG는 , 를 출력해 내고 이를 dq

변환블록으로 , 로 출력한다. 이후 dq-PLL과 동일

하게 제어기와 VCO를 거치게 된다. SOGI-QSG는 식

(2)에 의해 주어진 역 통과 필터의 달함수와 식 (3)

의 역 통과 필터의 달함수로 구성되며 최 화 알고

리즘에 따라 자체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응

형 필터를 기반으로 직교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센싱

Fig. 13. Proposed PLL block diagram based on SOGI-PLL.

Fig. 14. Proposed PLL algorism based on SOGI-PLL.

되는 계통 주 수가 기 주 수가 아닌 상황에서도 정

확하게 의 90°만큼 지연된 를 출력하여 계통 상

을 추종한다.

  


 

 ′′
′

(2)

  

  
 ′′

′
(3)

SOGI-QSG의 출력 달함수는 식 (2), (3)으로 표

된다. 식 (2)에 해당하는 D(s)와 식 (3)에 해당하는 Q(s)

의 보드선도는 그림 11, 1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과

12에서 게인값을 증가시킬수록 정착시간이 어들며 게

인값에 따라 허용하는 범 주 수의 역을 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1.414 로 용하여 시뮬 이

션을 진행하 다.

4.4 제안하는 PLL 제어

제안하는 PLL 제어는 SOGI-PLL 제어를 수정하여 그

림 13과 같이 ZVRT mode control 블록 내에 계통 압

이 정격 비 3% 미만으로 떨어질 때를 검출 기 으로

설정하 다. 제안하는 PLL 제어방법에 한 알고리즘은

그림 14와 같으며 계통 압 검출은 dq로 변한된 압

, 를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고

후 이 3% 이상이 되면 normal mode로 동작하며,

3% 미만이면 ZVRT mode로 동작하게 된다. ZVRT

mode로 동작하게 되면 PLL 제어 입력값과 제어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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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imulation results for zero voltage condition.

Fig. 16. Simulation results for conventional PLL control in

zero voltage condition.

Fig. 17. Simulation results for proposed PLL control in zero

voltage condition.

기화시켜 기존에 추종하고 있는 계통 주 수가 동일

하게 유지된다. 계통 압이 복귀하면 ZVRT mode가

해제되며 PLL 제어를 정상 으로 동작시킨다.


 


 (4)

그림 15는 압 발생에 따른 계통 압(Vg_LVRT)

피크값을 나타낸다. 그림 16과 그림 17의 가상입력 압

(Vg_im)은 계통 압이 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

었다고 가정한 압을 나타낸 것이며 압 발생 시

에 실제 PLL 제어를 통해 생성하는 출력 류 상과

비교하기 해 나타냈다. 그림 16은 기존 PLL 제어

SOGI-PLL을 용한 시뮬 이션 형이며, 계통 압이

압이 되고 50ms 이후(0.1s)에는 가상입력 압

(Vg_im) 비 PLL에 의해 생성되는 인버터 출력 류

상 주 수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계통 압이 정상 상태로 복귀하면 입력 압

비 3 사이클 이후에 출력 압과 출력 류 상이 정상

으로 일치한다. 한 PLL 주 수(Ws)는 압 이

후 순간 으로 60krad/s 이상으로 피크값이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제안하는 PLL 제어를 용한

Parameter Value Unit

Rated output power, Pno 3 

Rated output voltage, Vg 220  

Grid frequency, Fgrid 60 

Rated output current, Io 13.6  

Input voltage, Vdc 380 

Filter inductance, Linv 0.1 
Filter capacitance, Cf 5 
Filter inductance, Lgrid 0.05 
Switching frequency, fsw 50 

TABLE I

SIMULATION PARAMETERS

Fig. 18. PSIM Simulation schematic for three PLL controls.

시뮬 이션 결과 형으로 그림 16의 기존 PLL 제어

비 제안하는 PLL 제어의 인버터 출력 류 상이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계통 압이 복귀한 후에는 1 사이

클 후에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의 상이 일치하

다. 한 PLL 제어기의 주 수(dq_Ws) 피크값이 그

림 16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시뮬 이션 해석

시뮬 이션은 PSIM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표 1의

라미터를 용하여 국가별 LVRT 규정에 한 PLL

제어를 확인하 다. 국가별로 0.1s에 계통사고가 일어남

을 동일하게 용하여 그림 1의 그래 를 토 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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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imulation results for reactive current injection

(proposed PLL based on SOGI).

(a) Notch filter + PLL

(b) dq-PLL using APF

(c) SOGI-PLL

(d) Proposed PLL based on SOGI-QSG

Fig. 20. Simulation results for LVRT regulation in Germany.

하 다. 무효 류 공 에 해 표 으로 독일 LVRT

규정에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압 구간이 있

는 독일과 미국의 LVRT 규정에서는 3가지 PLL 제어와

제안하는 PLL 제어를 용하 으며 일본의 LVRT 상황

에서는 3가지 PLL 제어를 용하 다.

(a) Notch filter + PLL

(b) dq-PLL using APF

   

(c) SOGI-PLL

(d) Proposed PLL based on SOGI-QSG 

Fig. 21. Simulation results for LVRT regulation in USA.

5.1 독일 LVRT 규정 시뮬 이션 결과 형

그림 19는 독일 LVRT 규정(그림 2)의 (B) 역에 해

당하는 시뮬 이션 형이다. 0.1s에 100% 압 강하의

계통사고를 모의하 다. 계통사고 시에 무효 류는 압

강하비에 해 식 (1)과 같이 2 p.u.의 기울기에 맞게 공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압 강하가 0%인 구간

에서는 연계를 유지하며, 그 이후 계통 압에 따라 무

효 력을 공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0은 독일 LVRT 규정(그림 2)의 (B) 역에 해

당하는 시뮬 이션 형이다. 0.1s에 100% 압 강하의

계통사고를 모의하 다. 그림 20(a)에서 Notch filter

PLL 제어의 경우에는 0.7ms의 정착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림 20(b)에서 APF를 이용한 dq-PLL 제어의 경우에

는 사고 직후 PLL 출력 각주 수(Ws)가 408rad/s의 피

크값을 가지고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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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ch filter + PLL

(b) dq-PLL using APF

(c) SOGI-PLL

Fig. 22. Simulation results for LVRT regulation in Japan.

SOGI-PLL 제어의 경우에는 앞선 2가지 PLL 제어 비

PLL 출력 각주 수(Ws)가 낮은 오버슈트를 보인다. 그

림 20(d)의 제안하는 PLL 제어에서는 PLL 출력 각주

수(Ws)가 가장 안정 으로 기존 3가지 PLL 제어 비

피크값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미국의 LVRT 규정 시뮬 이션 결과 형

그림 21은 미국 LVRT 규정(그림 4)에 해당하는 시뮬

이션 형이다. 0.1s에 100% 압 강하의 계통사고를

모의하 다. 미국의 경우에는 복귀 압이 변하는 2s 와

3s 에 약간의 진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a)에서 Notch filter PLL 제어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상을 동기화하는데 다른 PLL 제어 비 0.7ms의 긴

정착시간을 가지게 되며 진동하며 추종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b)에서 APF를 이용한 dq-PLL 제

어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PLL 출력 각주 수(Ws)가

407rad/s의 피크값을 가지게 되지만 계통 압에 변화함

에 따라 조 씩의 오버슈트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c)의 SOGI-PLL 제어에서는 앞선 2가지 PLL

제어 비 응형 필터의 우수한 성능으로 PLL 출력

각주 수(Ws)의 피크값은 384 rad/s로 낮게 나타난다.

Fig. 23. Photograph of experimental equipment.

Parameter Value Unit

Rated output power, Pno 140 

Rated output voltage, Vg 110 

Grid frequency, Fgrid 60 

Reated output current, Io 0.46 

Input voltage, Vdc 300 

Filter inductance, Linv 7.2 
Filter capacitance, Cf 0.22 
Filter inductance, Lg 0.47 
Switching frequency, fsw 50 

TABLE Ⅱ

EXPERIMENT PARAMETERS

그림 21(d)의 제안하는 PLL 제어에서는 기존 3가지

PLL 제어 비 PLL 출력 각주 수(Ws)가 압이

되는 순간 가장 안정 인 과도상태를 보 다.

5.3 일본의 LVRT 규정 시뮬 이션 결과 형

그림 22는 일본 LVRT 규정 그림 5에 해당하는 시

뮬 이션 형이다. 0.1s에 80% 압 강하의 계통사고를

모의하 으며 압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림 22(a),

(b) (c)와 같이 기존의 PLL 제어만 확인해 보았다.

그림 22(a)에서 Notch filter PLL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Notch filter가 기본주 수의 2배가 아닌 주 수 범 에

서는 필터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PLL 출력 각주 수

(Ws)에 리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b)에서

APF를 이용한 dq-PLL 제어와 그림 22(c)에서

SOGI-PLL 제어의 경우에는 압이 아니기 때문에

기 압 강하가 있을 시에만 오버슈트가 존재하며 그

이후 정상 으로 계통 압의 상정보를 얻을 수 있어

PLL 출력 각주 수(Ws)가 안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4 제안하는 PLL 기법에 한 시뮬 이션 고찰

시뮬 이션 검증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의 LVRT

규정에 해 시뮬 이션 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을

진행하 으며, 제안하는 PLL 제어는 독일과 미국의

압 상황에 용하 고 그림 20(d), 21(d)에 나타냈다.

각 그림은 제안하는 PLL 기법인 ZVRT 모들 동작하는

시뮬 이션 결과 형을 보여 다. 제안하는 PLL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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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ch filter + PLL

(b) Notch filter + PLL (close-up)

(c) Notch filter + PLL (close-up)

Fig. 24.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Germany

ZVRT test(Notch filter+PLL).

(a) dq-PLL using APF

(b) dq-PLL using APF (close-up)

(c) dq-PLL using APF (close-up)

Fig. 25.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Germany

ZVRT test(dq-PLL using APF).

(a) SOGI-PLL

(b) SOGI-PLL (close-up)

(c) SOGI-PLL (close-up)

Fig. 26.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Germany

ZVRT test(SOGI-PLL).

기법은 기존 3가지 PLL 제어 비 압 조건에서

출력 각주 수(Ws)의 피크값이 낮으며 안정 으로 상

을 추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PLL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독일과 미국의 계통연계규

정에서 압 상황에서 요구되는 무효 류를 정확한

상으로 공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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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ch filter + PLL

(b) Notch filter + PLL (close-up)

(c) Notch filter + PLL (close-up)

Fig. 27.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the USA

ZVRT test(Notch filter + PLL).

6. 실 험

실험은 그림 23과 같이 구성하여 진행하 다. 계통사

고를 모의해 수 있는 교류모의 원장치와 인버터 입

력은 직류모의 원장치를 사용하 으며, 하드웨어는

TMS320F28035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용한 단상계통연

계형 인버터로 구 하 다. 교류모의 원장치를 사용하

여 그림 1의 국가별 LVRT 규정을 용하여 인버터의

출력 류의 상변화를 확인하 다. 그림 24-32에 해당

되는 (b), (c) 형은 그림 24-32에 해당되는 (a)에 해

사고 직후와 복 시 확 한 형을 나타낸다.

6.1 독일의 LVRT 규정 실험 결과 형

그림 24∼26은 독일 LVRT 규정(그림 2)에 (B) 역에

한 실험 형이다. 하드웨어 한계로 100% 압 강하

가 아닌 90% 압 강하인 계통사고를 교류 원장치를

(a) dq-PLL using APF

(b) dq-PLL using APF (close-up)

(c) dq-PLL using APF (close-up)

Fig. 28.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the USA

ZVRT test(dq-PLL using APF).

사용하여 모의하 다. 그림 24에서 Notch filter PLL 제

어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

가 25°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26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5에서

APF를 이용한 dq-PLL 제어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계

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25°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24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6의 SOGI-PLL 제어에서도 사고 이

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14°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22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

됨을 확인하 다.

6.2 미국의 LVRT 규정 실험 결과 형

그림 27∼29는 미국 LVRT 규정(그림 4)에 한 실험

형이다. 하드웨어 한계로 100% 압 강하가 아닌

90% 압 강하인 계통사고를 교류 원장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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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GI-PLL

(b) SOGI-PLL (close-up)

(c) SOGI-PLL (close-up)

Fig. 29.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the USA

ZVRT test(SOGI-PLL).

(a) Notch filter + PLL

(b) Notch filter + PLL (close-up)

(c) Notch filter + PLL (close-up)

Fig. 30.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Japan

ZVRT test(notch filter + PLL).

(a) dq-PLL using APF

(b) dq-PLL using APF (close-up)

(c) dq-PLL using APF (close-up)

Fig. 31.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Japan

ZVRT test(dq-PLL using APF).

모의하 다. 그림 27에서 Notch filter PLL 제어의 경우

에는 사고 이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26°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26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8에서 APF를 이

용한 dq-PLL 제어의 경우에는 그림 27의 Notch filter

PLL 제어와 동일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 다. 그림 2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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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GI-PLL

(b) SOGI-PLL (close-up)

(c) SOGI-PLL (close-up)

Fig. 32. Grid voltage, Inverter output current in Japan

ZVRT test(SOGI-PLL).

SOGI-PLL 제어에서는 사고 이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19°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16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됨을 확인하 다.

6.3 일본의 LVRT 규정 실험 결과 형

그림 30∼32는 일본 LVRT 규정(그림 5)에 해당하는

실험 형이다. 80% 압 강하의 계통사고를 교류 원

장치를 사용하여 모의하 다. 그림 30에서 Notch filter

PLL 제어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21°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22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에서 APF를 이용한 dq-PLL 제어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22°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17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

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2에서 SOGI-PLL 제어의 경

우에는 사고 이후 계통 압과 인버터 출력 류가 22°의

상차를 보 으며, 계통사고로부터 11ms가 지난 후에

상이 동기화됨을 확인하 다.

Germany USA Japan

Notch filter+PLL 26ms 26ms 22ms

dq-PLL using APF 24ms 26ms 17ms

SOGI-PLL 22ms 16ms 11ms

TABLE Ⅲ

SETTLING TIME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 LVRT 규정의 특징을 서술하고

계통연계형 단상 인버터에서 Notch filter+PLL, APF를

이용한 dq-PLL SOGI-PLL의 거동을 각주 수 형

을 심으로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하

다. 한, PLL 제어가 어려운 압 조건에서 새로운

PLL 제어를 제안하 다. 제안한 PLL 제어기법은 계통

사고 이후 3% 미만의 계통 압이 검출되었을 시에는

ZVRT 모드로 구동되도록 하 다. 한, 다른 PLL 제어

기법 비 압 구간이 있는 독일과 미국의 LVRT

상황에서 과도특성이 안정 임을 시뮬 이션을 통해 확

인하 다. 표 3은 기존 3가지 PLL 제어에 해 사고 이

후 정착시간을 나타내며 3개 국가 LVRT 규정에서

SOGI-PLL 제어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PLL 제어에 한 검증은

압 상황에서 하드웨어 한계로 인하여 형 찰이 어

려웠다. 향후에는 하드웨어를 재구성하여 계통사고 시에

정확한 상정보를 기반으로 국가별 LVRT 규정에 한

최 화된 제어방법을 제시할 정이다.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 력공사의 연구비 지원

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계부처에 감사드

립니다. (No. R17XA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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