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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중소규모의 도서와 같은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전력계통의
부하단에 정류기와 같은 비선형부하가 연결된 경우 전압파형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압의 왜곡으로 인해 THD가 규정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 주변에 분산형 전원용 계통연계인버터를 연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도서의 독립형 그리드를 대상
으로 비선형 정류기 부하의 운전시 발생하는 전압 파형의 왜곡을 수식
적 모델링을 통해 선로의 임임의 점에서 고조파 크기를 계산하였다. 정
류기 부하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필터 인덕터를 직렬로 삽입함
으로서 계통연계지점의 전압 THD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PCS
의 계통연계 운전이 가능해졌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비선형 부하
를 포함하나 도서의 계통을 간략화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
를 비교하였다.

1. 서    론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와 같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서 태양광 풍력 등 분산전원을 계통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원들은 PWM방식의 인버터로 계통에
연계되므로 계통의 전원 전압 품질에 따라 계통 연계 가능 여부가 결정
되며 계통연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통 전압의 품질을 감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조파가 포함된 경우 계통 연계 운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도서지역의 부하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양식장, 펌프
장, 냉동고 등 수산업 관련 설비가 늘어나면서 모터부하가 늘고 있다.
직입 기동의 경우 돌입전류가 크게 발생하거나 인버터 구동 모터의 경
우 계통측 인터페이스가 다이오드 정류기로 구성된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의 계통 선로는 육지와 달리 용량이 작고 전압이 낮은 경
우가 많아서 길이에 따라 임피던스의 변동이 심하고 이로 인해 말단의
전압 변동이 커지며 고조파에 의한 영향도 심해진다. 즉 육지 계통에 비
해 상대적으로 단락용량비(Short Circuit Ratio)가 작은 연약 계통(Weak
Grid)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약계통에서는 분산전원의 계통 연계 지점의 위치 선정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등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위치에 건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그러한
계통 연계 희망 지점이 계통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말단에 위치
하여 전력 품질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점인 경우가 발생한다.
전력계통의 말단에 분산전원을 연계할 때 분산전원의 출력변동에 따
라 PCC(Point of Common Coupling) 지점의 전압 변동이나 고조파 발
생량 증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와는 반대로
계통연계 희망지점의 부근에 위치한 대형 정류기와 같은 비선형 부하에
의해 전력 품질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A섬을 대상으로 추진된 융복합 사업의 일환으
로 10kW급 풍력발전기를 계통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조파 문
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삽입한 직렬인덕터의 크기에
따라 연계지점의 전압 크기와 파형 왜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였
다. 이를 위해 A섬의 전력 계통을 간략하게 모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험 결과와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하는 등가 선
로 모델 임피던스를 구함으로서 향후에는 다양한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도 계통 전압의 크기와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본    론

  2.1 비선형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의 왜곡
도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용량(20kW)을 갖는 펌프 모터의

구동을 위해 가변속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측 회로는 다이오드
정류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력 전류에 매우 큰 고조파 성분
이 포함되고 전압파형도 직류단 커패시터 전압을 기준으로 왜곡이 발생

한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정류기의 입력 전류의 피크값과 파형은 커패
시터의 용량과 부하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전류의 변화는 전압 파형
의 왜곡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은 A섬의 전력 흐름도와 실측한 선간
전압 파형으로 풍력발전기 계통연계 지점이 정류기 부하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다이오드 정류기의 입력단에 별도의 대책 (직렬 인덕
터)이 없는 경우 펌프 부하 구동 여부에따라 PCC 전압에 고조파 왜곡
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 설치된 간이형 계측기를 사
용하여 THD를 측한 결과 펌프 부하 미가동시에도 전압 THD 값이
3.8%였으며 펌프 부하가 가동하게 되면 그 값은 9%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

(b) (c)
<그림 1> PCC지점의 선간전압파형 비교 (a) A섬 전력 흐름도 

(b) 펌프부하 미동작시 THD 3.8% (b) 펌프부하 동작시 THD 9%

  2.2 도서 마이크로그리드의 간략화 모델링
PCC에서 비선형 부하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하기위해서는

도서지역의 계통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A섬의 계통을 간
략화 하여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시뮬레이션에서 발전기는
이상적인 전압원로 가정하였으며 선로 파라메터와 변압기의 용량 및 계
통의 각 파라메터는 표 1과 표 2, 표3에 나타내었다. 풍력발전기는 PCC
지점에 접속되어있다. 펌프부하에 직렬로 삽입된 인덕터는 정류기 부하
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삽입된 것이며 그 값을
정류기 부하의 4%, 6%, 8%로 조절하며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선로 파라메터는 제조사의 케이블 임피던스 테이블을 활용하여 길이
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이 때 X/R ratio는 0.53으로 0.6[kW], CV 100sq,
1C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선로는 선의 굵기와 길이가 다양하지
만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값으로 1차 선정한 후 동일한
부하전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의 최종단 전압값이 유
사한 값을 갖도록 선로임피던스를 조절하였다. 그림 3은 그림 2를 토대
로 만든 PSIM　시뮬레이션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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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저항[ohm] 인덕턴스[mH]

Z1 0.105 0.1476

Z2 0.1 1.61

ACL 0.81, 1.21, 1.61

명칭 용량[kW] PF

로컬 부하 4 0.9

펌프 부하 20 0.9

명칭 TP1(측정) TP3(측정) TP2(측정) TP2(계산)

 419.19 397.52 413.59 411.08

 14.6 40.26 17.94 18.32

 7.5 23.5 8.45 9.49

 3.61 20.29 4.01 5.37

ACL[mH] 0 0.81 1.21 1.61

THD[%] 9.87 8.59 7.48 6.21

<그림 2>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간략화 블록도

 <그림 3>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간략화 시뮬레이션 회로도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메터

<표 2> 로컬 및 펌프부하 부량

  2.3 고조파 분석 및 시뮬레이션 파형 비교
이상적인 전압원의 발전기와 전압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정류기 사이

의 선로 임피던스에 따라 선로 임의의 지점 에서의 전압 고조파 크

기를 계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발전기의 정현파 전압원( )과 정

류기의 구형파 전압원( ) 사이의 각각 Z1, Z2의 임피던스가 존재하는

등가회로를 생각하면 정현파 전압원에서 보았을 때와 구형파 전압원에
서 선로를 보았을 때 Z1, Z2 에서 전압의 크기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 각각 아래와 같다.
 ∙∘∘∘

 ∙∘∘∘


(1), (2)식의 합하여 에서 고조파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측정한 의 측정값과 계산을 통한 값이 거의 일치함을

표 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5%이하로 매우 작지만 고조
파의 차수가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에서 오차의 범위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구간별 선간전압 측정 및 지점 전압 크기 계산

 

 

<그림 4> 지점별 선간전압 파형(Time)

 

<그림 5> 지점별 선간전압 파형(FFT)

2.4 고조파 저감 및 시뮬레이션 파형 비교
비선형 부하로 인하여 고조파가 발생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으로 인덕

터를 비선형 부하의 앞단에 직렬로 삽입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선형 부하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에서의 THD가 9.47%임을 확인

하였다. ACL을 삽입한 후 에서 THD를 측정한 결과 표 4와 같이

THD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은 실제 자립섬에서 ACL
1.61mH을 삽입 후 선간 전압의 THD가 5%로 줄어들었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THD가 약 6.01%로 비슷한 수치가 나옴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ACL 크기별 ACL TP3 지점 THD

<그림 6> ACL 크기별 TP3 지점 선간전압, FFT 파형 

<그림 7> ACL 1.61mH 삽입 후 PCC 지점에서의 선간전압 파형 
(THD 5%)

3. 결    론

도서지역의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전력계통의 부하단에 정류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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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선형 부하가 연결된 경우 전압파형의 왜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THD가 높아지면 그 주변 분산형 전원용 계통연계 인버터를 연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선형 부하가 있는 마
이크로 그리드에서 분산전원 계통연계 예상지점에서의 고조파 크기를
계산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ACL 삽입을 통하여 THD 크기가 줄
어듬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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