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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에너지 자립섬 등 도서지역에 신재생 전원 사용 사례 증가 추세
• 태양광, 풍력, ESS등 분산전원 출력은 계통연계형 인버터(PCS)를 통해 기존 계통에 연결
• 한편 도서지역 발전소 및 전력망은 용량이 작고 임피던스가 크며 비선형 부하가 다수 존재

 접속 위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하며 파형 왜곡(고조파)이 크게 달라짐
 경우에 따라서는 분산전원의 계통연계가 어렵거나 연계가 성공하더라도 분산전원 출력 파

형 왜곡의 원인이 됨

본 논문에서는
1) 도서지역 마이크로 그리드의 간략화 시뮬레이션 모델링
2) 계통망 말단에서 운전중인 계통연계 인버터의 계통 투입 실패 가능성 검토
3) 이러한 왜곡된 전압 환경에서 계통 연계 인버터의 계통 투입 실패 가능성 검토
4) 전압왜곡 개선을 위한 1차 대책으로서 직렬인덕터 삽입 효과 분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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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도서지역 마이크로 그리드는 육지 계통과 다르게 용량이 작고 임피던스가 큰 연약계통

(Weak Grid)임
• 따라서 도서지역 마이크로 그리드의 부하 증설(특히 비선형 정류기 혹은 모터 부하)시 정확

한 기술검토 필요함
•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등 도서지역 마이크로 그리드의 개선사업 수행시에도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요함
•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핵심 요소 모델링에는 디젤발전기(가버너 포함), 변압기, 계통 선로, 

주요 부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발전 시스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과 함께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운전제어전략의 모델링이 포함됨

•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모델링 정밀도를 높여 기본파 전류/전력의 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발
전기 투입이나 부하 급변 등) 과도 상태 및 고조파의 영향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그림 1. 계통 모델 블록도

표 1. 선로 임피던스 및 부하 용량과 역률

그림 5. NF ES2000으로 생성한 고조파를 주입한 선간 전압

그림 2. 계통 PSIM 시뮬레이션 회로도

그림 3. 실제 파형 왜곡과 시뮬레이션의 파형왜곡 비교

4. 전압 파형 왜곡시 계통 투입 실패

표 5. 인덕터 크기에 따른 PCC전압 THD 크기

그림7. THD 9%시 계통 투입 전/후 상전압 및 3상전류 (국내 D사 인버터)

그림 8. 인덕터 크기에 따른 TP5 전압 파형 비교

위치 선로 단면적 및 길이
𝑹𝑳 [ohm/km] 

용량[kW], PF
𝑳𝑳 [mH/km]

Zone #1 200sq (100m)
0.0927

15, 0.9
0.4107

Zone #2 100sq (484m)
0.185 

10, 0.9
0.478

Zone #3 60sq (80m)
0.327

10, 0.9
0.5348

Zone #4 16sq (20m)
1.15

5, 0.9
0.6615

펌프용량 20[kW] PF 0.89

표 2. 펌프 용량

1차측 2차측

용량[KVA] 250

전압[V] 380 400

R [ohm] 0.0062 0.0002

L [H] 16.58e-5 0.4e-5

Lm [H] 0.0509

결선방법 Y △

표 3. 변압기 파라메터

Test Point 전압[Vab] THD[%]

TP1 396 [V] 2.1

TP2 392 [V] 2.6

TP3 389 [V] 5.3

TP4 381 [V] 6.0

TP5 376 [V] 6.4

표 4. 선로 임피던스에 따른 전압강하와 T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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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력발전 출력단 PCS 계통연계를 위한 직렬 인덕터 삽입
후 파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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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버터 실험 환경

그림 6. THD 0%입력시 계통 투입 전/후 상전압 및 a, b상 전류 (국내 D사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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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링
• 전체 부하의 50%정도의 비선형 부하를 삽입하여 모델링
• 4군데의 부하로 나누어 추후 분산전원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모델링

2. 비선형 부하 존재시 파형 왜곡
• 선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 비교
• 비선형 부하로 인하여 PCC에서는 파형 왜곡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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