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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oltage of PCC(Point of Common Coupling) can fluctuate due to the variation of output power 

from the distributed resources such as wind and solar when the output stage is a grid-connected 

inverter. Also the voltage variation can occur due to the change of power flow according to the load 

change in the network. To solve these problems effectively, a method of reactive power control in the 

grid-connected inverter is proposed and verified through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the measured voltage magnitude and phase at the PCC, the reactive current references can be 

calculatd for each of the 4 modes of reactive current control strategies depending on the desired 

control objectives of the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 

기 호 설 명

VG : 발전기 출력 전압 (계통 전압)

VWT : 풍력발전기 단자 전압

VPCC : 풍력발전기 계통 연계 지점 전압

ZG : 디젤 발전기 전압원과 계통연계 지점간 선로 임피던스

ZDG : 풍력발전기로부터 연계 지점까지의 선로 임피던스

ZLL : 부하측 선로와 부하 임피던스의 합

1. 서 론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태양광, 풍력 등 분산전원의 출력을 

전력계통으로 소출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발전 전력의 크기

가 변화하거나 부하의 크기가 변동함에 따라 계통연계 지점

의 전압의 크기가 달라진다. 분산전원의 설치 위치가 주전

원 계통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선로임피던스가 증가하

므로 계통연계지점의 전압변동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의 선로 및 부하 임피던스 특성이 정해

지면 그에 따라 공급되어야하는 무효전력의 크기도 달라진

다. 따라서 분산전원용 3상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분산전원

으로부터 공급되는 유효전력뿐만아니라 계통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까지 

이러한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무효전력 제어전략에 관해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제어모드에 의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며 제안된 무효전력 제어전략에 관하여 실제 3상 인

버터를 이용한 실험적 특성 측정에 관한 문헌은 찾을 수 없

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연계지점의 전압피드백값이 목표

값을 추종하도록 출력단 무효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

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2. 제안된 무효전력 제어전략

2.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일반적인 분산전원용 인버터의 구성도와 제어블

록도를 보여준다. 그리드 계통과 부하측 임피던스를 각각

ZG, ZL로 표시하였으며 분산전원 또한 ZDG의 임피던스를 통

해 계통연계지점(PCC, Point of Common Coupling)에 연결

되어 있다. 인버터의 유효분 전류 지령값은 유효전력 지령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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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직류단 전압제어기로부터 계산되며 이것을 유효전력제

어기로 칭하였다. 한편 무효분 전류 지령은 그림 1(b)에 제

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 무효전력제어기에

서 결정하게 된다.

(a)

(b)

그림 1. (a) 시스템 구성도, 

(b)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제어 블록도

2.2 제안된 무효분 전류 기준값 계산 블록

그림 2. 제안된 발전 시스템에 무효전력 제어기 

  제안된 무효전력제어기(RPC)의 내부 블록도를 그림 2에 

표시하였다. RPC 제어모드에 따라 RPC_mode=1은 상위에

서 무효전력 지령값이 주어진 경우로서 인버터 출력단 무효

전력이 상위 지령값을 추종하도록 무효분 전류지령을 조절

한다. 또한 RPC_mode=2 인 경우에는 출력단 역률(power 

factor)을 주어진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전

력의 변화에 비례하는 무효전력 변화를 일으키도록 제어하

게 된다. RPC_mode=3인 경우는 인버터가 계통에 연계된 

지점의 PCC전압값을 피드백해서 전압 일정 제어를 수행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분산전원의 유효분 출력

변동에 따른 계통연계지점의 전압 변동량을 보상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원단 혹은 부하의 변동에 의한 연계지점의 전

압변동이 발생해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1(a)의 구성도에서 그리드전압이 주어진다면 계통연

계지점의 전압은 (1)식과 같이 부하임피던스와 분산전원의 

출력전류에 관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1)

  여기서     로서 부하임피던스와 부하측 

선로임피던스를 합친 값이다. 인버터는 PLL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VPCC의 위상을 측정하여 그 위상을 기준으로 IDG

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인버터 출력단에서 전압센서를 이용해 PCC전압이 측정가능

하다면 식(2)와 같이 PCC전압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 만

일 측정이 곤란하다면 측정지점과 PCC지점 사이의 임피던

스를 이용하여 PCC전압을 계산할 수도 있다. 

                               (2)

또한 PCC전압의 피드백 값에 포함된 잡음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의 컷오프주파수를 갖는 저역통과 필터를 식(3)과 

같이 설계하여 피드백 제어에 사용하였다. 

 

∧ 


·

∧                       (3)

PCC전압 피드백 제어기는 비례적분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그 수식은 (4)와 같다.


  ·∆∧ ∧           (4)

  PCC전압제어기의 출력단에는 가변 전류 리미터가 설치되

어 있다. 인버터의 전체 전류 용량에서 현재 출력중인 유효

분 전류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류를 무효분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변전류 리미터가 필요하게 된다. 또

한 전원측 임피던스의 크기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즉 전

원측 설비 용량이 큰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전압변동이 존

재하더라도 분산전원에서 공급해야 하는 무효분 보상 전류

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PCC전압 피드백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의 용량을 충분히 

설계하고 적절한 전류리미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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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분산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 ZDG는 PCC 전

압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신 전류 IDG의 변화에 따

라 전압강하량이 달라지므로 인버터 단자전압 에 영향을 미

친다.

  RPC_mode=4인 경우는 전압과 무효전력의 제어기인 QV 

제어의 입력은 계통전압이고 출력은 무효전력이다. 부하의 

변동으로 인해 계통에서 전압이 변동하였을 때 제어하고 싶

은 전압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버터에서 계통에 공급, 소비 

되는 무효전력을 조절한다. 즉, 계통전압이 감소하면 QV 제

어기를 통해 계통된 무효전력이 공급하여 인버터에서 계통

전압이 증가하여 원상태로 돌아오고, 반대로 계통전압이 증

가하면 제어기를 통해 계산된 무효전력이 인버터에서 소비

되어 계통전압이 감소하여 원상태로 회복된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3.1 시뮬레이션

  (1) 인버터의 유효분 전력이 변동할 때 제안된 

무효전력 무상기능 유무에 따른 PCC전압 변동

그림 3. 무효전력 보상기능이 없을 때 유효분 출력 변동에 

따른 PCC전압 변동량

 그림 3은 분산전원의 유효분 전류의 크기가 5단계로 변화

할 때 무효분 전류는 0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PCC전압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초 간격으로 유효분 전류를 0.25pu씩 증가 

시킴에 따라, 전압피드백 보상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PCC전압이 피크로 약 2% 정도 변동하며 그 형태는 유효전

력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에서는 유효분 전류 지령값이 0.9pu 인 상태에서 

0.1초에 무효전력 보상기를 투입하여 PCC전압이 지령값에 

추종하고 있는 파형이다. 전압 제어를 수행하기 전에는 

1.01pu 였던 PCC 전압의 크기가 보상제어 후에는 1.0pu로 

규정치보다 큰 경우에 제안된 무효전력 보상제어 알고리즘

에 의해 PCC전압이 잘 제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0.2초에서는 유효분 전류 지령값이 0.4pu로 스텝변화를 

했을때 PCC전압은 여전히 1.0pu로 제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유효분 전류 지령값이 0.9pu에서 0.4pu로 

변화했을때 무효전력 보상기 투입에 따른 PCC 전압제어 

특성 비교

  (2) 부하 변동시 제안된 무효전력 보상기능 유무에 

따른 PCC전압 변동

그림 5. 무효전력 보상기능이 있을 때 

50% 스텝 부하 변동에 대한 PCC 전압제어 특성

  그림 5에서는 갑작스런 부하변동으로 PCC전압이 크게 변

동하더라도 곧바로 피드백 제어에 의해 규정치로 회복되고 

있는 파형이다. 0초에서 Voltage regulator 제어가 시작되

고 0.2초에서 53Ω의 부하가 50% 감소하였을  때 VPCC은 

떨어졌다 다시 1.0pu로 제어되고 있다. 이를 위해 -0.6pu

였던 무효분 전류의 크기가 +0.3pu수준으로 크게 변동한 

것을 알 수 있다. 



- 228 -

3.2 실험 결과

그림 6은 제안된 제어방법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험 회로 구성도를 보여준다. 축소모델의 220V 전압을 사

용한 배전회로망을 구성하였으며 실험 파라메터는 시뮬레이

션 파라메터와 동일하다. 실험장치에서는 2대의 분산전원용 

인버터를 사용하여 각 인버터에 제안된 제어알고리즘을 구

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7은 이와 같은 실험 장치의 사

진이다.

그림 6. 실험 구성도

그림 7. 실험 장치 사진

그림 8. 2대의 분산전원용 인버터의 병렬운전시 PCC전압 

보상 제어기 실험 결과 파형

 

 그림 8의 실험 결과 파형을 보면 0초부터 150초까지는 분

산전원의 출력은 0이고 계통에 연계된 상태로 대기중인 상

황이다. 이 때 분산전원 2대의 출력전압이 선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150초 이 후에 유효전력 출력을 발생시키는데, 이 때 

분산전원의 출력 전압이 상승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

지만, 연계 지점의 전압을 원하는 수치로 제어하지 못하고 

분산전원의 유효전력 증가로 인한 전체적인 전압 상승효과

만 나타난다. 파형에서 300초 이 후에 분산전원의 Voltage 

regulator 제어가 시작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두 분산전원 

접속점의 전압에 대한 지령 값을 215 V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분산전원의 무효전력 출력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전

압을 원하는 값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계통연계 

운전시 연계지점(PCC)의 전압이 변동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전압변동을 보상하기 위한 무효전력제어기를 제안하

였다.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출력변동 뿐만 아니라 주변 계

통의 부하 변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PCC전압변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압 피드백을 사용한 보상제

어기를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된 제

어기의 특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한 다양한 분산전원의 설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전 전력

에 비례하는 유효분 전류제어 뿐만 아니라 인버터의 무효분 

전류제어를 활용한 다양한 보상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

한 보상 제어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

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신재생 에

너지에 의한 발전비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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