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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광전원(PV)이 계통에 연계됨에 따라 전압변동과 전력품질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전기저
장장치(BESS)를 이용하여 이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V와 BESS가 연계된 복합배전계통을 PSCAD/EMTDC를 이
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시험장치를 제작하여 PV출력과 BESS의 충·방전상태에 따른 전압변동특
성과 역률변동시험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단지점에 모의부하(R, L, C)로 구성하였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그리드 사
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고 계통연계시 안
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 1] PSCAD/EMTDC를 이용한 복합배전계통 모델링

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BESS에 의한 출력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술기준이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V와 BESS의 계
통 연계시 정상상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배전
계통을 PSCAD/EMTDC로 모델링하고, 시험장치를
통해 실 계통을 구현하여 PV출력과 BESS의 충·방
전 상태에 따른 전압특성을 분석한 결과, PV가 연

2.2 PV 모델링
그림 2는 PV 연계계통 단선도로 스너버 회로와
Free-Wheeling 다이오드가 내장된 IGBT 모듈을 사
용한 계통연계형 시스템의 DC-AC변환부, 태양전지
출력 안정화를 위한 직류링크 콘덴서, 출력파형의
개선을 위한 필터로 구성된다.

계된 계통에 BESS를 운용할 경우 연계용량과 충·방
전 조건에 따라 수용가 전압과 역률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PSCAD/EMTDC를 이용한 복합배전계통장치 모델링
[그림 2] PV 연계계통 단선도

2.1 복합배전계통 모델링
PSCAD/EMTDC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모의 배

2.3 BESS 모델링

전계통을 모델링하였다. 구성은 모의전원, 모의선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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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원을 직류원으로 변환시키는 AC-DC 컨버터와
정전류

및

정전압

형태로

BESS를

충전시키는

DC-DC 컨버터로 구성하여 모델링 하였다. 또한 방
전시에 DC-DC 컨버터와 AC-DC컨버터는 정전류
형태로 계통측에 전력을 공급한다. 상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계통에 충,방전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그림 6] 모의부하 구성도

3.2 PV 시험장치
실계통과 동일한 PV장치를 모의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발전원측은 DC Power Supply로 구성하고
발생된 DC전원을 3상용 인버터로 계통에 연계되도
[그림 3] 전기저장장치의 구성도

록 제작하였다. 여기서 DC Power Supply와 3상용
인버터는 20[kW]용량으로 제작하였으며, DC의 출력

3. 복합배전계통 시험장치 구현

전류를 가변하여 PV출력량을 조절하도록 제작하였

3.1 배전계통 시험장치

다.

모의 배전계통 시험장치는 수배전반, 모의선로, 모
의부하로 나누어진다. 그림 4는 배전용 변전소 Y-△
-Y의 3권선변압기로 Bank용량은 45[kVA]이고, 계
통은 380V 3상4선식으로 제작하였고, 그림 5는 모의
선로를 배전선로 긍장이 40[km]이상 되는 선로를
모의하여, 0.01[Ω]∼1.6[Ω]까지 가변할 수 있도록 하
였고, 그림 6은 모의부하를 실계통 수용가를 축소하
[그림 7] PV 시험장치 구성도

여, R, L, C 부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3 BESS 시험장치
그림 8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여 BESS를
구현한 것으로 이장치는 1.95[kWh]의 Battery Tray
를 6개 직렬 연결하였으며, 11.72[kWh]의 Rack과,
BESS를 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계통연계용 10[kW]
급 PCS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4] 수배전반 시험장치

[그림 8] BESS 시험장치 개념도

4. 정상상태 특성 분석

[그림 5] 모의선로 구성도

4.1 시험조건
PV와 BESS가 계통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운용
되는 경우, 전압변동특성 및 역률변동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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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표 1과 같이 3
가지 parameter(부하역률, 배터리 출력용량, 배터리
출력상태)를 변동시켜 운용특성시험과 이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시험조건

부하

2400[W]

2400+j1200[VA]

2400-j1200[VA]

역률

1.00

0.9(지상)

0.9(진상)

선로임피던스

0.7+j1.5[Ω]

태양광전원

3[kW]

BESS
(충전, 방전)

[그림 10] Bess 방전 시 전압변동 시험결과

(2) 역률변동 시험
그림 11은 PSCAD/EMTDC와 모의 복합배전계통

1[kW], 2[kW], 3[kW], 4[kW], 5[kW]

시험장치를 이용한 PV와 BESS 상태에 따른 역률변
동 시험결과이다. BESS가 충전상태에서 용량에 따

4.2 PSCAD/EMTDC와 모의 시험장치를 이용한 복합배
전계통 운용특성 분석

른 유효전력 증가로 용량 2[kW]이상의 모든 조건에
서 역률이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1) 전압변동 시험
그림 9는 PSCAD/EMTDC와 모의 시험장치를 이
용한 BESS(충전 상태)용량 증가에 따른 전압변동
시험결과이다. 분석결과 두 시험 모두 PV가 연계되
고 BESS가 충전상태일 경우, 수용가 전압강하는 진
상역률에서 가장 크고, 지상역률에서 가장 작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Bess 충, 방전시 역률 변동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PV와 BESS의 연계에 따른 복합배
전계통의 정상상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PSCAD/
EMTDC로 모델링하고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시
험결과 BESS가 충전 시 부하역할을 하고, 방전 시
에 전원의 역할을 하며, 수용가 전압강하는 진상역
[그림 9] Bess 충전 시 전압변동 시험결과

률에서 가장 크고 지상역률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ESS의 충, 방전 상태와 용

그림 10은 PSCAD/EMTDC와 모의 시험장치를 이
용한 BESS(방전 상태)용량 증가에 따른 전압변동

량을 제어함으로써, 수용가 전압 안정화와 역률보상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시험결과이다. 분석결과 두 시험 모두 PV가 연계되
고 BESS가 방전상태일 경우, 수용가 전압상승은 진
상역률에서 가장 크고, 지상역률에서 가장 작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유경상 외 3인, “PSCAD/EMTDC를 이용한 태양
광 발전의 상세 모델링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 제13권 1호, p461~465, 2012년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