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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설비도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보존과 에너지 다변화 

측면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

소도 존재한다. 부정적인 영향 중 저압배전계통에 연계된 다수의 태양광

발전에 의해 규정 전압이 초과되는 현상은 전기 사용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규정 전압 초과 현상이 발생된 우리나라 실재 배전

계통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 방법 중 현재시점에서 배전계통운영자가 적

용 가능한 3가지 개선방법을 Matlab Simulin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

뮬레이션하고 비교함으로써 효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3가지 개선방법은 전선을 단면적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계통 보강 방

법,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변압기)을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역률제어 방법이다. 

연구대상 실재 배전선로는 태양광발전이 8개소, 그 외 전력사용 수용

가가 12개소가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교외지역 전원주택 단지 저압계

통으로 향후 이러한 전력공급 형태가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당 

계통의 도면정보를 확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자식 전력량계에 

실측된 전압 및 수전․발전 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위 3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

는 계통보강은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 상승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하 및 발전 중심으로 전원 이동은 그 효과가 

좋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향후 계통의 부하 및 발전설비 변화에 대

응이 곤란하다. 역률제어 방법은 그 효과는 확실하고 전원 이동에 따른 

공사비용 대비 저렴하고 계통의 부하, 발전량 변동에도 대응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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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어 가능한 분산형전원측 인버터, 통신

계통, 종합운영시스템 등 부가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사례 

연구로 현장 및 계통 상황에 따라 전원을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이동 

시키는 방법과 역률제어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면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저압배전계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태양광발전, 규정 전압,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역률제어

학  번 : 2017-2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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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은 2025년 31%, 2040년에는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1]. 우리나라도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목

표를 제시했다 [2]. 향후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태

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이 급속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은 분산형전원(Distributed Generator, DG) 형태로 전력시장 거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요금상계거래(Net 

Metering)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전력망과 연계하여 전력에너지를 전송

하며, 우리나라 배전선로의 경우 태양광발전 연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양광발전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면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이용, 발전설비 

건설 투자 절감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날씨에 따라 급변하

는 발전량으로 배전선로의 전압조정 문제, 단락용량 증대로 사고 시 고

장전류가 증가하는 문제, 역조류에 의한 보호협조 문제 등으로 전력계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배전계

통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여 더 많은 분산형전원이 기존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과거의 배전계통은 전원에서 부하측으로만 전력이 흐르는 단방향 조류

(Power Flow) 전압강하에 의한 저전압 문제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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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배전계통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전원에 의한 양방향 조류로 

전압상승, 고조파, DC전압 유입에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220±13 V를 

유지해야 한다 [4].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형태는 도심지 보다는 교외지역 전원주택에 소용량으로 저압배전계통에 

연계되는 건수가 대부분으로 현재 전압상승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행 

연구사례는 변압기 용량대비 50%이상인 태양광발전이 주거용 부하만 

있을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압상승이 발생됨을 보였다 [5]. 이러한 

전기품질 문제는 전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배전선로에 태양광발전 접

속 증가에 대한 계통운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고 전기 사용자 측면에

서도 안정된 전력사용을 위해, 그리고 발전사업자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전력전송, 계통 연계에 의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기품질 확보가 필요

하다. 전기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이 다수 연계된 배전선

로에 대한 전압안정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6], 부하 및 날씨에 의한 

태양광발전 출력을 미리 예측하고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를 위해 필수 

요소인 인버터의 유효, 무효전력을 제어하여 계통의 과전압 발생을 억제

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7-9]. 또한 캐나다 교외 주거지역의 실 배전

계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압기 용량이 크고 선로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과전압 발생이 감소됨을 보였으며 [10], 태양광발전에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 후 충․방전 제어를 하여 과전압 발생을 극복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1]. 좀 더 종합적으로 스마트그리드센터에

서 Step Voltage Regulator(SVR), 인버터, 변압기 Tap을 통합제어를 

하여 전력손실이 최소화되는 배전계통 전압제어 알고리즘도 제안하였다 

[12]. 또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으로의 유효전

력 역송도 효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13]. 하지만 이러

한 방법들 중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교외 지역의 태양광발전

이 다수 연계된 저압배전선로의 전압상승 문제를 비교적 빠르고 쉽게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전기품질 안정을 위해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유효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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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태양광발전 

설치자로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에 

ESS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즉각 적용 가능

한 충․방전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이 다수 연계되어 규정 전압 유지에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 실재 저압배전계통에 대해 배전계통 운영자가 비교적 쉽

게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규정전압 유지에 문제가 있는 실재 국내 태양광

발전이 연계된 배전선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하여 계통해석 도구

인 Matlab Simulin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기품질 개선방안을 시뮬레

이션해 봄으로써 국내 저압 배전계통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 그리고 속성에 대해 

소개할 것이고 최근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이 배전계통에 접속된 통계 현

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대해서 살

펴보고 태양광발전이 배전계통 연계에 따른 전기품질 문제와 그 개선방

안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태양광발전이 연계된 실재 우리나라 저압배전계통을 

분석하고 Matlab Simulin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적절한 규정 전압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향후 연구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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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전계통에 연계된 태양광발전 개요

제 1 절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요

 1. 태양광발전 시스템 정의 및 구성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로 전기

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광전효과에 의해 발

생하는 전자와 정공이 P-N 접합을 기준으로 이동함으로써 전류가 발생

하는 원리로 동작한다. 태양전지의 가장 최소단위를 “셀(Cell)”이라고 

하면 셀을 직․병렬로 연결한 패널을 “모듈(Module)”이라고 한다. 모듈

을 직렬로 연결한 단위를 스트링, 직․병렬로 연결한 단위를 “어레이

(Array)”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위해 어레이 단위를 

구성하여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태양전지는 직류전원을 형성

하기 때문에 이를 기존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해 교류전원으로 변환하

는 전력변환장치(Power Conditioning System, PCS)가 필요하다. 흔히 

인버터로 칭하는 전력변환장치는 직류전원을 상용 교류전원으로 변환하

기 위한 DC/AC 인버터를 필수로 내장하고 있으며, 전기품질 개선이나 

전력수요가 작을 때 전력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ESS

와 결합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14-15]. 아래 그림 2-1은 계통 연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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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통 연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도

2.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계통연계 거래 유형

상용교류전압 및 주파수로 변환된 태양광발전 전력은 전력거래를 위해 

계통운영자의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를“계통연계”라고 한다. 전력계통과는 별도로 독립된 구간의 부하에 

태양광발전 전력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독립운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태양광발전 설치자

는 계통에 연계되어 표 2-1과 같이 전력거래 유형에 따라 계통운영자

와 계약을 맺고 설비를 운영하게 된다. SMP(System Marginal Price)는 

거래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

하는 전력시장 가격(원/kWh)으로서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 발전기 중 변동

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되며, PPA는 발전사업자가 계통운영

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201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호수를 차지

하는 상계거래는 발전, 수전 단가를 동일하게 간주하고 발전전력이 수전전

력보다 많은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그 차이 분을 별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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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 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하는 거래 방식이다 [16]. 아래 표 2-1

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송배전계통운영자의 전력계통에 연

계된 분산형전원의 전력거래 유형별 연계호수 현황이다 [16]. 

표 2-1 전력거래 유형별 거래방법 및 연계 호수 현황 

구  분
적용 방법 연계호수

(점유율)발전용량 거래방법 정산기준

시장
거래

자
가
용

10kW초과 
발전설비 전력시장(KPX)을 

통하여 거래

SMP

2,811호
(1.00%)사

업
용

1kW이상
발전사업자

SMP, 기준가격
(‘12년 이전)

전력
수급
(PPA)

자
가
용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 발전
설비 설치자

계통운영자와 직
접 전력수급계약
을 체결 후 거래

SMP

35,420호
(12.61%)사

업
용

SMP, 기준가격
(‘12년 이전)

상계
거래

10kW이하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
(태양광 

1,000kW이하)

자가소비 후 잉여
전력을 계통운영
자에게 공급하고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

전기요금 차감 242,661호
(86.37%)

보완
공급

구역전기사업자
(열병합발전)

잉여전력에 대하
여 계통운영자와 

직접 거래
SMP 70호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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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 배전계통에 연계된 태양광발전 현황

 1. 배전계통 연계 현황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분산형전원의 배전계통 접속은 용량별로는 매년 

평균 약 54.9%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14,018 MW의 분산형전원 설비용량이 배전선로에 연계되어 있다 [17]. 

(a) 용량별 배전계통 연계 현황 (b) 호수별 배전계통 연계 현황

그림 2-2 우리나라 년도별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현황

분산형전원 발전원별 배전계통 연계는 태양광발전이 2017년 기준

89.4%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의 풍력, 폐기물 발전 등은 

아직 미미한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토지단가가 상대적

으로 낮고 일조량이 풍부한 전라도와 경상도에 태양광발전이 다수 연계

되어 있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 전체 5,476 MW의 94.5%가 태양광발

전일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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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전원별 배전계통 연계 현황 (b) 지역별 배전계통 연계 현황

(c) 분산형전원별 지역별 배전계통 연계 현황

그림 2-3 우리나라 분산형전원별, 지역별 배전계통 연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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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발전 관련 우리나라 지원 정책 방향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신기후

체제”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에

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

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2015년 100달러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 

관련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협소한 내

수시장 및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국

내 시장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측면과 기후변화 대응,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18].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

획으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부분은 2017년 5.7 GW 수준인 우리나

라 태양광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36.5 GW로 약 6.4배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도 있지만, 도시형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발전 확대, 100 kW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통해 목표

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며, 전력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다는 방침이다 [2]. 태양광발전은 단위면적당 발전량이 작아 큰 면적의 

대지를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 이외에는 주로 소규모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계통운영자의 분

산형 전원 연계 기준은 20,000 kVA 미만의 설비 용량은 22.9 kV 특

고압 배전선로에, 500 kVA 미만의 설비 용량은 단상 220 V 또는 삼상 

380 V 저압 배전계통에 연계되도록 규정 되어 있어, 태양광발전의 배전

계통 연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의 배전계통은 과

거 단방향 조류(Power Flow)에서 양방향 조류가 흐르는 플랫폼 형태로 

바뀌어 배전계통운영자와 전기사용자는 물론 발전사업자도 전기품질 문

제 해결에 관심이 증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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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태양광발전의 배전계통 연계와 규정 전압

제 1 절 우리나라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우리나라의 분산형전원에 대한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은 계통운영자

에 의해 2005년에 처음 제정된 후 지금까지 분산형전원 연계가 확대되

는 방향으로 기준이 완화 개정되었다. 분산형전원이 우리나라 배전계통

에 연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0,000 kVA미만이며 기존 전력계통에 

병렬운전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기화 변수(주파수, 전압, 위상각)

들이 일정한 범위 이내 있어야 한다. 아래 표 3-1은 우리나라 배전계통

에 연계를 위해 분산형전원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를 나타낸다 [19].

표 3-1 배전계통 연계를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 

분산형전원 용량(kVA)
주파수 차
(△f, Hz)

전압 차
(△V, %)

위상각 차
(△Φ, °)

0 ~ 500 0.3 10 20

500 초과 ~ 1,500 0.2 5 15
1,500 초과 ~ 20,000 미만 0.1 3 10

여기서, 분산형전원 용량은 해당 단위 분산형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

격출력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위 변수들의 검토점은 공통연결점

(Point of Common Coupling, PCC)으로 전력계통에서 검토 대상 분산

형전원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다른 분산형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동

기화 변수가 만족되어 병렬운전 중 계통 고장 등으로 전압, 주파수가 비

정상일 때 분산형전원은 해당 분리시간내에 전력계통으로 전력전송을 중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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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비정상 전압에 대한 분산형전원 분리시간 

전압 범위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

분리시간[초]

V < 50 0.16
50 ≦ V < 88 2.00

110 < V < 120 1.00
V ≧ 120 0.16

표 3-3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분산형전원 분리시간 

분산형전원 용량 [kVA] 주파수 범위 [Hz] 분리시간 [초]

30 이하
60.5 초과 시 0.16
59.3 미만 시 0.16

30 초과

60.5 초과 시 0.16

57.0 ~ 59.8
0.16 ~ 300
(조정 가능)

 57.0 미만 시 0.16

표 3-2와 3-3은 각각 계통의 전압과 주파수가 비정상일 때 분산형

전원이 분리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19]. 여기서 분리시간이란 비정상 상

태의 시작부터 분산형전원의 계통가압 중지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최대용

량 30 kVA 이하의 분산형전원에 대해서는 전압 범위 및 분리시간 정정

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30 kVA를 초과하는 분산형전원에 대해

서는 전압 범위 정정치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표의 분

리시간은 분산형전원 용량이 30 kVA이하일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

의 최대값을, 30 kVA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시간 정정치의 초기값

(Default)을 나타낸다. 또한 분산형전원은 계통의 전압, 주파수가 정상

범위로 복원된 후 그 범위내에서 5분간 유지되지 않는 한 분산형전원의 

재병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

기품질 유지 요소로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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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역률 90%이상 유지 원칙, 고조파, 플리커 발생 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분산형전원의 전기방식에 따라 다르게 운영

되는 전기품질 유지 기준도 있다. 

표 3-4 배전계통 연계 전기방식과 전기품질 유지 기준 

구 분 연계계통의 전기방식
순시 전압 

변동률
상시 전압 

변동률
저압 

배전계통 
연계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 

6% 미만 3% 이하

특고압 
배전계통 

연계
교류 삼상 22,900V 3 ~ 5% 미만

전압 하한 여유도 
~ 상한 여유도 

표 3-4와 같이 배전계통에 연계되는 전기 방식은 특고압 22.9 kV과 

저압(220 V 또는 380 V)이 있으며 저압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산형전

원의 최대 용량은 500 kVA미만이다 [19]. 순시전압변동률은 분산형전

원의 기동, 탈락 혹은 빈번한 출력변동 등으로 인해 과도상태가 지속되

는 수 Cycle에 걸친 기본파 계통전압 실효값의 급격한 변동(Rapid 

Voltage Change, 예를 들어 실효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을 계통

의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 IEC 

61000-3-3 규격에 의한다. 상시전압변동률은 분산형전원 연계 전 계

통의 안정상태 전압 실효값과 연계 후 분산형전원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한 계통의 안정상태 전압 실효값 간의 차이(Steady-State Voltage 

Change)를 계통의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IEC 

61000-3-7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특고압 배전계통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의 순시전압변동률의 허용 기준은 분산형전원의 계통 투입, 탈락, 

출력변동 빈도에 따라 순시전압변동률이 3~5%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분산형전원의 변동 빈도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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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아래 그림 3-1은 상시 및 순시 전압변동의 정의와 개념을 나

타낸다 [19].

그림 3-1 상시 및 순시 전압변동 특성(IEC 61000-3-3)

전압 상한여유도는 배전계통의 최소부하 조건에서 산정한 특고압 계

통의 임의의 지점의 전압과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상한치(220V+13 V)를 특고

압으로 환산한 전압의 차이를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하며, 전압 하한여유도는 하한치(220V-13 V)를 특고압으로 환산한 

전압의 차이를 공칭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즉, 특

고압 계통의 임의의 지점에서 산출한 전압 상․하한여유도는 해당 배전

계통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변동(전압강하)을 허용할 수 있는 여

유를 의미한다. 특고압 배전계통의 전압은 2009년 12월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0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의 

제5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자가 계통에서 유지해야 할 전압 조정목표 

로서 배전용 변전소는 배전계통 인출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중부하시는 

최대 계통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부하시에는 배전계통의 전압강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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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부하비율에 따라 결정하되, 22.9 kV 

계통의 전압조정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부하대별 전압조

정 목표인 경부하 시 22.0 kV, 중부하 시 22.9 kV, 첨두부하 시 

23.9 kV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전계통운영자

는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22.4 kV에서 23.8 kV까지 범위로 운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배전계통운영자는 배전용 변전소 주변압기

의 OLTC(On Load Tap Changer) 자동운전에 의해 송출전압을 관리

하고 이후 배전계통용 전압조정장치 SVR과 배전용 변압기의 Tap 조

정으로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압관리 방식은 부하만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으나, 분산형전원이 계통에 

역조류를 가압하면 전압이 적정 공급유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

다. 아래 그림 3-2는 배전계통 부하량에 따른 전압분포와 전압 여유

도의 개념을 보여 준다 [20].

그림 3-2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여유도 개념도

그림 3-2와 같이 배전계통의 전압은 주변압기 OLTC에 의한 송출전

압 그리고 배전계통의 부하량에 따라 전압 분포가 결정되며, 경부하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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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계통의 전압과 특고압 규정전압 상한(Upper Limit)과의 차이를 전

압 상한여유도라 정의하고 중부하시의 전압과 특고압 규정전압 하한

(Lower Limit)과의 차이가 전압 하한여유도라고 정의한다. 또한 분산형

전원의 연계에 따른 배전계통의 전압은 아래 4가지 조건에 따라 그 분

포가 결정된다 [20].

조건 ① : 배전계통 최대 부하 & 분산형전원 최대출력

조건 ② : 배전계통 최대 부하 & 분산형전원 최소출력

조건 ③ : 배전계통 최소 부하 & 분산형전원 최대출력

조건 ④ : 배전계통 최소 부하 & 분산형전원 최소출력

배전계통의 전압은 조건 ③일 때 즉, 배전계통이 최소부하인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이 최대출력일 때 전압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조건 ②일 때 

즉, 배전계통이 최대부하 상황에서 분산형전원이 최소출력일 때 전압이 

가장 낮게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분산형전원 기술기준은 분산

형전원의 운전역률을 90%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에 

의해 배전계통의 전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분산형전원

의 계통 연계에 따른 규정 전압 유지를 위해서는 분산형전원에 의한 과

전압 발생을 억제해야하므로 전압 상한여유도 만큼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상승을 허용할 수 있다 [20].

제 2 절 우리나라 배전계통 연계 기술검토 절차

우리나라는 분산형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기 위해서 계통운영자의 

기술검토에 따른 연계 승인이 필요하다. 기술검토를 하는 이유는 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서다. 배전계통에 가장 많이 연계되

고 있는 태양광발전은 일사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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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 지역 배전계통에 연계가 집중되고 있다. 특정지역 배전계통에 

연계가 집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보호협조측면에

서 계통의 단락용량이 증가하게 되어 고장 시 고장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이 있어 변전소에서 부하로 흘러가는 단방향 조류(Power Flow) 계통 

기반의 보호협조 보다는 양방향 조류에 대응 가능한 계통운영체계가 필

요하다. 또한 전압관리 측면에서도 전기사용자에게 적정 전압의 전력을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계통운영자는 전기사용자 접점에서 배전계통 전

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조량에 따른 태양광발전의 매우 

큰 출력 변동은 전통적인 전압관리 방법으로는 배전계통의 전압을 적정 

범위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으로 배전계통연계 기술 기

준에서 분산형전원의 전압변동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분산형전원 발전출력에 따른 전압변동률은 분산형전원이 연계되는 계통

의 선로 임피던스와 분산전원의 용량에 따라 계산되고 분산형전원의 출

력이 연계점의 전압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형전원측에서 전압

변동을 억제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다. 결국 연계하고자 하는 배전계통

에 이미 다른 분산형전원이 많이 연계되어 신규 분산형전원에 대한 전압

변동 여유도가 적은 경우 연계가 불가할 수도 있고, 추가 연계를 위해서 

계통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들이 필요하여 배전계통운영자는 합리적인 계

통연계 기술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술검토 항목으로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압변동률이다. 국외의 경우 분

산형전원에 대한 계통의 전압 관련 기준 및 평가방법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는 분산형전원

이 전기사용자 전압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려 적정 전압 유지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분산형

전원 연계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적정 전압 유지에 대해 최소, 최대부하 

및 최소, 최대발전 조건에서 조류계산을 수행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

다. 또한 벨기에, 체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전압 등급별로 우리나

라의 상시전압변동과 유사한 Intermediate Regulation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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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별 평가방법은 아래 두 가지 접근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규정 전압 유지 원칙으로 분산형전원 연계에 따른 

부하량과 분산형전원의 발전량을 함께 고려하여 조류계산 등의 계산을 

통해 저압에서의 적정 전압공급 이탈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두 번

째는 부하량을 배제하고 분산형전원의 발전출력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것 

즉, 분산형전원에 의한 전압변동 Intermediate Regulation을 적용하여 

전압변동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우리나라 배전계통운영자의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0].

일반적으로 연계된 분산형전원의 용량이 클수록 전압변동률이 크고 용

량이 작으면 전압변동률 또한 작다. 분산형전원 연계 국제표준인 IEEE 

1547.2에서도 분산형전원 연계로 계통에 저전압 및 과전압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배전계통운영자는 계통용량

(전선용량 및 변압기 용량)의 일정비율 이하로 분산형전원의 연계 용량

을 제한하여 규정 전압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IEEE에서는 이럴 경우 

계통운영자 또는 분산형전원 측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통에 연계되는 분산형전원의 연계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분산형전원이 계통에 연계되는 경우마다 조류계산 등으로 전기품질을 평

가하여야 하지만 복잡한 조류계산이 매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전계통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설계 및 시공기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전

력망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사례 연구를 통해 2단계 기술검토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간소검토 절차이며, 두 번째는 상세 검

토 절차이다. 그림 3-3은 분산형전원이 우리나라 저압배전계통에 연계

되기 전에 연계용량에 따른 기술검토 절차이다 [20]. 주목할 점은 분산

형전원의 용량이 100 kVA이하이고 연계할 지점에 공급하는 배전용 변

압기에 그동안 누적된 분산형전원의 용량(기존 분산형전원의 용량과 신

규 분산형전원 용량의 합)이 변압기 용량 대비 50%이하인 상태에서 신

규 분산형전원의 용량의 해당 변압기 및 저압계통 용량의 25% 이하이

면 간소한 검토로서 특별한 기술검토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간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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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산형전원 용량이 나온 배경은 상시전압변동률 3%이하 및 순시

전압변동률 6%미만을 기준으로 전압 상한여유도를 감안, 배전설비 설계 

기준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 시뮬레이션하여 배전설비 용량대비 누적 연

계된 분산형전원의 용량이 일정비율 이하이면 전기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기술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검토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림 3-3 우리나라 저압배전계통 연계용량 기술평가 절차



- 19 -

제 3 절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전기품질 문제

분산형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어 운전 시 그 영향은 일반적으로 분

산형전원의 규모나 배전계통 용량 대비 분산형전원의 용량이 클수록, 인

버터 타입이 아닌 회전기 유형일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배전계통

에 대한 분산형전원의 주요 영향은 아래 표 3-5로 요약될 수 있다 

[20].

표 3-5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영향

구분 영향 연계 기술기준

배전계통 보호
• 고장전류 증가

• 양방향 조류

• 분산형 전원 접지방식 채용 권장

• 양방향 전류 감지 보호기기 

  운영(계통운영자)

규정 전압유지

• 순시 전압변동

• 상시 전압변동

• 과전압 발생 

• 저압 순시 전압변동률 : 6%미만

• 저압 상시 전압변동률 : 3%이하

• 규정 전압 유지 : 220±13[V]

전압파형 왜곡
• 고조파 

• 직류(DC) 유입

• 종합 고조파 왜형률 5%이하

• 정격 출력의 0.5% 초과 DC 유입 제한

단독 운전

(Islanding)
• 고장복구 곤란

• 단독운전 금지 분리장치 설치

- 계통정전 시 0.16~2초 내 분리

- 계통복구 후 5분 후 재 병입

배전계통 보호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고장전류 증가에 

따른 계통 단락용량 증대, 양향방 조류에 의한 보호기기 오․부동작으로 

정리 될 수 있다. 그림 3-4와 같은 예시 계통에 분산형전원(DG)이 연

계되어 있을 때 F점에서 3상 단락고장 발생 시 분산형전원의 PCC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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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변전소측과 분산형전원측의 정상분 임피던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그림 3-4 F지점 3상 단락고장 시 정상분 등가회로 예시

    [Ω]              (3-1)

    [Ω]                   (3-2)

       여기서, ZSS : VSS부터 PCC까지 임피던스의 합 [Ω]

               ZDG : VDG부터 PCC까지 임피던스의 합 [Ω]

계통의 임피던스를 위 식 (3-1)과 (3-2)로 정의하고 분산형전원이 

없는 경우 고장점 F에서 계통측을 바라본 임피던스(ZFwithoutDG)와 고장

전류(IsswithoutDG)는 다음과 같다.

   [Ω]           (3-3)



- 21 -

    


   [A]           (3-4)

분산형전원이 연계된 경우 동기화 운전을 위해 VSS = VDG 이라고 가

정하고 고장점 F에서 계통측을 바라본 임피던스(ZFwithDG)와 고장전류

(IsswithDG)는 다음과 같다.

    

 ×
  [Ω]           (3-5)

  ×   

   
   [Ω]           (3-6)

   × 




  

 ×



  [A]           (3-7)

위 식 (3-3)과 식 (3-5)에서와 같이 분산형전원의 연계로 인하여 

고장점 F에서 바라본 전체 임피던스는 줄어들게 되어 고장전류는 증가

하게 된다. 그러나 식 (3-4)와 식 (3-7)에서와 같이 고장전류가 분산

형전원측(DG)으로 분류되어 ZL11 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기기에서 

경험하는 고장전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3-7)에서와 같이 분산형전원의 용량이 커질수록(ZDG가 작아질수록) 

고장점이 선로 말단일수록(ZL12가 클수록) 분산형전원측으로의 고장전류 

분류로 인해 보호기기가 감지하는 고장전류는 분산형전원이 연계되기 전

과 비교하여 감소하게 된다. 결국, 분산형전원측으로의 고장전류 분류로 

인하여 고장전류가 보호기기의 최소동작전류 이하가 되는 경우 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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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보호기기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20]. 

규정 전압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문과 국제표준인 

IEEE 1547.2에서도 배전계통의 선로 길이가 길수록, 분산형전원의 용

량이 클수록, 선로 말단에 연계될수록, 회전형 발전기 일수록 전압변동

률이 증가함을 설명한다. 전압파형 왜곡의 경우 고조파 및 DC 유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조파(Harmonics)는 분산형전원 중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은 인버터로 변환된 전압파형이 배전계통에 

연계되고 인버터의 전압 및 전류에는 비 정현 성분의 고조파 왜곡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배전계통의 전력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배전계통운영자는 국제기준 IEC 61000-3-6에 기초하여 종

합 고조파 왜형률(Total Harmonics Distortion, THD)를 5%이하로 정

하고 그에 따라 개별 분산형전원에 대한 차수별 고조파 전류 유출을 제

한하고 있다. 또한 인버터에 의해 직류(DC)성분이 유입되면 전압파형에 

직류 상승분(DC Offset)이 발생한다. 매우 작은 직류성분만으로도 배전

용 변압기와 같은 자기장치(Magnetic Component)에 중대한 자기포화

(Saturation)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20]. 단독운전(Islanding)이란 계

통의 일부가 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한다. 계통이 가압되어 있는 않은 상태(휴

전 또는 정전)에서 계통보수 작업, 고장복구 작업 중에 계통운영자가 모

르는 분산형전원에 의한 가압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계통운영자

로 하여금 계통운영과 고장제거를 어렵게 한다.

이상의 전기품질 문제 중에서 우리나라의 분산형전원 형태 중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의 저압배전계통 연계는 소용량 인버터를 

사용하므로 고조파의 양이 극히 적고, 단독운전 방지장치가 인버터에 이

미 내장되어 있어 전기품질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상시 전압변동

률로 좁혀진다. 다음 절에서는 태양광발전이 연계된 저압배전계통에서 

규정 전압 유지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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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저압배전계통 규정 전압 유지 방안

태양광발전이 저압배전계통에 연계되면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아

래 그림과 같이 경부하 시에 전압이 상승되어 규정 전압이 초과 되는 현

상이 발생 될 수 있다 [21].

그림 3-5 저압배전계통에서 거리에 따른 전통적인 전압강하와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압상승 개념도

경부하 시 저압 배전계통으로 태양광발전 역조류에 의한 과전압은 아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22]. 

 ① 배전용 변압기 Tap을 조정하여 2차 전압을 낮춘다.

 ② 분산형전원(DG)이 무효전력을 흡수한다(역률제어).

 ③ 저압배전계통에 자동 전압조절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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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계통의 임피던스를 감소시킨다.

 ⑤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구축한다.

 ⑥ 분산형전원(DG)의 발전량을 제한한다.

 ⑦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을 이동한다.

위 일곱 가지 방법 중 ⑥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면에서 사회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발전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⑤는 분산형전

원측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아직 고가의 장비로 발전설비 설치자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충․방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이 완료 

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의 경우 우리나라 22.9 kV 특고압 

배전계통에 이미 SVR로 자동으로 특고압 배전 전압을 유지 시켜 주는 

장치가 있지만, 아직 저압용 자동전압조절장치는 존재하지 않아 현재 적

용이 곤란하다. ①의 배전용 변압기 Tap 조절 방법은 실시간 자동 조정

방식이 아닌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전원 발전에 실시간 대

응이 불가능하고 과전압을 해소하고자 Tap을 조정하여 약간 낮은 전압

을 공급할 경우 태양광발전량이 없는 중부하 시에 오히려 계통의 저전압

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배전계통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②의 분산형전원이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역률제어 방법과 

④의 저압계통의 임피던스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⑦의 부하 및 발전 중

심점으로 전원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저압계통의 임피던스를 낮추는 

방법은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방법이며, 부

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방법은 배전용 변압기를 적정한 위치, 

즉 부하지점과 발전지점을 반영한 계통 중심점으로 변압기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저압배전계통 규정 전압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

법인 저압계통 보강,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변압기 이동 그리고 분산

형전원 역률제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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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압계통 보강

 저압배전계통 보강은 통상적으로 기설 설비 규격보다 큰 규격의 

설비 자재(전선, 변압기 등)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계통의 

전압강하와 전압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래 그림 3-6과 

아래 식 (3-8) 및 (3-9)로 설명이 가능하다 [23]. 

그림 3-6 태양광발전 저압배전계통 연계 단선도

    cossin [V]   (3-8)

    cos sin [V]   (3-9)

       여기서, IL : 부하 전류 [A]

               IPV :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류 [A]

               R, X : 선로의 저항, 리액턴스 [Ω]

               θ : 부하 역률 각 [rad]    

태양광발전이 없는 경우 선로의 전압강하는 식 (3-8)로 표현되며, 

태양광발전이 있는 경우 선로의 전압강하는 식 (3-9)로 표현된다. 

식에서 보는 것처럼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전압강하 및 전압상승의 폭이 감소함을 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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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2.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일정 공급구역에서 전압강하 및 전압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원(배전용 변압기)의 위치는 아래 그림 3-7과 식 (3-10)에 의해 

계산한다 [24].

그림 3-7 부하 및 발전 중심점 선정 개념 단선도

N-O-N'를 저압 수지상 간선구간으로 가정할 경우 그 부하 및 발전 

중심점은 가정원점(O)으로부터의 거리가 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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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0)

여기서, X : 가정원점(O)으로부터 부하 및 발전중심까지 거리 [m]

        i0 : 가정원점 부하 및 발전 전류 합 [A]

    i1,․․․․․,in : 가정원점부터 일방향 각 부하 및 발전 전류 합 [A]

    i'1,․․․․․,i'n : 가정원점부터 반대 방향 각 부하 및 발전 전류 합 [A]

    l1,․․․․․,ln : 가정원점부터 각 부하, 발전 지점 일방향 거리 [m] 

    l'1,․․․․․,l'n : 가정원점부터 각 부하, 발전 지점 반대 방향 거리 [m]

               

식 (3-10)은 전선의 단면적이 동일하고 부하 및 발전 양단의 

전압강하가 같은 조건을 상정한 것이다. 본래 [24]의 부하중심점 

이론은 전력을 사용만 하는 단방향 부하만을 반영하여 만든 부하중심점 

이론으로 i1,․․․․․,in 및 i'1,․․․․․,i'n을 각 지점의 부하 전류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분산형전원에 의한 발전 전류도 고려하여 i1,․․․․․,in 

및 i'1,․․․․․,i'n을 각 지점의 부하(+) 및 발전(-) 전류의 합으로 적용한다.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변압기 전원을 이동시키면 선로의 각 부하, 각 

분산형전원에서 보았을 때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압강하 및 전압상승의 폭이 감소될 수 있다. 

3. 역률제어

분산형전원 종류 중 태양광발전의 유효 및 무효전력 출력 변동에 의한 

계통의 전압변동은 아래 그림 3-8과 식 (3-11)로 표현될 수 있다 

[25]. 식 (3-11)과 같이 부하전력 및 발전전력에 따라 계통의 전압이 

변동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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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태양광발전 저압배전계통 연계에 따른 조류

  

 ± 
  [V]       (3-11)

      여기서, PPV, QPV : 태양광발전의 출력 유효, 무효전력 [kVA]

              PL, QL : 부하의 소비 유효, 무효전력 [kVA]

만약 ∆P=PL-PPV, ∆Q=QL±QPV라 하면 아래 그림 3-9의 그래프와 

같은 변동을 보인다 [26].

그림 3-9 계통의 유․무효전력과 전압변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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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통의 무효전력에 따라 전압이 변동되며 

계통의 무효전력 ∆Q=QL±QPV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분산형

전원의 무효전력(QPV)으로 전압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서 ∆V의 변화량

은 기울기인 X/VL에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분산형전원의 무효전력 제

어범위는 분산형전원의 정격출력과 역률에 의해서 그 제어범위가 제한되

며, 그 개념은 그림 3-10과 같다 [25, 27].

그림 3-10 분산형 전원 역률제어 범위 개념도

태양광발전 피상전력(SPV)이 유효전력(PPV)보다 클 때 태양광발전 시

스템의 인버터는 무효전력(QPV)을 계통에 공급하거나 소모할 수 있다. 

인버터는 수 Cycle 수준의 시간에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모함으로써  

빠른 전압변동에 대응이 가능하다. 태양광 패널의 출력 유효전력(PPV)이  

태양광발전의 용량(SPV)에 근접할수록 무효전력(QPV)의 제어 범위가 거

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 [27]. 무효전력(QPV)의 크기는 식 (3-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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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A]             (3-12)

우리나라의 배전계통운영자는 분산형전원 연계에 따른 전압상승 문제

해결 및 연계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 용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역률제

어가 가능한 태양광발전의 인버터에 대해 전력설비에 추가로 능동전압제

어장치(Distributed Energy Resource Active Voltage Manager, 

DER-AVM)를 설치, ⌜분산형 전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아래 그림 3-11은 저압 배전계통의 분산

형전원 종합운영시스템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 3-11 저압 분산형전원 종합운영시스템 개념도

DER-AVM은 분산형전원과 기존 계통과 연계점의 전압을 규정 전압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연계점의 전압을 모니터링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의 인버터 역률을 제어, 기준값 보다 낮으면 연계점의 전압을 상승시키

기 위해 진상운전을, 연계점의 전압이 정해진 전압 기준값 보다 높으면 

연계점의 전압을 저감 시키기 위해 지상운전을 지령하며, DVR-AVM이 

지령하는 역률 운전 범위는 1에서 0.9 사이다. 



- 31 -

제 4 장 사례 연구

제 1 절 연구대상 배전계통

사례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은 2017년 7월 시점 경기도 평택시의 교

외 지역 수지상 저압배전 실재 계통이다. 최근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우

리나라 도시 교외지역 전원주택 형태의 주거지에 대부분 지붕이나 마당

에 설치되어 배전계통운영자와 상계거래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4-1은 

배전계통운영자가 관리하는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의 도면과 현장 사진

이다. 저압 배전계통에는 8개의 태양광발전 상계거래 고객(DG1~DG8)

과 전기사용 부하 고객 12호가 대체로 균등히 분포된 계통이다. 하지만, 

DG6 지점의 전압 실 측정 결과 중부하시간대 19시~22시에는 규정전압 

이하 저전압이, 경부하시간대 및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11시~15시

에는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고전압이 발생됨을 그림 4-2와 같이 측정 

확인되었다. 

그림 4-1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 도면 및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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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DG6 위치에서 실재 측정된 전압 그래프

그림 4-2의 전압그래프는 DG6 위치에서 2017년 7월 25일 15시부

터 7월 26일 18시 30분까지 30분 평균 전압 그래프로 최저 전압은 

196.5 V, 최고전압은 238.8 V로 측정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규정 전

압을 초과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 대책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단방향 조류 계통에서 저전압은 이미 개선 대책들이 있으나, 양방향 조

류 저압배전계통에서 저전압과 고전압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에 대한 효

과적인 개선 대책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2 절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 분석

사례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의 단선도는 그림 4-3과 같고 해당 계통 

정보는 표 4-1과 같다.

전압[V]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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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구대상 저압 배전계통 단선도

연구대상 저압 배전계통의 정보는 도면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표 

4-1과 같이 나타났으며, 계량기 데이터 취득 여부는 각 고객별(고객

1~12 및 DG1~DG8)로 설치된 전자식 전력량계 내부에 기록된 데이터

를 취득했을 경우 “○” 표시, 취득 못했을 경우 “×”표시 했다. 고

객1~고객12는 전통적으로 전력을 수전만 하는 고객이며, DG1~DG8 고

객은 상계거래 고객으로 계통으로부터 수전을 물론이고 태양광발전 전력

을 계통으로 역송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전자식 전력량계 내부 데이터는 

취득일 기준 최근 약 3~6개월 동안 기록된 시간별 송․수전 전력량[Wh]

과 전압[V]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는 연구대상 계통의 

주요지점의 2017년 9월 11일 14시부터 12일 14시까지 하루 동안 시

간별 송․수전 전력량과 전압 그래프를 보여준다. 보는 바와 같이 

DG2~DG8의 송․수전 전력량은 태양광 발전이 가동하는 주간에는 계통

으로 송전하다가도 발전이 멈추는 저녁, 밤 시간에는 수전만 하는 형태

를 보이며, 태양광발전설비 성능, 부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패턴을 

보인다. 전압의 경우 대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심한 변동 폭을 보이며, 

특히 변압기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변동 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G6 지점 이후에는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현상을 전자

식 전력량계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어 이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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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표 4-1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 정보

구간
Node

NO.

고객

사항

계약

종별

공급

 방식

수전

계약

전력

(kW)

송전

계약

전력

(kW)

구간 

거리

(m)

저압

전선

규격

접지선

(중성선)

규격

인입선

규격

인입선

거리

(m)

계량기

데이터

취득

여부

A 1 고객1 일반용 단상 5 -　 11 OW22 WO22 CV25 22 ○

A 1 고객2 일반용 단상 5 - 11 OW22 WO22 CV25 22 ○

A 1 DG1 주택용 단상 5 3 11 OW22 WO22 CV25 22 ○

B 3 DG2 주택용 단상 5 3 44 OW38 ACSR58 CV25 14 ○

C 4 고객3 주택용 단상 5 - 40 OW22 ACSR58 CV25 15 ○

C 4 DG3 주택용 단상 6 6 40 OW22 ACSR58 CV25 21 ○

D 5 DG4 주택용 단상 3 3 40 OW22 ACSR58 DV3.2 17 ○

D 5 고객4 일반용 단상 5 - 40 OW22 ACSR58 CV25 17 ×　

E 5 고객5 주택용 단상 3 - 13 OW22 WO22 CV25 16 ×　

F 6 고객6 주택용 단상 5 - 24 OW22 WO22 CV25 20 ×　

G 7 DG5 주택용 단상 5 5 20 OW22 ACSR58 DV3.2 21 ○

H 7 고객7 주택용 단상 3 -　 19 OW22 WO22 CV25 13 ×　

I 8 고객8 주택용 단상 3 -　 40 OW22 ACSR58 CV25 15 ×　

J 8 고객9 주택용 단상 3 - 9 OW22 WO22 CV25 10 ○

K 9 DG6 주택용 단상 6 6 30 OW22 ACSR58 CV25 7 ○

L 10 DG7 주택용 단상 6 6 33 OW22 ACSR58 CV25 11 ○

M 10 DG8 주택용 단상 5 3 11 OW22 WO22 DV3.2 10 ○

N 11 고객10 주택용 단상 3 - 36 OW22 WO22 CV25 17 ×　

N 11 고객11 주택용 단상 3 - 36 OW22 WO22 CV25 17 ○

N 11 고객12 주택용 단상 3 - 36 OW22 WO22 CV2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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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G2 송․수전 전력량 그래프 (b) DG2 전압 그래프

(c) DG4 송․수전 전력량 그래프 (d) DG4 전압 그래프

(e) DG6 송․수전 전력량 그래프 (f) DG6 전압 그래프

(g) DG8 송․수전 전력량 그래프 (h) DG8 전압 그래프

그림 4-4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 주요지점 전력량 및 전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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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규정 전압 유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대상의 저압 배전계통의 규정 전압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이 논문 제 3장 제 4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절에서는 저압 배

전계통 규정 전압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인 저압계통 보강,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변압기 이동 그리고 분산형전원 역률제어, 3가지 개선

방안을 적용 시뮬레이션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은 그림 4-5와 같이 Matlab Simulink 2017b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전압 측정 개소는 DG2, DG4, DG5, DG6, DG8과 저압계

통의 접속점(PCC)인 Node3, Node5, Node7, Node9, Node10 5개소

이다.

그림 4-5 연구대상 저압배전계통 Matlab Simulink 모델링

3가지 개선방안을 시뮬레이션하기 전에 먼저 위 연구대상 Matlab 

Simulink 저압배전계통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전자식 계량기에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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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4-6과 같이 비교하였다.

그림 4-6 Matlab Simulink 모델 시뮬레이션 값과 실측값 비교 검증 

시뮬레이션 입력 데이터는 전자식 계량기에 측정된 실재 데이터를 입

력하였으며, 계량기 데이터를 취득하지 못한 7개소 고객은 해당 월의 월

간 전력량을 근거로 일일 전력량을 추정 입력하였다. 중부하로 계통에 

저전압 발생 시점의 데이터는 2017년 9월 11일 20시를 기준으로, 경부

하 및 태양광발전으로 계통에 고전압 발생 시점의 데이터는 2017년 9

월 12일 13시를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측값과 중부

하시 Node7 지점이 5.2 V 차이를 제외하고는 2 V 내외의 오차를 보였

다. 오차는 실측값 측정오차, 실 계통의 급격한 부하변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큰 차이가 없어 위 Matlab Simulink 모델이 연구

대상 실재 저압 배전계통과 거의 동일함이 검증되었다.

 1. 저압계통 보강 

저압계통 보강 방법은 제 3장 제 4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선

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전

(a)중부하 저전압 시 

시뮬레이션과 실측 전압 비교

(b)경부하 및 DG발전 고전압 시 

시뮬레이션과 실측 전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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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단면적을 크게 변경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배전계통운영자가 

사용하는 저압용 전선 4가지 즉, OW22, OW38, OW60, OW100을 적

용하였으며, 22에서 100은 전선의 도체 단면적[㎟]을 의미한다. 저압계

통 보강 시뮬레이션은 기존 저압전선에서 1단계 상향 굵기를 사용했을 

경우를 “선로보강(1)”으로 2단계 상향 굵기를 사용했을 경우“선로보

강(2)”로 하였다. 단계의 의미는 예를 들어 OW22에서 OW38로 교체

했을 경우를 1단계 상향, OW22에서 OW60로 교체했을 경우 2단계 상

향을 의미한다. 전선 굵기 보강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그림 4-7과 같

다.

그림 4-7 저압계통 보강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저압계통 보강 시뮬레이션 결과 저전압 발생 시에는 단면적이 큰 전선 

일수록 개선효과가 있지만 고전압 발생 시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고전압에 대한 개선효과는 전선의 단면적이 크다

고 해서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중부하 저전압 시 

저압계통 보강 시뮬레이션과 

실측 전압 비교

(b) 경부하 및 DG발전 고전압 시 

저압계통 보강 시뮬레이션과 

실측 전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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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방법은 제 3장 제 4절 2항에서 

설명한 임의 선정 노드에서 각 노드에서의 부하 및 발전 전류와 거리의 

계산에서 그 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림 4-8과 표 4-2는 부하 및 발

전 중심점 선정 계산을 위한 자료들이다. 식 (3-10)에 따라 부하 및 발

전 중심점 계산 결과 중심점은 Node6에서 Node5방향으로 10.18 m 지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Node지점(전주 설치점)에서 주상변압기가 

설치 가능하므로 Node6을 중심점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그림 4-8 부하 및 발전 중심점 계산을 위한 저압 간선계통 단선도

그림 4-9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a) 중부하 저전압 시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시뮬레이션과 

실측 전압 비교

(b) 경부하 및 DG발전 고전압 시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시뮬레이션과 

실측 전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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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는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변압기 이동 후 시행한 시뮬레

이션 결과이다.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시뮬레이션 결과 저

전압 발생 시와 고전압 발생 시 모두 전압이 규정 이내로 개선됨을 확인

하였으며 개선 폭도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2 부하 및 발전 중심점 계산을 위한 노드별 전류

구분
계약전력

[kW]
Node No.

Node별

Net 계약전력 [kW]

Node 전류

[A]
 고객 1 5

Node 1 12 60.6
 고객 2 5
 DG1 수전 5
 DG1 발전 3
 DG2 수전 5

Node 3 2 10.1
 DG2 발전 3
 DG3 수전 6

Node 4 5 25.3 DG3 발전 6

 고객 3 5

 고객 4 5

Node 5 8 40.4
 고객 5 3
 DG4 수전 3
 DG4 발전 3
 고객 6 5 Node 6 5 25.3
 DG5 수전 5

Node 7 3 15.2 DG5 발전 5
 고객 7 3
 고객 8 3

Node 8 6 30.3
 고객 9 3
 DG6 수전 6

Node 9 0 0
 DG6 발전 6
 DG7 수전 6

Node 10 2 10.1
 DG7 발전 6
 DG8 수전 5
 DG8 발전 3
 고객 10 3

Node 11 9 45.5 고객 11 3
 고객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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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률제어 

분산형전원의 역률을 제어 즉,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인버터를 제어하

여 계통의 전압을 규정전압 이내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이 논문 제 3장 

제 4절 3항에서 설명된 이론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 저압 배전계통 사

례에 대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중부하 저녁시간에 저전압이 발생되는 

시점에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인버터는 운전되지 않아 저전압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버터가 운전되는 낮 시간대 고전압이 발

생 시 인버터가 동작하므로 역률 제어가 가능하다. 아래 표 4-3은 낮 

시간대 고전압이 발생되는 시점인 2017년 9월 12일 13시에 실재 측정

된 태양광발전 시스템들의 역률 현황이다.

표 4-3 고전압 발생 시점 DG별 실측 역률 현황

표 4-3과 같은 DG별 역률을 현재 우리나라 역률 제어 기준 범위(1 

~ 0.9)내에서 일괄적으로 역률(지상) 1에서 0.95까지 변경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통의 경부하와 DG발전으로 발생된 규정값을 초과하는 전압이 역률(지

상)을 낮출수록(1 → 0.9) 계통의 전압이 점점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구분 DG1 DG2 DG3 DG4 DG5 DG6 DG7 DG8

역률

(진상)
0.999 0.998 0.987 1 0.970 0.998 0.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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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DG 일괄 역률제어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제 4 절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분석

지금까지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실재 저압배전계통에 대해 이를 개선

하는 3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아래 표 4-4는 설치비용을 반영한 각 

개선 방법별 개략적인 비교 분석 자료이다. 비교분석 결과 고전압 발생

에 대한 완화 효과가 미미한 계통보강 방법은 차치하고 부하 및 발전 중

심점으로 전원 이동 방법은 전통적인 계통보강처럼 현장 시공만으로 규

정 전압 초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향후 부하나 발전설비 변동 등에 

대응이 곤란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역률 제어방법은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시스템 구축 시 해당 배전계통의 부하나 발전

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지만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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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가 통신으로 제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통신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들이 만족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용 예산, 역

률제어를 위한 필수 조건 만족 여부, 향후 해당 배전계통의 부하나, 발

전설비 설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또

는 역률제어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4 규정 전압 초과 배전계통 개선방법에 대한 비교

구분

개략 

공사비용

[만원]

장점 단점

계통 보강
(1단계) 314

•저비용
•고전압 완화 효과 미미함

•실시간 대응 운영 곤란(2단계) 386

중심점으로 

전원 이동
1,223

•단기간 소요, 일회 적용

•제어센터 불필요

•통신계통 불필요

•고비용

•실시간 대응 운영 곤란

역률제어 758
•전압변동 수준별 제어 가능

•실시간 대응 운영 가능

•제어 가능한 인버터 필수

•통신계통 구축 필요

•제어센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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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과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향후 태양광발전의 배전계통 연계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저

압배전계통의 규정 전압 초과 사례가 더욱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 보고서는 규정 전압 초과 현상이 발생된 우리나라 실재 배전

계통에 대해 규정 전압 유지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 연

구 사례는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각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 알고

리즘 제안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 저압배전계통 적용 사례가 전

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는 위 7가지 방안 중 현재 우리나라 저

압배전계통에서 규정전압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초과하는 현상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며, 배전계통운영자가 현재 시점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방

안 3가지 방법을 Matlab Simulin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용해 보았다. 

3가지 개선방법은 전선을 단면적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저압계통 보강, 

부하 및 발전 중심점으로 전원(변압기)을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역률

제어 방법이다. 

실재 연구 대상 저압배전계통은 태양광발전이 8개소, 그 외 전력사용 

수용가가 12개소가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교외지역 전원주택 단지 저

압배전계통으로 향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

대된다면 이러한 저압배전계통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당 계통의 도면정보

를 확인하고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자식 전력량계에 

축적된 실측 전압[V] 및 전력량[kWh]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뮬레이션의 

입력 정보로 활용하였다. Matlab Simulink로 모델링된 실재 저압배전계

통은 위 3가지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전에 실재 계통과 유사도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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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3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첫째, 저압계통 보강은 비용

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규정 전압 하한에 대한 개선 효과는 있지만 규

정 전압 상한을 초과하는 현상을 개선하는데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하 및 발전 중심으로 전원 이동은 배전계통 운영자 

입장에서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규정 전압 상

한 및 하한에 대한 개선 효과가 좋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

고 향후 배전계통의 부하 및 발전설비 증감 변화에 대응이 곤란하다. 셋

째, 역률제어 방법은 근본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인버터를 제어하

는 것으로 인버터가 운전되는 조건 즉, 태양광발전이 가동되는 주간시간

대만 가능하여 규정 전압 하한이 발생되는 중부하 저녁시간에는 적용이 

곤란하나, 규정 전압 상한을 초과하는 문제에는 그 효과가 확실하고 전

원 이동 방법의 비용 대비 저렴하고 계통의 부하, 발전량 변동에도 대응

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률제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어 가능한 분산형

전원측 인버터, 통신계통 구축, 종합운영시스템 등 부가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형적인 환경 등으로 무선 통신에 장애가 있거나 제어 기

능이 탑재되지 않은 인버터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

로 이상의 사례 연구로 개선 대상 전력계통의 전압변동률 수준 및 현장 

상황, 가용 예산 등에 따라 전원 이동 방법과 역률제어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면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저압배전계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특정 저압 배전계통 사례에 대한 연구로 유사 저압 배전계

통의 경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

반적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비용

과 효과 등이 반영된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현재 연구 중

인 ESS의 배전계통 접속 및 운영방안 연구가 완료되면 ESS를 배전계

통에 적용 후 전기품질 개선 효과와 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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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oltage Regulation

Method in Distribution System

with Photovoltaic Generations

Tae Hyong Kim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photovoltaic system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Korea in accordance with global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is positive in term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nergy diversification, but there are negative 

factors in terms of power system operation. The negative effect 

of over voltage related to a high level of photovoltaic penetration 

in distribution system is an important issue affecting the use of 

electricity and it is urgently needed to be solved. 

This paper presents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solving 

over voltage problem by using the Matlab Simulink program in 

actual distribution system in Korea among three methods 

applicable to the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Three methods : a 

system reinforcement method in which the wire is replac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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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r conductor square, a method of moving a power 

source(transformer) to a load and a power generation center 

point, and a power factor control method.

In this paper, The actual low voltage distribution system in 

which there are eight photovoltaic facilities and 12 other power 

use customers is in a typical suburban rural housing complex 

and expected that this type of the low voltage distribution 

system will continue to increase at other regions in Korea. To 

obtain the data for simulation, I checked the drawing information 

of the subject distribution system and conducted a field survey 

and collected the measured voltage, watt hour and power 

generation data on the electronic watt hour meter.

Simulation results using the above three methods : The system 

reinforcement method which increases conductor square of the 

wires has little effect on improving the voltage exceeding the 

specified voltage. The power source transfer method based on 

the load and power generation center point is effective, but it 

takes a lot of cost and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load and power generation in the future. The effect of the power 

factor control method is reliable, it is inexpensive compared to 

the method of moving a power source(transformer), and it can 

cope with the change of the load and power generation. But to 

realize this, additional systems such as a controllable inverter 

which is installed in photovoltaic system, a communication 

system, and an overall operating system are essential. From the 

case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 of moving the power 

source to the load and power generation center point and the 

power factor control method will be helpful in solv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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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of voltage regulation in distribution system exceeding 

the specified voltage if you use two methods optionally according 

to the field and distribution system conditions.

Keywords : Photovoltaic, Voltage Regulation, Distributed          

            Generator, Distribution System, Power Fac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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