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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의 영향으로 인하여 배전계통에 접속되고 있는 분산형 전원이 급증함에

따라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을 확대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 배전계통 분산형 전원 연계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의

배전계통 구조별 장/단점 분석 및 배전계통 운영현황에 대하여 사전검

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전계통으로 변경할

경우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실제 배전선로는 현재 분산형 전원 연계 시 배전계통에 전

압상승으로 인한 문제로 배전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충남 보령지역의 한

배전선로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선로 Data를 수집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ETAP(Electrical Transient Analyzer Program)을 활

용하여 실제 선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괏값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방안을 찾고

자 하였다. 배전계통 전압상승으로 인해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한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전계통으로 단순 재구성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계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전계통으로 변경 시 Mesh 구조의 배전계통보다 계통 구성비용이 적

게 들며 Radial 배전계통에서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하였던 점을 보

완하여 최소의 비용투자를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을 확대할 수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사례 연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

한다면 배전계통에 전압상승으로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하여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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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확충 및 계통 신뢰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의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어 :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계통구조, 신재생 에너지, 연계능력

학 번 : 2018-2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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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

전 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고, 국내에서도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

로 인하여 다수 호기가 밀집한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우려와 불신

이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목표를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

적으로 원전의 수를 ’17년 24기,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 중장기

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량을 태

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2].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7.0%, 설비용량의

12%(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주요

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를 통하여 폐기물·바이오 설비 공급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

정에너지 설비공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에서 20%까지, 설비용

량 또한 13.3GW에서 63.8GW까지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

해 정부 예산 18조 원을 포함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총 92조 원(공공부문 51조

원, 민간부문 41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방

안은 아래와 같다[3].

첫째, 자가용 주택 태양광의 경우 현재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 활용을 단순

이월시키는 방식이나, 이를 이월 및 현금 정산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계거

래 허용 대상 또한 현재 단독주택에서 향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보급사업 확대 및 태양광 설치 시 요금 절감 혜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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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상계거래 제도 개선과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1) 등을 통해 재

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시키는 등 주택, 건물 등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2.4GW를 공급할 계획이다[3].

둘째,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할 계

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형 FIT(Feed-In-Tariff)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일반 국민 위주)의 수익 보장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협

동조합) 및 시민 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7.5GW를 공급할 계획이다[3].

셋째,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 內) 및 농업진흥지역 外 농지 등에 태양광

설치 활성화 등 농업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

하는 ‘영농 형 태양광 모델’ 신규 도입 등 2030년까지 10.0GW를 공급할 계획

이다[3].

마지막으로 주민 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원전 유휴 부지

활용, 석탄 발전 부지 활용, 수상 태양광, 해상/육상 풍력 등)를 단계적으로 추

진하여 2030년까지 28.8GW를 공급할 계획이다[3].

이와 같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분산형 전원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원의 연계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발표한 1MW 이하 소규모 신

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보장(2016. 10), 공용 전력망 보강 비용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 부담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이하 ‘이용 규정’) 개정

(2018.6)에 따른 표준시설 부담금 대상 범위를 100kW에서 1MW 이하로 확대

한 이후, 분산형 전원 사업자의 접속공사비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표 1-1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연계신청이 폭증하게 되었으며 표 1-2와

같이 ’16. 10 월 이후 접수된 1MW 이하 신재생 에너지 중 약 53%가 계통 용

량 부족으로 인하여 연계가 불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5-6].

1) (’20) 공공건축물(연면적3천㎡미만) → (’25) 민간·공공건축물(5천㎡미만) → (’30) 모든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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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MW 이하 신재생 접속보장 시행 이전·후 연계신청 건수 및 용량[4]

구분
1MW 이하 접속보장 이전

(’04. 1 ∼ ’16.10 / 154개월)
1MW 이하 접속보장 이후

(16. 10 ∼ ’18.8 / 22개월)
신청건수 29,902건 47,404건

신청용량 12.2GW 17.3GW

표 1-2 ’16. 10월 이후 접수된 1MW 이하 신재생 에너지 접속현황[4]

구분 접속신청 접속완료
접속가능

(계통용량여유)

계통용량 부족

배전선로 주변압기 변전소

용량

(MW)

10,167

(100%)

1,811

(17.8%)

2,805

(27.6%)

2,135

(21.0%)

2,094

(20.6%)

1,322

(13.0%)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한전에

서는 대대적 배전선로 확충 및 계통 신뢰도 확보가 급선무의 과제로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법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계통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배전선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배전선로 경과지의

확보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과지 확보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이 있다. 우선, 경과지가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공사난이도 및 투자비가 증가하

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경과지 확보 이후 배전선로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

점용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배전선로 확충을 적기에 할 수 없는 문제점

등 현행 방식으로는 수용한계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현재 분산형 전원을 연계

하기 위한 배전계통의 특성에 대한 이론 및 배전계통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 후 국내 배전계통 구성 사례분석 등을 통해 현재 분산형 전원 접수증

가에 따른 계통 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 배전계통에 대한 모

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

대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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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및 개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논문의 구성 및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배전계통 구성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한전에서 운영하

는 배전 설비 현황 및 배전계통 운전용량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배전계통 구성

별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신청 증가에 따른 배전계통 변화

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기존 배전계통 구성의 분산형 전원 수용한계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현재 한전의 분산형 전원 및 국내 분산형 전원 연계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고, 분산형 전원을 연계하기 위한 계통연계 기술기준 및 연계 절차에 대해

서 살펴봄으로써 기존 배전계통 구성의 분산형 전원 수용한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능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배전계통

구성변경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분산형 전원 연

계능력 확대를 위한 배전계통 구성 변경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현재 분산형

전원 연계신청 증가에 따른 배전선로 과전압 발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

배전계통(충남지역 보령지사 관내) 대한 모델링 및 ETAP(Electrical

Transient Analyzer Program)활용 검증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

계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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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전계통 구성현황

제 1 절 배전설비 현황 및 배전계통 운전용량

한전에서는 2018년 12월 기준 현재 10,603개 D/L(Distribution Line)을 통하

여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운영 중이다. 이러한 배전선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9,465,845기의 지지물(전주)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181,872대의 개폐기

를 통하여 선로를 구분, 연계하여 구성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

[7].

표 2-1 배전설비 현황[7]

구분 D/L 전주 변압기 전선긍장(c-km) 개폐기

수량 10,603 9,465,845 2,259,950 493,331 181,872

현재 한전의 배전선로는 사용 전선에 따라 일반 배전선로와 대용량 배전선

로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일반적일 때 배전선로는 D/L당 10,000kVA를 기준

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시 운용 최대용량으로 평상시의 운용 최대용량으

로서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이하 M.Tr), 배전선의 열적 허용전류, 선로 전압강

하, 비상시 부하 전환능력, 선로 분할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정해졌다.

여기서 비상시란 계통 고장으로 인하여 타 D/L로 부하를 전환하여 운전할 때

전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의미하며 현재 14,000kVA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공 배전선로 기준으로 ACSR-OC 160㎟ 전선을 사용하는

일반선로 기준이고 ACSR-OC 240㎟ 전선을 적용하는 대용량 선로에서는 상시

15,000kVA, 비상시 20,000kVA로 운전용량을 증가하여 운전할 수 있다[11].

표 2-2 배전선로 운전용량[11]

구분 적용전선
회선당 운전용량(kVA) 기준최대

최대긍장(km)상시 비상시

일반 160㎟ 10,000 14,000 33

대용량 240㎟ 15,000 20,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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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전계통 구성

과거의 한전의 배전계통 운영 방식은 설비 및 자원,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공급 능력을 향상하는 배전계통 구성과 운용방식이 채택되어 운영되어 왔

다. 단방향 전력 조류의 흐름으로 단순한 공급기능을 가진 Radial 배전계통을

통해 전력공급을 해왔으며, 중요(특수) 고객에는 개별적으로 이중전원 배전계

통 방식 등이 활용됐다.

현재 일반적으로 한전의 1개 배전선로는 6분할 3 연계를 기준으로

Open-Loop 방식으로 선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6분할이란 1개 배전선

로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개 구간의 부하가 1,666kW 정도가 되도록 만드

는 것이고, 3 연계란 비상시 타 D/L로 부하를 전환할 수 있는 연계점을 3개

이상 만들어서 상시 개방 점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6분할 3 연계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구간 개폐기 5대, 연계 개폐기 3대 등 총 8대의 개폐기/차단기가

필요하며 아래 그림 2-1과 같이 구성된다[16].

그림 2-1 6분할 3연계 배전계통 구성[16]

또한, 한전에서는 이러한 구간, 연계 개폐기를 자동화로 운영하여 계통 사고

발생 시 원격으로 신속하게 제어하여 정전구간 및 시간을 단축하여 설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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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늘리고 있지만, 모든 지역의 배전선로의 계통 구성을 6분할 3 연계 방식

의 배전계통으로 구성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공급하

는 배전선로 중 상가, 번화가 및 밀집 주택가가 아닌 촌락 및 야외지역 등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배전선로는 지역의 특수성 및 관리/운영상 Open-Loop

방식의 Radial 배전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Radial 배전선로는 선로

말단의 전압변동 및 전력손실이 큰 단점을 가진 배전계통 형태로서,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양방향 전력 흐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며,

또한 설비 고장 시 정전범위가 넓으며 정전복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공

급신뢰도에 낮아 선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현

재 지방의 촌락 및 야외지역에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배전선로는 아래 그

림 2-2와 같다.

그림 2-2 지방의 촌락 및 야외지역 Radial 배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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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배전계통 구성별 장/단점 분석

배전계통이란 배전용 변전소에서 인출되는 배전선로를 말하며 배전선로에는

각종 차단기, 개폐기, 변압기, 인입선, 고압 고객, 저압 고객이 있다. 기존의 배

전계통은 발전→송전→변전→배전의 구조로서 발전소로부터 공급된 전력이 송

전선로를 통해 변전소를 거쳐 배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이며, 이

러한 배전계통은 조류의 흐름이 발전→송전→변전→배전 순으로 단방향 흐름

으로 이루어져 왔다.

배전계통별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1) Radial 배전계통

발·변전소로부터 인출된 배전선로가 폐쇄형 루프 구조 없이 나뭇가지 형상

으로 분기선을 구성하면서 뻗어 나가는 방식으로 아래 그림 2-3과 같다[17].

그림 2-3 Radial 배전계통[17]

Radial 배전계통은 전력망 구성에 있어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계통이지만,

특정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나뭇가지 형상으로 인해 고장점 이후 모

든 선로 구간에서 정전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다른 계통 대비 단순성과 비용

효율성으로 배전계통에서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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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ng 배전계통

배전선로 간선을 하나의 링 형태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임의로 분기선을

구성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래 그림 2-4와 같다[20].

그림 2-4 Ring 배전계통[20]

Ring 배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전류가 한 방향 이상으로 흐르는 주거 지역에

서 사용되며, 다른 계통대비 우수한 전압 안정성과 낮은 전력 손실을 제공하

지만, 고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특정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

우, 이 Ring 배전계통은 동적 Radial 시스템으로 동작하여 다른 전원에 의하

여 부하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Ring 계통의 모든 지점에서 전력 및 전압을

균등하게 유지해야 한다[21].

3) Mesh 배전계통

배전선로 간선을 그물망 형태로 구성하고 이 그물망 형태의 계통에 수 개소

의 접속점에 급전선을 접속한 방식으로 아래 그림 2-5와 같다[20].

그림 2-5 Mesh 배전계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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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배전계통의 경우 단거리 전송에 효율적이며, Radial or Ring 계통에

적절한 연결을 추가하여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과거 기존의 배전계통은 Radial 중심의 배전계통 구조로서 단방향 전력공급

환경 속에서, 단방향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왔다. 이러한 Radial 배전계통을 사

용하여 전력을 공급한 이유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Radial 배전계통 채택 배경

사 유 상세내용

기술력

부족

타 배전계통(Ring or Mesh) 대비 관리/운영 수월

기술력부족에따른타배전계통대비보호계전기설계수월한구조채택

경제성
타 배전계통(Ring 또는 Mesh) 대비 선로건설 비용 절감

차단기의 필요 정격이 낮아 경제성 확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 배전계통

대비 관리/운영이 수월하며, 또한 보호 계전기 설계가 쉬운 구조를 고려하다

보니 Radial 배전계통을 통하여 전력공급을 시행해왔다. 또한 타 배전계통 대

비 건설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관점에서 대부분의 배전선로에

Radial 배전계통을 통하여 전력공급을 해왔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형 전원, 수요자원 등의 증가로 인

한 전력계통에 단방향 전력 흐름이 아닌 양방향 전력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으며, 또한 ESS 등의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의 복잡한 조류 흐름이 발생하

기 시작하는 등 기존의 Radial 배전계통만으로는 전력계통을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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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산형 전원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력계통에 전압변동이 심화하

였고 이러한 변동성 및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배전계통 환경변화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신 및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배전계통 운영/관리가

수월해지며 Radial 중심의 배전계통에서 Ring 또는 Mesh 배전계통의 도입·채

택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래 표 2-4와 같이 Ring 및 Mesh 구조의 배전계통 채택 배경을 정리할 수 있

다.

표 2-4 Ring 및 Mesh 배전계통 채택 배경

사 유 상세내용

전력흐름의

다양화

전력흐름의 변화(단방향→양방향)로 인해 Radial 구조 이점 상실
양방향전력흐름으로인한Radial 구조 배전계통 관리·운영 어려움

기술의

진보

기술의 진보로 Ring 및 Mesh 배전계통 관리·운영 문제 해결

Ring 및 Mesh 배전계통에서의 보호 계전기 설계 기술 향상

변동성및

불확실성대처

분산형 전원의 간헐성으로 인한 전압변동문제 대처 가능

비상 시 Radial 배전계통 대비 대처 수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과거 Radial 배전계통뿐만 아니라, 필

요에 따라 Ring 및 Mesh 구조의 배전계통의 도입을 통한 선로의 운영 필요

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배전계통 구조별 장/단점 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배전선로 특성에 맞는 배전계통을 구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의 계통을 선정 및 구성하여 배전계통 구조별 장/

단점 분석 및 비교를 통해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해 현재 분산형 전원의 연계

로 발생하고 있는 규정 전압 범위를 벗어나는 과전압 발생 문제를 해결할 방

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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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통은 분석을 위해 IEEE 13 Feeder 계통을 변형하여 활용하며, 아래

그림 2-6과 같이 13개의 모선으로 구성하며 각 모선별 정격전압은 4.16kV의

IEEE 13 Feeder Distribution Network 구조로 모의 계통을 참조하여 구성한

다[20].

그림 2-6 IEEE 13 Feeder Network 구조[20]

표준 IEEE 13 Feeder를 사용하여 3가지 형태의 배전계통 구조 비교를 위하

여 3상 시스템을 변환(수정)한 단상으로 Radial 배전계통을 설계하였고, 아래

그림 2-7과 같이 Electrical Transient Analyzer Program(이하 ‘ETAP’)을 사

용하여 Radial 배전계통을 모델링 하였다.

그림 2-7 Radial 배전계통 ETAP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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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8은 Radial 배전계통에 연결 된 모든 부하를 나타낸다.

그림 2-8 Radial 배전계통 연결 된 부하현황[20]

커패시터(CAP1 및 CAP2)는 모든 부하에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Lump 3은

각각 1,154kw 및 659kvar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소비하며, 역률의 범위는

최소 74.77% ∼ 최대 91.76%를 나타내고 있다.

이 Radial 배전계통에 연결된 부하 기준으로 ETAP 시뮬레이션 결과 아래

표 2-5와 같이 총 4개 Bus(632, 633, 645, 646)에서 기준 전압을 초과하는 과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5 Radial 배전계통 전압변동 Data

구분 상태
기준전압
[kV]

측정전압
[kv]

전압변동률
[%]

Bus632 과전압 4.16 4.266 102.56

Bus633 과전압 4.16 4.256 102.31

Bus645 과전압 4.16 4.257 102.34

Bus646 과전압 4.16 4.252 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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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Ring 배전계통과의 비교를 위해 ETA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ing 배전계통을 아래 그림 2-9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그림 2-9 Ring 배전계통 ETAP 모델링

위의 그림 2-9와 같이 Ring 배전계통 모델링을 위해서 그림 2-7의 Radial

배전계통 모델링 선로 기준으로 Bus 632와 671사이의 선로를 제거하였고,

Bus 646과 685을 연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Bus 634와 675사이를 선로를 연결

하여 Ring 배전계통을 구성하였다. 또한 Bus 634 및 675의 기준 전압이 각각

0.48kV 및 4.16kV로 상이하므로, 변압기를 사용하여 Bus 634의 전압을

4.16kV로 승압하여 동기화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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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2-10은 Ring 배전계통에 연결된 모든 부하를 나타냅니다.

그림 2-10 Ring 배전계통 연결 된 부하현황[20]

위의 Ring 배전계통은 Radial 배전계통의 수정된 버전이므로 선로 연결 변

경으로 인한 소비 전력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기준으로 ETAP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6 Ring 배전계통 전압변동 Data

구분 상태
기준전압

[kV]

측정전압

[kv]

전압변동률

[%]

Bus632 과전압 4.16 4.271 102.67

Bus633 과전압 4.16 4.256 102.31

T5 고전압 0.48 0.494 102.92

Radial 및 Ring 배전계통 ETAP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Radial 배전

계통을 Ring 배전계통으로 구성 시 기준 모선에서의 측정전압 및 전압변동률

값은 높아졌지만, 과전압 발생지점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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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TA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esh 배전계통을 아래 그림 2-11

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그림 2-11 Mesh 배전계통 ETAP 모델링

그림 2-11의 Mesh 배전계통은 그림 2-7 Ring 배전계통과 매우 유사한 구조

를 나타내지만, 기존의 Ring 배전계통에서 Bus 645와 671 사이 및 Bus 633과

671 사이의 선로를 연결하여 Mesh 배전계통을 모델링 하였다.

아래 그림 2-12은 Mesh 배전계통 연결된 부하현황을 나타낸다.

그림 2-12 Mesh 배전계통 연결 된 부하현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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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위의 Mesh 배전계통은 Ring 배전계통의 수정된 버전으로서 다

른 모든 선로 조건이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위의 그림 2-12의 연결 된 부하현

황을 기준으로 ETAP 시뮬레이션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버스 632, 633

및 645지점에서 각각 규정 전압을 벗어나는 전압이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Mesh 배전계통 전압변동 Data

구분 상태
기준전압

[kV]

측정전압

[kv]

전압변동률

[%]

Bus632 과전압 4.16 4.271 102.67

Bus633 과전압 4.16 4.244 102.01

Bus646 과전압 4.16 4.245 102.04

앞서 시뮬레이션한 Ring 배전계통 대비 과전압 발생지점은 동일하지만, 최

대 전압변동률은 Ring 배전계통보다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IEEE 13 Feeder 계통을 수정하여 모의계통을 구성한 후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전계통이나 Mesh 배전계통으로 재구성하여 ETAP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Radial 배전계통 < Ring 배전계통 < Mesh 배전계통

순으로 기준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 측정전압 및 전압변동률이 낮아졌

으며 전압 편차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Radial 배전계통 < Ring

배전계통 < Mesh 배전계통 순으로 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선로 구성 비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하여 시대

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배전계통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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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 배전계통 구성의 분산형 전원 수용한계

제 1 절 분산형 전원 개요

분산형 전원(DR : Distributed Resources)이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 달리

소규모로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

한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 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

한 에너지(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 포함)를 변환 시켜 이용하는 에너

지인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 한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진잘

산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3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태양·풍력·

수력·해양·지열 에너지와 생물자원을 변환 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폐기

물 에너지 및 그 밖의 기존의 화석연료(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8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서 기존 석유, 석탄, LPG 등 화석연료를 대

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둘째, 비 고갈성 에너지로서 한정된 화석연료와는 달리 태양, 물, 바람 등

무한정의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청정에너지로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2가 발생치 않거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되는 분산형 전원은 소규모 발전원이라는 특성상 송전

망이 아닌 배전망에 주로 연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전망 내에 다양한 이슈

가 발생하고 있고 분산형 전원의 배전망 접속 기준과 연계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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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분산형 전원 연계현황 및 문제점

2018년 12월 기준 연도별 분산형 전원 접수현황 및 특고압 이하의 배전계통

에 연계된 전국 분산형 전원의 접속현황은 아래의 표 3-1 및 3-2와 같다[8].

표 3-1 연도별 분산형 전원 접수현황[8]

구 분 ’12 ’13 ’14 ’15 ’16 ’17 ’18.12

사업자수 51,803 77,345 119,223 171,001 243,734 346,038 469,538

용량(MW) 1,669 2,486 4,356 5,845 8,423 14,018 21,466

표 3-2 연도별 분산형 전원 접속현황[8]

구 분 ’12 ’13 ’14 ’15 ’16 ’17 ’18.12

사업자수 50,784 75,562 116,130 166,862 236,365 314,907 419,954

용량(MW) 1,428 2,146 3,704 4,866 6,072 6,956 9,966

표 3-1, 3-2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분산형 전원 접수 및 접속현황이 증가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자부에서 발표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보장(2016.10) 및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 한전 부담 및

이용 규정 개정(2018.6)에 따른 표준시설 부담금 대상 범위를 100kW에서

1MW 이하로 확대한 이후 분산형 전원 설치자들의 접속공사비 부담이 경감됨

에 따라 접수 및 접속현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분산형 전원 연계신청 접수분 중 약 30%만이 계통용량에 여유가 있어

연계가 가능하며, 약 50% 정도는 계통용량이 부족하여 연계가 불가하여 공급

설비 증설 또는 배전 설비보강 등 한전 전력계통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

또한 이러한 무제한 계통접속 보장 및 분산형 전원 설치자들의 공사비 부담

경감에 따라 분산형 전원 설비 및 운영/관리가 쉬운 지역 중심으로 분산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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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접수 및 접속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배전계통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 접수용량 및 접속현황은 아래의 표

3-3 및 표 3-3과 같다[8].

표 3-3 지역별 분산형 전원 접수용량[8]

구 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소 계

태양 1,411 3,105 1,532 9,035 4,387 441 19,911

풍력 13 8 72 52 115 36 296

페기물 83 44 14 29 78 4 252

소수력 26 42 16 47 120 1 252

매립지가스 3 1 1 15 12 1 33

연료전지 74 38 - 116 23 - 251

바이오 93 48 1 39 35 6 222

기타2) 42 46 25 15 107 14 249

소계 1,745 3,332 1,661 9,348 4,877 503 21,466

표 3-4 지역별 분산형 전원 접속현황[8]

구 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소 계

태양 873 1,691 648 3,291 2,335 150 8,988

풍력 6 8 46 40 62 35 197

페기물 48 19 14 22 67 - 170

소수력 21 32 15 38 80 - 186

매립지가스 3 1 1 14 12 1 32

연료전지 61 5 - 16 13 - 95

바이오 93 12 1 16 26 - 148

기타 25 30 5 13 74 3 150

소계 1,130 1,798 730 3,450 2,669 189 9,966

2) 기타: 조력,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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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 접수된 분산형 전원 중 태양광이 전체 접수용량

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산형 전원 접속용량 기준 수도권을 제

외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지역의 접속용량이 전체 용량의 약 80%를 점유

함으로써,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분산형 전

원 연계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전계통에 분산형 전원 연

계 시 배전계통의 전압이 상승하여 규정 전압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문제점들

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은 계통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대적

인 배전선로 확충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나, 배전선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배전선로 설치를 위한 경과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경과지가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경과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

이 있다. 또한, 경과지 확보 이후 배전선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방식으로는

분산형 전원 연계 확대를 위한 한계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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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및 연계절차

2018년 12월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총량은 약 35,598Gwh수준이며, 이는

에너지원별 전체 발전량인 약 570,647Gwh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

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연계신청이 매년

지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한전에서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

술기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준하여 분산형 전원의 배전계

통에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서는 분

산형 전원의 연계 절차 및 전기품질, 보호 협조, 동기화, 필요 설비 등과 관련

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에 필요한 상세한 기술 요건들을 다루고 있고, “송·배전

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서는 배전계통이 접속한계용량과 더불어 분산형 전원

접속과 관련된 기술요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절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은 2005년 처음 제

정된 이후 현재까지 분산형 전원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기준이 개

정되어 왔다. 현재 한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의하면 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단위용량)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접

속설비는 아래의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표 3-5 분산형 전원 연계용량[10]

구분 연계용량 비고

변전소 200MW(120MW) 60/45MVA(35/40MVA)

M.Tr Bnak 50MW(30MW) 60/45MVA(35/40MVA)

특고압 일반선로 10MW

저압 배전용변압기 500kW

저압 일반선로 변압기 정격용량의 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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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고압 및 저압 접속 설비별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때에만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의 누적연계용량은 아래의 표 3-6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10].

표 3-6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 누적연계용량[10]

구분 연계용량 비고

M.Tr Bank 50MW(30MW) 60/45MVA(35/40MVA)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 운전용량 이하 10MW

저압 배전용변압기 변압기 정격용량 이하

저압 일반선로
분산형전원출력전류의

합이저압선허용전류이하

배전계통 내 분산형 전원의 연계 절차는 연계하려는 분산형 전원 용량 및

접속점 전압에 따라 세분된다. 일반 배전선로는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전선로를 의미하며, 전용 배전선로는 특정 분산

형 전원 수용가에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선

로이다. 아래 그림 3-1과 같이 일반 배전선로와 전용 배전선로의 분산형 전원

연계 형태가 나타나 있다.

(a) 일반배전선로 (b) 전용배전선로

그림 3-1 배전계통의 분산형 전원 연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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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이 배전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 뱅크 및 배전선로에 연

계된 전체 분산형 전원의 “누적 용량“과 개별 분산형 전원의 용량인 ”(단위)연

계용량“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술적 요건과 연계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요건으

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계통의 전기품질 유지 및 보호 협조 관점에서 검토되어

야 하는 기술적 요건들을 아래 표 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표 3-7 분산형 전원 연계 기술검토를 위한 기술적 요건[10]

관리

개념
기술적 요건 연계용량 평가 방안

누적

연계

용량

평가

․적정전압 유지 측면

․단락용량 상회 측면

․분산전원연계로인한주변압기송출기준전압변동제한

․분산 전원 연계에 따른 단락용량 증대 제한

→ 뱅크 단위의 연계용량 제한 기준으로 적용
․규정전압유지를위해분산전원연계에따른전압변동제한

→ 피더 단위 연계용량 제한 기준으로 적용

단위

연계

용량

평가

․순시전압변동 측면

․개별분산전원의계통병입시유발하는전압변동률제한

․개별분산전원의출력변동및탈락에따른전압변동률제한

→ 개별(단위) 분산전원의연계용량제한기준으로적용

기술

검토

사항

․고조파 왜곡 측면 ․“배전계통 고조파관리 기준”을 적용

․보호협조 측면 ․“분산전원연계배전선로보호업무편람”에따른기술검토

․기술기준 기본사항

(전기방식 접지와의 협조,

동기화, 비의도적한전계통

가압, 감시설비, 분리장치,

단독운전 등)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Guidline”에

의한 기술검토 및 기술적 요건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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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분산형 전원의 누적 연계용량은 주변압기

뱅크와 배전선로에서 각각 평가한다. 먼저 주변압기 뱅크의 누적 연계용량은

계통의 적정전압 유지 측면과 단락용량 상회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의 연계로

인해 배전계통 전체 전압을 제어하는 주변압기 OLTC의 불필요한 동작을 야

기하지 않아야 하며 배전계통에 설치된 보호기기의 차단용량을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연계 가능 용량을 평가할 수 있다. 주변압기의 연계용량 평가에 문

제가 없다면 해당 배전선로에서 연계용량 평가를 수행한다. 해당 배전선로에

서는 분산형 전원의 연계로 인해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저압 공급 유지

전압 범위 220V ± 6%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계 가능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다[12-13].

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을 누적 용량 개념으로만 평가할 경우 특정 뱅크 혹

은 특정 배전선로에 단위용량으로 대용량의 분산형 전원이 연계될 수 있다.

단위용량으로 분산형 전원이 대용량화될 경우 계통 병입시 발생하는 순시 전

압변동과 급격한 출력변동 및 계통 탈락에 의한 순시 전압변동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IEC의 순시 전압변동 허용 기준을 근거로 분산형 전원의 단위연

계용량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요건은 분산형 전원

의 계통 연계 신청 시 해당 기술요건을 만족하는지 혹은 추가적인 대책이 무

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기술검토 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분산형 전원이 계통에 연계 신청을 하면 먼저 뱅크 단위에서의

누적연계용량을 검토하고 연계가 가능하다면 해당 피더 단위에서의 연계검토

를 통해 연계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연계가 가능하다면 기술기준에서 제시하

는 기술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연계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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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 평가의 1단계는 간소 검토용량 기준을 적용하여 상

세평가 없이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이다. 간소 검토용량 기준

을 적용하여 계통에 접속되는 모든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수행했던 기술검토

를 간소화함으로써 연계업무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분산형 전원의

특고압 및 저압 연계에 있어 간소 검토용량 기준 이하인 경우 상세 기술검토

를 생략할 수 있으나 기술기준 제2장 제1절 기본사항은 만족해야 한다.

간소 검토 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평가단계의 2번째 단계로

상세 평가를 진행한다. 상세평가 시에는 분산형 전원이 연계되는 선로 환경,

연계 위치, 분산형 전원의 종류 등을 반영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간소 검

토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술기준 제2장 제1절의 기본사항뿐만 아니라

기술기준 제2장 제2절의 평가사항을 기준으로 상세 기술평가를 시행해야 한

다.

연계평가의 마지막 단계로 상세평가 결과 연계가 불가한 경우 엔지니어링

절차에서 설비보강, 신기술 적용 등의 보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경우 연계

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연계용량을 평가하는 기준인 적정전압이탈, 순간 전압

변동, 송출전압변동, 단락용량 증대 및 전력 품질 문제 등의 기술적 요건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연계를 불허하지 않고 관련 기술적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설비 보강 등의 기술적, 비용적 합의가 있어 실제 분산

형 전원 연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연계를

허용할 수 있다.

이제 특고압 연계 분산 전원 및 전용 변압기 연계 저압 분산 전원 기술검토

상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검토 절차는 아래 그림 3-2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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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분산형 전원 특고압 연계 기술검토 절차[9]

분산형 전원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주변압기 뱅크에서 주변압기 누적연

계용량(해당 주변압기에서 공급되고 특고압 일반선로 및 전용선로에 연계된

모든 기존 분산형 전원의 누적 용량과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용량의 합)이 변

전소나 주변압기 최대 접속용량 이하인 경우 그림 3-2의 분산형 전원 특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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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술검토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시행하며 세부 단계별 검토 방법은 아

래와 같으며,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변전소나 주변압기 최대 접속용량을

초과하면 해당 주변압기에는 연계할 수 없다.

신규 신청된 분산형 전원의 특고압 일반선로 연계 검토에 있어서 간소 검토

용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간소 검토 절차로 검토한다.

분산형 전원 연계용량이 10,000kW 이하 이고 분산형 전원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서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압 일

반선로의 상시운전용량 이하이면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선로에 연계한다. 해당 주변압기

뱅크에 연계되는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주변압기 뱅크 용량의 15% 이하

인 경우 ②-1, ②-2의 상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분산형 전원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서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특고

압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의 15% 이내인 경우 ③-1, ③-2의 상세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신규 연계되는 분산형 전원의 (단위) 연계용량을 기준으로 분산형

전원의 기동, 탈락 혹은 빈번한 출력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시 전압변동

영향을 평가하여 순시 전압변동 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분산형 전

원의 연계로 인해 보호기기의 오동작 가능성을 평가한다. 상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분산형 전원 연계 배전선로 보호 업무 편람”을 따른다.

간소 검토평가 절차 ②단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변압기 OLTC의

실제 AVR 정정치를 반영하여 송출전압변동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 상세검토

방법으로 해당 주변압기 뱅크에 이미 연계되어 있는 분산형 전원과 신규 연계

되는 분산형 전원에 의한 송출전압 및 송출기준 전압의 변동이 주변압기

OLTC를 제어하는 LDC(AVR)의 Deadband 설정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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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압기 송출전압 변동 평가>

  · cos ± · sin·


 

여기서,  : 송출전압 변동 (%)

 : LDC(AVR)의 대역폭(deadband)

 : %선로등가임피던스 저항성분

 : %선로등가임피던스 리액턴스성분

 : 주변압기 누적연계용량 (kVA)

(주변압기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 전원의 누적연계용량)

cos : 분산형 전원 운전 역률
(±) : (+)분산형 전원이 계통으로 무효전력 공급

주변압기 OLTC의 실제 AVR 정정치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분산형 전원

의 연계로 인하여 OLTC 탭의 빈번한 동작 및 불필요한 동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전선로 부하 및 전압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AVR 정정치를 재조정하거

나 AVR 운전을 하지 않고 DVM만을 이용하여 해당 배전계통의 전압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주변압기에 새로운 송출전압조정 기법 및 장치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간소

검토평가 절차인 ②단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변압기 뱅크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 전원의 단락용량 기여도를 평가하여 배전선로에 이미 설치된 차

단기의 차단용량 상회 여부를 검토한다. 단락용량 상회 여부에 대한 상세 평

가 방법 및 절차는 “분산형 전원 연계 배전선로 보호 업무 편람”을 따른다.

간소 검토평가 절차의 ③단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전선로에서 분산

형 전원의 연계로 인한 적정전압 이탈 여부를 검토한다. 배전선로의 적정전압

유지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 연계 상세검토는 해당 배전선로의 운전실적(최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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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송출전압) 및 구간 부하 데이터, 기설 분산형 전원의 발전설적 데이터 등이

필요하여 상세검토가 다소 복잡하다. 따라서 복잡한 상세평가 이전에 간단하게

검토할 방법을 전압강하 5% 이내 선로와 전압강하 5% 초과 선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즉, 간략 계산 방법은 상세검토에 앞서 대략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간략 계산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가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상세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최종적으로 상세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전압강하 5% 이내 선로에서는 해당 배전선로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 전원(기설

분산형 전원과 신규 분산형 전원)이 선로 말단에 연계된 경우를 상정했을 때 선

로 말단에서 전압변동이 1.5%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 적정전압 유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전설계기준의 전압강하 배분 한도를 근거로 전압강하 5% 이내 배전선로

에서는 선로 말단에 최소전압 여유도가 1.5%이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의 연계

로 인하여 선로 말단에서 1.5% 이상 전압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정전압

유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배전선로에 연계

된 모든 분산형 전원은 선로 말단에 연계되어 있다고 상정하여 전압변동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즉, 배전선로에 산재해 있는 분산형 전원이 모두 선로

말단에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한 전압변동 계산 결과가 1.5% 이하라면 분산형

전원이 해당 배전선로의 어느 위치에 산재하여 연계되더라도 선로 말단에서

전압변동이 1.5%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간략 계산 단계는

비교적 용량이 적은 수준의 분산형 전원이 연계되는 경우 기술 검토 단계를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간략 계산 결과 전압변동이 1.5%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세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간략 계산 단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배전선로의 최소부하량 및 송

출전압 운전 실적을 고려하여 Off-D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류계산을 통

해 분산형 전원 연계로 인해 배전선로의 전압이 적정 유지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상세내용은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Guideline을 참

조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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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강하 5% 초과 선로에서는 해당 배전선로에 이미 연계되어 있는 분산형

전원과 신규 연계되는 분산형 전원에 의한 상시전압변동률이 1.5% 이상 변동

(상승)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전압강하 5% 초과 선로라 하더라도 모든 저

압용 변압기가 13200 TAP을 사용하는 경우 전압강하 5% 이내 선로와 동일

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전압강하 5% 초과 선로의 간략 계산 기준이 되는 “상시전압변동률 1.5%”는

배전설계기준 및 배전 전압관리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최소전압 여유도에 근

거한다.

본 간략 검토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연계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압강하 5% 초과 선로의 경우 앞서 설명된 전압강하 5% 이내 선로의 상

세평가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전압강하 5% 초과 선로는 SOMAS에서 송출

전압을 산정하지 않고 대신 탭 변경 점에서 전압 여유도 1.5%를 상정한 송출

전압값을 사용하여 조류계산을 수행한다.

조류계산 수행 조건은 전압강하 5% 이내 선로와 동일하게 최소부하 조건과

분산 전원이 최대출력 조건에서 계산한다.

조류계산 수행 결과 탭 변경 점을 기준으로 13200 탭 구간(전압강하 5% 이

내 구간)과 12600 탭 구간(전압강하 5% 초과 구간)의 특고압 전압 상한을 아

래와 같이 적용하여 분산 전원 연계로 인해 각 분산 전원 연계점과 탭 변경

점에서 특고압 전압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


×


(pu) (13200탭 사용 구간)

  × ×


×


(pu) (12600탭 사용 구간)

조류계산 수행 결과 모든 분산형 전원 연계점에서 특고압 전압 상한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적정전압 유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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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간소 검토평가 절차인 ③단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전

선로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 전원의 고장 전류 기여 효과를 고려하여 보호기기

의 부동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특고압 일반선로 연계 평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고압

전용선로 연계 평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산형 전원이 특고압 전용선로에 연계될 경우 연계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

다. 분산형 전원이 연계하고자 하는 해당 특고압 일반선로에서 분산형 전원의

누적 용량이 해당 특고압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선로로 연계한다.

전용선로에 연계되는 분산형 전원은 한전의 “고조파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분산형 전원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조파 발생기기 명세를 기초로

기기별 고조파 전류 발생률, 가동률, 계약전력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 고조파

전류 방출 값을 산출하고, 분산형 전원의 용량에 따른 차수별 고조파 전류 제

한 값을 비교하여 고객 측 고조파 저감 대책 수립 필요 여부를 판정한다.

다음으로 전용선로에 연계되는 분산형 전원일지라도 동일 Bank에서 공급되는

일반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 전류를 공급하므로 특고압 일반선로

연계 평가 절차의 단락용량 상회 여부 평가 단계 ②-2에 따라 해당 주변압기

Bank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 전원의 단락용량 기여도를 평가하여 배전선로에 이

미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용량 상회 여부를 검토한다.

그다음 단계로 해당 전용선로에 연계된 모든 분산형 전원의 고장 전류 기여

효과를 고려하여 보호기기(일반적으로 변전소 CB)의 부동작 가능성을 검토하

며, 상세 평가 방법은 특고압 일반선로 연계 평가 절차의 보호기기 부동작 평

가 단계 ③-2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분산형 전원의 연계로 인해 보호기기의 오동작 가능성을 검토하

며, 상세 평가 방법은 특고압 일반선로 연계 평가 절차의 보호기기 오동작 평

가 단계 ⑤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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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산형전원연계시특고압배전계통규정전압유지방안

한전의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 22조 (특고압 계통 상시전

압변동)에서는 특고압 계통의 상시전압변동에 대해서 아래 그림 3-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0].

그림 3-3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 22조[10]

한전 계통의 전압 유지범위는 전기사업법령에 의하여 표3-8과 같이 표준전

압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3-8

은 일반적인 전기사용자의 사용전압에 해당하는 저압에 대해서만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출처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

에는 “구체적인 품질 유지 항목 및 그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 고시 제2009-280호(’09. 12. 04)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서는 제5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

자가 전력 계통에서 유지해야 할 전압조정목표로서 배전용 변전소는 배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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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지점의 전압을 기준 중부하 시에는 최대 계통 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부하

시에는 배전선로의 선로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 시의 부하

비율에 따라 결정하되, 22.9kV 계통의 전압조정 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

우에는 부하 대별 전압조정 목표(경부하시 22.0kV, 중부하시 22.9kV, 첨두부하

시 23.9kV)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고시 제3조 제2항에서는 해당

고시에서 요구되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송․배전망 사업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14].

이와 관련하여 한전은 내규인「배전 전압관리 업무지침」에서 전기사업법

령에서 규정하는 전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로 전압강하 구성 형태에 따라

한전 계통 배전용 변전소의 송출전압을 다음 표 3-9와 같이 유지하도록 정하

고 있으며, 동 지침 및「배전 설계기준」에 따라 특고압 한전 계통의 전압 유

지기준을 표 3-10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5].

표 3-8 저압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13]

표준전압 허용오차

220V 220V의 상하로 13V 이내

380V 380V의 상하로 38V 이내

표 3-9 변전소단위송출전압유지기준[15]

구 분 전압강하 5%이내 선로로만 구성 전압강하 5%초과 선로 포함

유지기준 22.9㎸ (-2.5%～+2.5%)
1

22.9㎸ (-1%～+4%)
2

송출전압 22,400V～23,500V 22,700V～23,800V

비고 1. 전체 Bank 중 1/2이상 해당될 경우 송변전부서와 협의하여 Bank 단위 적용가능

2. 배전선로에 과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는 22.9kV±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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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특고압 한전계통의 전압 유지범위[11]

표 준 전 압 (V) 전 압 유 지 범 위 (V)

13,200 / 22,900 12,000～13,800 / 20,800～23,800

한전의 배전계통은 기본적으로 주변압기 OLTC의 LDC 자동운전에 의해 송

출전압이 관리되고 있고 배전선로에서는 전압강하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주

상변압기 및 지상 변압기의 탭을 조정하여 전압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관리되

고 있다.

특히, 한전의 변압기 규격은 13200/230V로 기본적으로 변압기를 무 탭으로

설정하여도 기본적으로 약 5%(4.75%) 정도의 전압을 승압하여 저압에 공급하

고 있다. 또한, 전압강하 5% 초과 지역에는 변압기 탭을 12600/230V로 조정하

여 5% 추가 보상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압관리 방식은 배전계통이 부하에 적정 수준의 전압으로 전력을 공

급할 목적으로 설계된 방식이라 하겠다. 배전계통이 부하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현행 전압관리 방식으로도 별 무리가 없었으나 분산형 전원이 배전선로

임의의 지역에 연계되어 계통에 역조류를 주입하면 계통의 전압이 적정 공급

유지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분산형 전원을 고려한 새로운 전압조정체계

의 개발이 시급하나 현재의 인프라가 변경되기에는 좀 더 많은 기술개발과 시

간 그리고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배전 설비 인프라와 전압관리체계에서 배전계통의 전압이 관리되고 있다

는 상황을 전제로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압변동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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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여유도

그림 3-4은 배전계통에서 부하량에 따른 전압분포와 전압 여유도를 보여준

다. 배전계통에서의 전압은 주변압기 OLTC에 의한 송출전압과 그리고 배전

선로의 부하량에 따라 전압 분포가 결정된다. 그림 3-4은 경부하와 중부하 시

의 전압 분포를 보여주며 경부하와 중부하 시의 전압 프로파일 사이에서 전압

이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경부하 시의 배전선로의 전압과 규정전

압 상한(upper limit)과의 차이를 전압 상한 여유도라 정의하고 중부하 시의

전압과 규정전압 하한(lower limit)과의 차이가 전압 하한 여유도라고 정의한다.

분산형 전원의 연계에 따른 배전계통에서의 전압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

에서 전압 분포를 형성한다.

1) 최대부하 조건 & 분산형 전원 최대출력

2) 최대부하 조건 & 분산형 전원 최소출력

3) 최소부하 조건 & 분산형 전원 최대출력

4) 최소부하 조건 & 분산형 전원 최소출력

그림 3-4에서와같이 배전선로의 전압은 조건3)일 때 즉, 최소부하 조건에서

분산형 전원이 최대 출력일 때 전압이 가장 높게 형성되며 조건2)일 때, 즉,

최대부하 조건에서 분산형 전원이 최소 출력일 때 전압이 가장 낮게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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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이 계통에 전력을 주입하면 일반적으로 계통의 전압을 상승시킨

다. 물론, 분산형 전원의 출력 역률에 따라 과도한 무효전력을 소모하면 계통

의 전압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운전

역률을 부하와 동일하게 9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에 의해 계통의 전압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배전계통의 전압을 모든 부하 조건 및 분산형 전원 출력 조건에서

규정 전압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의 연계로 인한 과전압의 발

생을 막아야 하고 결국,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압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

해야 한다. 이때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압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은

최소부하 조건일 때이다. 즉, 전압 상한 여유도 만큼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압

상승을 허용할 수 있다.

배전계통의 적정전압 유지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의 허용 가능 용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배전계통이 최소 전압 상한 여유도를 가진 조건에서 분산형 전원 출력

에 따른 적정전압 유지범위 이탈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

하는 것은 위에 4가지 부하량과 발전량의 조합에서 조건 3인 최소부하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이 최대 발전할 때의 경우이다.

또한, 배전계통은 배전선로의 전체 전압을 적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을 이용해 시간대별 부하량에 따라 주변압기

OLTC 탭을 조정하여 송출전압(Sending voltage)을 제어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

규로 연계되는 분산형 전원이 주로 발전하는 시간대의 송출전압 실적을 고려하여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압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종합하면, 해당 배전선로의 최소부하 조건과 기설 및 신설 분산형 전원이 최

대발전하는 조건, 신규로 연계되는 분산형 전원의 주 발전 시간대에 해당하는

송출전압을 고려하여 조류계산을 수행하고 분산형 전원 연계에 따라 배전선로

전압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ET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 선로 데이터부터 분산형 전원이 최대출력하는 조건

에서 규정 전압유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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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존 배전계통 구성의 분산형 전원 수용한계

분산형 전원의 연계로 인해 특고압 한전 계통의 전압변동이 기준 제22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제22조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압변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분산형 전원 설치자가 분산형 전원의 출력 및 역률을 조정하여 한전 계통의

전압이 적정전압 유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

는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혹은, 상시전압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등 분산형 전원의 출력으로 인한 상시전압변동 억제 대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상기 분산형 전원 설치자 측의 전압변동 저감 대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한전 계통의 용량을 증설하거나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하여 연계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한전의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는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전 계통의 용량을 증설하거나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연계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한전 계통의 용량을

증설하거나 전용선로로 연계하는 방법은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전용선

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전선로 경과지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경과지 자체

가 물리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경과지

확보 이후 전용선로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로점용 등 행

정적인 많은 문제와 비용,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로 단기간

내에 한전 계통의 용량을 증설하거나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구성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수용한계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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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능력 확대방안

제 1 절 배전계통 구성 변경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방안 검토

현재 한전은 변전소 주변압기의 OLTC와 AVR 등을 활용하여 배전선로의

전압을 관리하며 분산형 전원의 연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늘어나는 분산

형 전원의 연계신청 및 용량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배전계통은 변전소 주변압기에서 여러 개의 배전선로에 전력을 동시에 공급

하며 OLTC를 이용하여 배전계통 모든 선로의 전압을 일괄 제어하고 있다.

동일 Bank에서 공급되는 여러 개의 배전선로에 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이 증

가할수록 주변압기의 OLTC 운영상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분산형

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되어 많은 전력을 배전선로에 공급하게 되면, 분산형

전원이 주입하는 전력에 의해 주변압기에서 감지되는 전체 부하전류는 감소하

게 되어 경부하 상황으로 인식하고 송출전압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

당 주변압기에서 공급되는 배전선로 중 실제 중부하 상태에 있는 배전선로에

서는 저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의 간헐적 발전 특성으로 인

하여 주변압기 OLTC의 빈번한 동작을 야기할 수 있다. 송출전압의 변동은

해당 주변압기에서 공급받는 모든 수용가의 단자전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되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의 연계에 따른 주변압기 OLTC에 미치는 영향

은 주변압기 Bank에서 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을 평가하는 기술적 근거가 된

다.

또한 특고압 한전 계통에 연계된 분산형 전원의 출력변동으로 인하여 기준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변압기 송출전압을 조정하는 자동전압조

정 장치(이하 ‘AVR’)의 운전을 방해하여 주변압기 OLTC의 불필요한 동작 및



- 40 -

빈번한 동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실시한다.

신규 분산형 전원의 연계를 고려하여 AVR의 정정치를 재조정하여 분산형 전

원의 출력변동으로 인한 OLTC의 불필요한 동작 및 빈번한 동작히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데, AVR의 정정치 재조정으로 OLTC의 불필요한 동작 및 빈번한 동

작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 부하 상황 등을 고려하여 AVR를 사용치 아

니하고 DVM(Digital Volt Meter)만을 사용하여 해당 배전계통의 전압을 유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해당 한전 계통의 운전환경을 고려하여 상

기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속설비를 전용선로로 하여 연계하도록

하는데 전용선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용선로를 구성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용선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전용선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전선

로가 지나는 경과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전선로의 경과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선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는 경과지가 부족하여 경과지 확

보가 쉽지 않으며, 경과지를 확보하면서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과지 확보 이후에도 배전선로 확충을 위해서

도로점용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전용선로를

구성하여 단기간 내에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를 위한 방안은 실질적으로

한계점에 직면한 상황이다.

분산형 전원의 연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계 시 전압 변동을 줄일 방안

이 필요하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전계통을 Radial 계통에서 Ring 또

는 Mesh 계통 형태로 변경 시 전압변동률을 줄여 분산형 전원의 연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한정된 비용으로 배전계통 구성 변경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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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 확대를 위한 배전계통 구성

변경 알고리즘 제안

현재 증가하는 분산형 전원 연계신청과 관련 연계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공급설비를 증설 또는 전용선로를 구성하여 연계능력을 확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용선로를 구성하여 연계 능력을 확대하기까지 큰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적은 비용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

계능력 확대를 위해 배전계통 구성 변경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배전계통 구성 변경 방안에는 Ring과 Mesh 형태로

의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Ring 형태로의 구성 변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배전계통 구성 변경 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최적 Ring 배전계통 구성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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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신규 분산형 전원의 연계 시 기술검토를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

계점 및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이 한전에서 운영하는 규정 전압 유지범위

를 벗어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 Ring 배전계통 구성 알고리즘을 나

타낸다.

그림 4-1의 ①단계는 분산형 전원 연계 시 연계점 및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신청에 따라 분산

형 전원 연계점 및 해당 연계 배전선로에서의 전압을 확인하여 규정 전압 유

지범위 이내에서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사전단계이다.

②단계는 분산형 전원 연계 시 해당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이 규정 전

압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측정 결과 규정 전압 유지범위 내

에 있다면 분산형 전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리즘을 종료하면 된다. 그러

나 측정결과 전압값이 규정 전압 유지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알고리즘 ③단

계 절차로 넘어간다.

알고리즘의 ③단계는 분산형 전원 연계점에서 Ring 배전계통이 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Ring 계통 구성 여부 확인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을 연계하

고자 하는 배전선로의 연계점에서 Ring 배전계통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의 ④단계 절차로 넘어간다. 만약, 분산형 전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배

전선로의 연계점에서 Ring 배전계통이 구성되어 있다면 Ring 계통을 추가하여

연계하고자 하는 배전선로의 전압이 규정 전압유지 여부 이내에 있는지 판단하

여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알고리즘의 ③단계에서 Ring 배전계통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④단계를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점에서 Ring 배전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구

간을 설정한 후 알고리즘 ⑤단계 절차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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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⑤단계는 ④단계에서 설정한 구간별로 Ring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하여 구간별 전압변동값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각 구간별 Ring 배전계통 재

구성하여 전압변동값을 확인한다. 그 이후 알고리즘의 ⑥단계로 넘어간다.

알고리즘의 ⑥단계는 앞서 ⑤단계를 통해 확인한 각 구간별 전압변동값이

규정전압 유지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구간을 확인해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연산을 통해 각 구간별 전앖값이 규정전압 유지범위 이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

주며, 규정전압 유지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은 Ring 배전계통 구성을 통한 분산

형 전원이 연계가 불가능한 구간이며, 규정전압 유지범위내에 있는 구간을 확

인하여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인 ⑦단계로 넘어간다.

알고리즘의 ⑦단계는 규정전압을 유지하는 구간별 선로 구성 비용을 비교/분

석하는 단계로서 선로 구성 비용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Ring 배전계통 구성점

을 선정하여 연산을 종료해주면 된다. 선로 구성 비용이 최소인지 확인하는 방

법은 선로 구성을 위해 필요한 주자재(지지물, 전선) 소요량을 비교하여 Ring

배전계통 재구성에 필요한 주자재가 더 적게 소요되는 구간이 최적의 Ring 배

전계통 구성을 위한 최적지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안한 그림 4-1의 알고리즘 절차에 따라 연산을 수행한

이 후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규정전압 유지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최적의 Ring

배전계통 재구성 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는 회선신설 등 배전선로 보강 없이 단순한 배전계통 재구성만으로 분산

형 전원 연계능력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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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계통 모델링 및 검증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 현재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배전계통 전압상승 문제가 발생되어 배전계통과의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의 한 배전선로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AP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산형 전원 연계로 인해 배전계통 과전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제 지역의 한 개의 배전선로를 선정하였다.

○ 지 역 : 충남 보령시

○ 대상선로 : 관창 S/S 천북 D/L
○ 선정사유 : 현재 분산형 전원 연계증가로 인한 배전계통 내 과전압

발생으로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불가

○ 주변압기 뱅크용량 현황[22]
- 누적연계용량 : 43,236kW / 여유용량 : 6,764kW

그림 4-2 주 변압기 누적연계용량 현황(’19. 10월 기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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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 10월 기준 주 변압기 누적연계용량

은 43,236kW이며, 6,754kW의 여유용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계

하고자 하는 대상선로는 충남 보령지사 내의 관창 S/S 천북 D/L로서 ’18년

기준 특고압 일반선로 부하현황은 아래 그림 4-3과 같다.

(a) 배전선로 최대부하 (b) 배전선로 최소부하

그림 4-3 특고압 일반선로 현황(’18년 기준)[23]

’18년 기준 충남 보령지사 관내 천북 D/L의 최대부하는 7.5kW이며, 이에 따

라 한전 분산형 연계 기술기준에 의거 신규 최대 연계 가능한 분산형 전원 연

계용량은 약 2,500kw정도이다.

천북 D/L은 아래 그림 4-4의 단선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ETAP을 통하여 모델링 한 후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과전압 발생 여

부 확인을 위하여 한전의 연계 기술기준에 의거 배전선로 최소부하 조건에서

분산형 전원이 최대 출력일 때를 기준으로 앞서 제안한 그림 4-1 최적 Ring

배전계통 구성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순서대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단순한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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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관창S/S 천북D/L 단선도[24]

우선 현재 천북D/L의 전압 확인을 위하여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이전에

아래 그림 4-5와 같이 ETAP을 활용하여 천북D/L의 모델링을 하였으며, 현재

천북D/L의 전압변동값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표 4-1과 같이 천북D/L의 선

로 인출부터 말단까지 구간을 나누어 구분을 하였다.

그림 4-5 천북D/L 모델링(현 배전선로)



- 47 -

표 4-1 천북D/L 구간별 Data[24]

구간 선종 긍장[km]
구간부하
[kVA]

기설분산형
[kW]

인출 ∼ 01 S/S ∼ CB CNCV-W 325㎟ 0.450 - -

01 ∼ 02 CB∼ 천북간163 ACSR/AW-OC 160㎟ 8.284 971 1,694

02 ∼ 03 천북간163 ∼ 236 ACSR/AW-OC 160㎟ 3.801 485 -

03 ∼ 04 천북간236 ∼ 327 ACSR/AW-OC 160㎟ 4.907 3,572 2,891

04 ∼ 05 천북간327 ∼ 354 ACSR/AW-OC 95㎟ 1.198 1,117 1,940

05 ∼ 06 천북간354 ∼ 405 ACSR/AW-OC 95㎟ 2.089 437 -

06 ∼ 07 천북간405 ∼ 428 ACSR/AW-OC 95㎟ 1.009 750 -

07 ∼ 말단 천북간428 ∼ 511 ACSR/AW-OC 95㎟ 3.414 307 -

합 계 25.152 7,639 6,525

위의 그림 4-5와 같이 천북D/L의 모델링 이후 현재 배전선로의 전압강하값

확인을 위해 ETAP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아래 표 4-2와 같

이 천북 D/L의 선로 인출구간부터 말단 사이의 구간별 전압값과 전압 강하율

을 확인하였다.

표 4-2 시뮬레이션 Data(현 배전선로)

구 간 전압값[kv] %V(전압강하) 비 고

인출 ∼ 01 22.9 100%

※ 규정전압유지범위
20,800 ∼ 23,800[V]
(90.83%∼ 103.93%)

01 ∼ 02 22.496 98.23%

02 ∼ 03 22.237 97.11%

03 ∼ 04 22.025 96.18%

04 ∼ 05 22.009 96.11%

05 ∼ 06 21.973 95.95%

06 ∼ 07 21.894 95.6%

07 ∼ 말단 21.83 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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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의 시뮬레이션 Data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천북D/L은 규정전압 유

지 범위 내에서 선로 인출부터 말단까지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해당 배전선로에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연계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1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절차에 따라 연산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산형 전원이 연계되는 연계점 및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을 확인하

기 위한 알고리즘 ①단계를 수행한다. 분산형 전원 연계점 및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 확인을 위해 한전 연계 기술기준 검토절차에 따라 전압강하 5%

이내의 선로의 경우 해당 배전선로에 연계 된 모든 분산형 전원(기설 분산형

전원과 신규 분산형 전원)이 선로 말단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를 기준으로 기술검토를 수행해야함에 따라 아래 그림 4-6과 같이 선로 말단

에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을 연계하는 것을 가정하여 ETAP 모델링하

였다.

그림 4-6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 연계 시 천북D/L 모델링

위의 그림 4-6과 같이 선로 말단에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을 연계한

이후 ETAP을 활용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아래 표4-3과 같은 전압변동값

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4-7과 같이 기존 배전선로와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시

전압값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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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뮬레이션 Data(연계 가능한최대분산형전원연계시)

구간
전압값[kV] 전압변동값

[kv]
증감률 비고

기존 신규연계시

인출 ∼ 01 22.9 22.9 0 100%

01 ∼ 02 22.496 23.085 +0.589 100.81%

02 ∼ 03 22.237 23.055 +0.818 100.68%

03 ∼ 04 22.025 23.225 +1.2 101.42%

04 ∼ 05 22.009 23.337 +1.328 101.91%

05 ∼ 06 21.973 23.581 +1.608 102.97%

06 ∼ 07 21.894 23.674 +1.78 103.38%

07 ∼ 말단 21.83 24.109 +2.279 105.28% 과전압 발생

그림 4-7 분산형 전원 신규 연계 시 전압변동 비교

위의 그림 4-7과 같이 선로 말단에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을 연계한

이후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천북 D/L의 전반적인 선로전압이 상승할 뿐만 아

니라 선로 말단에서 규정전압 유지범위를 초과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로 인한

과전압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천북 D/L

의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분산형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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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능력을 확대를 위한 최적 Ring 배전계통 구성을 위해 앞서 제안한 그림

4-1의 알고리즘 절차에 따라 단계별 연산을 수행한다.

알고리즘의 ①단계 연산을 통해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확인을 통해, 선로 말단에 과전압이 발생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 ②단계 절차를 수행한다.

알고리즘 ②단계는 분산형 전원 연계에 따른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이

규정전압 유지범위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확인결과 전압값

이 규정전압 유지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가 가능한 것으

로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로 이동 연산을 종료하면 된다.

그러나 ①단계 연산을 통하여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계 가능한 최대

신규 분산형 전원을 선로 말단지점 연계시 선로 말단 지점에서 규정전압 유지

범위를 초과하는 24.109[kV]의 과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값이

규정전압 유지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알고리즘 ②단계 연산을 통하여 다음

단계인 알고리즘 ③단계로 진행한다.

알고리즘 ③단계는 분산형 전원 연계점에서 Ring 배전계통 구성 여부를 확

인하는 단계이다.

Ring 배전계통 구성여부 확인은 앞선 그림 4-4 천북D/L 단선도를 참고하여

수행한다. 단선도 확인결과 현 천북D/L은 천북간 1∼511호까지 가공선로를 통

해 구성되어 있으며, 천북간 327호 이전까지는 Open_Loop 배전계통 방식으로

타 D/L과 비상시 연계가 가능하며, 천북간 327호 이후 구간은 Radial 배전계

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천북간 327호 이전까지 Open_Loop

방식의 배전계통이 구성되어 있으나, 천북간 327호 이후부터 신규 분산형 전

원의 연계 기술검토를 해야하는 선로 말단까지의 경우 Radial 배전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③단계 연산을 통해 알고리즘 ④단계로 진행

하여 준다.

만약 알고리즘 ③단계에서 Ring 배전계통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에 따라 해당 연계 배전선로에서 규정전압 유지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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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그림 4-1의 알고리즘 절차에 따라 Mesh 배전계통 구성을 통한 규정

전압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 단계로 넘어가 연산을 수행하면 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알고리즘의 ④단계는 분산형 전원 연계점에서 Ring 배전계통 재구성을 위

한 구간을 설정하는 단계로서, 구간 설정은 Ring 배전계통을 비교적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개폐기 설치지점 위주로 나누어 설정하되 위의 표 4-1과 같이

구간을 나누어 설정하여 준다.

알고리즘 ④단계 통해 위의 표 4-1와 같이 배전선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설

정하여 준 이후 알고리즘 ⑤단계로 진행하여 준다.

알고리즘 ⑤단계는 위의 표 4-1에서 나누어진 구간별로 Ring 배전계통을

차례대로 재구성하며 구간별 전압변동값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래 그림 4-8과 같이 선로 말단부터 천북간 428호(07구간)

까지 구간을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전계통으로 재구성하여 ETAP을 활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8 선로말단 ~ 천북간428 Ring 배전계통 모델링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아래 표 4-4와 같은 전압변동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dial 배전계통에서 최대 연계 가능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선로 말단에서

24.109[kv]의 과전압이 발생하였는데, 선로 말단부터 천북간 428호(07구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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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Ring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하여 선로 말단의 전압이 23.904[kv]까지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규정전압 유지범위를 초과함으로써 분

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표 4-4 시뮬레이션 전압 Data(07 : 선로 말단 ∼ 천북간 428)

구간
전압값[kV] 전압변동값

[kv]
증감률 비고

신규연계시 Ring(07)

인출 ∼ 01 22.9 22.9 0 100%

01 ∼ 02 23.085 23.105 +0.02 100.9%

02 ∼ 03 23.055 23.085 +0.03 100.81%

03 ∼ 04 23.225 23.268 +0.043 101.61%

04 ∼ 05 23.337 23.384 +0.047 102.11%

05 ∼ 06 23.581 23.635 +0.054 103.21%

06 ∼ 07 23.674 23.733 +0.059 103.64%

07 ∼ 말단 24.109 23.904 -0.205 104.39%
Ring 구성
과전압 발생

다음으로 아래 그림 4-9와 같이 선로 말단부터 천북간 405호(06구간)까지

Ring 배전계통 재구성한 이후 ETAP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시뮬레이션 결괏

값은 다음의 표 4-5와 같다.

그림 4-9 선로말단 ~ 천북간405 Ring 배전계통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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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시뮬레이션 전압 Data(06 : 선로 말단 ∼ 천북간 405)

구간
전압값[kV] 전압변동값

[kv]
증감률 비고

신규연계시 Ring(06)

인출 ∼ 01 22.9 22.9 0 100%

01 ∼ 02 23.085 23.109 +0.024 100.91%

02 ∼ 03 23.055 23.09 +0.035 100.83%

03 ∼ 04 23.225 23.275 +0.05 101.64%

04 ∼ 05 23.337 23.392 +0.055 102.15%

05 ∼ 06 23.581 23.645 +0.064 103.25%

06 ∼ 07 23.674 23.655 -0.019 103.3% Ring 구성

과전압 발생07 ∼ 말단 24.109 23.848 -0.261 104.14%

시뮬레이션 전압 Data 확인 결과 마찬가지로 선로 말단에서 23.848[kV] 과전

압이 발생하여 규정 전압 유지범위를 초과하여 여전히 분산형 전원 연계가 여

전히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선로 말단부터 천북간 354호(05구간)까지 Ring 배전계통 재구성

이후 전압값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그림 4-10과 같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4-10 선로말단 ~ 천북간354 Ring 배전계통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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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10과 같이 모델링 이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전압변동 값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에서 알 수 있듯이 선로 말단에 연

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을 연계하였음에도 선로 말단부터 천북간 354호까

지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한 결과 한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전압 유지범위를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단순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 시뮬레이션 전압 Data(05 : 선로 말단 ∼ 천북간 354)

구간
전압값[kV] 전압변동값

[kv]
증감률 비고

신규연계시 Ring(05)

인출 ∼ 01 22.9 22.9 0 100%

01 ∼ 02 23.085 23.123 +0.038 100.98%

02 ∼ 03 23.055 23.112 +0.057 100.92%

03 ∼ 04 23.225 23.305 +0.08 101.77%

04 ∼ 05 23.337 23.425 +0.088 102.29%

05 ∼ 06 23.581 23.527 -0.054 102.74%

Ring 구성06 ∼ 07 23.674 23.537 -0.137 102.78%

07 ∼ 말단 24.109 23.728 -0.381 103.62%

마지막으로 Radial 배전계통의 끝 지점인 천북간327호(04구간)까지 Ring 배

전계통 재구성을 통해 구간별 전압변동 값을 확인을 위해 아래 그림 4-11과

같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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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선로말단 ~ 천북간327 Ring 배전계통 모델링

위의 그림 4-11과 같이 Ring 배전계통 설정 구간은 선로 말단부터 천북간

327호(04구간)까지 Ring 배전계통 재구성을 한 후 ETAP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다.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 아래 표 4-7과 같이 천북D/L 전반에 걸쳐서 규

정 전압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시뮬레이션 전압 Data(04 : 선로 말단 ∼ 천북간 327)

구간
전압값[kV] 전압변동값

[kv]
증감률 비고

신규연계시 Ring(04)

인출 ∼ 01 22.9 22.9 0 100%

01 ∼ 02 23.085 23.132 +0.047 101.01%

02 ∼ 03 23.055 23.124 +0.069 100.98%

03 ∼ 04 23.225 23.323 +0.098 101.85%

04 ∼ 05 23.337 23.368 +0.031 102.04%

Ring 구성
05 ∼ 06 23.581 23.473 -0.108 102.5%

06 ∼ 07 23.674 23.484 -0.19 102.55%

07 ∼ 말단 24.109 23.678 -0.4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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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알고리즘의 ④, ⑤단계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Radial 배전계통으로 이루

어진 선로를 구견별로 나누어 Ring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한 신규 분산형 전

원 연계에 따른 연계 배전선로의 규정 전압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는 아래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8 ETAP 시뮬레이션 결과

구간별
Radial 배전계통 Ring 배전계통 재구성

미연계 신규연계시 말단∼07 말단∼06 말단∼05 말단∼04
인출∼ 01 22.9 22.9 22.9 22.9 22.9 22.9

01 ∼ 02 22.496 23.085 23.105 23.109 23.123 23.132

02 ∼ 03 22.237 23.055 23.085 23.09 23.112 23.124

03 ∼ 04 22.025 23.225 23.268 23.275 23.305 23.323

04 ∼ 05 22.009 23.337 23.384 23.392 23.425 23.368

05 ∼ 06 21.973 23.581 23.635 23.645 23.527 23.473

06 ∼ 07 21.894 23.674 23.733 23.655 23.537 23.484

07 ∼ 말단 21.83 24.109 23.904 23.848 23.728 23.678

위의 표 4-8의 결괏값을 기준으로 알고리즘 다음 단계인 ⑥단계를 진행하여

준다.

알고리즘의 ⑥단계는 Ring 배전계통 재구성 후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

이 규정 전압유지범위 내 들어오는 구간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표 4-8의

ETAP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로 말단부터 07지점까지, 선로 말단

부터 06지점까지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과전압이 발생함으로 알고리즘 절차에 따라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로 말단부터 05지점까지, 선로 말

단부터 04지점까지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신규 분산형 전원 연

계 시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전압이 규정 전압 유지범위 내에 있음으로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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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⑦단계 절차를 수행하여 준다. ⑦단계는 ⑥단

계를 거쳐 규정 전압 유지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Ring 배전계통 재구성 지점

의 구간별 선로 구성 비용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Ring 배전계통 구성점을 선

정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한 시뮬레이션 Data를 바탕으로 규정 전압 유지범

위 이내에 들어오는 구간에 대하여 Ring 배전계통 재구성에 대한 비용을 비

교·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 4-9와 같이 Ring 배전계통 재구성에 필요한 소요

자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4-9 구간별 Ring 배전계통 재구성에 따른 소요 자재

구간별
지지물 전선

종류 소요량 종류 소요량

말단 ∼ 05 CP 16M ≒ 약 157본 ACSR/AW-OC 160㎟ ≒ 6.512km
말단 ∼ 04 CP 16M ≒ 약 184본 ACSR/AW-OC 160㎟ ≒ 7.710km

확인 결과 04구간(말단 ∼ 천북간 327호)까지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할 때

보다 05구간(말단 ∼ 천북간 354호)까지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 시 지지물이

나 전선 소요량이 더 적게 소요됨으로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하기 위한 선

로 구성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05구간(말

단 ∼ 천북간 354호)까지 Ring 배전계통을 재구성하여 주는 것이 최적의

Ring 배전계통 구성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점임

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안한 그림 4-1의 알고리즘의 절차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

게 될 경우 Radial 배전계통에서 과전압 문제로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한

배전선로에 대하여 Ring 배전계통으로 단순한 재구성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

계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Ring 계통 구성점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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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앞서 현재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배전계통 전압상승 문제가 발생하여 배전계

통과의 연계가 불가능한 충남 보령지역의 실제 배전선로를 모델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규정 전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

전압이 초과하는 경우 배전계통을 구간별로 나누어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

전계통으로 재구성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규정 전압 범위 내에 들어오

는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위의 표 4-8과 같다.

위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배전계통에 연계 가능한 최대 분산형

전원을 선로 말단에 연계한다고 가정했을 시 연계 배전선로 말단에서 규정 전

압 유지범위 값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선로 말단

부터 Ring 배전계통 재구성을 위한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별 Ring 배전계통 재

구성을 통해 배전선로 전반에 걸쳐서 규정 전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선로 말단부터 인근 구간(06, 07구간)으로 Ring 배전계통을 구성할

경우 선로 말단의 전압이 규정 전압 유지범위를 초과하여 신규 분산형 전원 연

계가 불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선로 말단부터 멀리 떨어진 구간(04, 05)

으로 Ring 배전계통의 재구성 시 규정 전압이 초과하지 않고 신규 분산형 전원

이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2구간의 선로 구성 비교를 통해 최적의 Ring

배전계통 구성을 위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시 과전압 발생 문제로 인하여

연계가 불가능한 Radial 배전계통의 경우 앞서 제안한 그림 4-1의 알고리즘 절

차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여 연계 배전선로 전반의 규정 전압이 유지되며 선로

구성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Ring 배전계통 구성점을 찾아 단순한 배전계통

재구성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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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 보고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

한전 부담 및 이용 규정 개정에 따라서 분산형 전원 사업자들의 접속공사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신재생 연계신청이 급증하여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 확대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 배전계통 사례 분석 및 구성 현황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배전계통 구성별 장·단점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국내

배전계통은 기술 부족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Radial 구조를 채택하여 운영하

여 왔으나, 분산형 전원 등의 증가로 인해 배전선로 용량 부족이 발생하여 분

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함에 따라 배전망 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배전계통 구성별 사례분석 및 구성 현황 연구를 통해 Radial 배전

계통이 아닌 Ring 배전계통을 활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한 국내 실

제 Radial 배전계통에 대하여 Ring 배전계통 변경을 통해 분산형 전원 연계 능력

확대 방안을 ET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용해 보았다.

실제 연구 대상 배전계통은 현재 신규 분산형 전원 연계 신청 기술검토 결

과 배전선로에 과전압이 발생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가 불가능한 충남 보령지

역의 한 D/L을 선정하였고,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필요 데이터를 확보하여

ETAP을 통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TAP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Radial 배전계통을 Ring 배전계통으로

단순 변경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연계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

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대적 배전선로 확충 및 계통

신뢰도 확보의 문제를 일부분 해결하는 데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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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분산형 전원 연계 신청 급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지

역의 배전계통 사례에 관한 연구로서 전체 배전계통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곤

란하며, 유사 문제가 발생한 배전계통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

료로 활용은 가능하다. 또한 배전계통 변경에 따른 비용 및 효과가 반영된 연

구와 전압 보상 장치 등을 사용한 비용 및 효과가 반영된 연구가 추가로 필요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한 배전계통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역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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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ansion of

distributed Generator Connection

capability through reconfiguration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Park Chan Jung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expansion method of distributed generation

interconnection capability was proposed as the distributed generation

connected to the distribution system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government’s energy conversion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The status of distributed generation connection with the domestic

distribution system was investigated, analysis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of distribution system was conducted.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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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Radial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opreated is changed

to Ring distribution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distributed generation

connection capability could be expanded.

An actual distribution line in Boryeong, Chungnam, which could not be

connected to the distribution system due to the voltage rise of the

distribution system was selected to simulate. On the basis of this data, line

modeling and simulating was conducted by using ETAP program to find

the expansion method of distributed power connection capability by

reconfiguring the distribution system. The simulation was conducted by

reconfiguring the distribution system from Radial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unable to interconnect with distributed generation due to the

voltage rise, to Ring distribution system. As a result, simply

reconfiguration of distribution system could expand the distributed

generation connection capability. Compare with Mesh distribution system,

Ring distribution system is more economical in the configuration of power

system.

If the results are applied to the site, it was confirmed that distributed

generation connection capability could be expanded by solving the problem

of voltage rise through the reconfiguration of distribution system.

Furthermore, the system reliability could be increased and reduced

construction of additional distribution line by using Ring distribution

system

keywords : Distributed power supply, Distribution System, Network

Architecture, Renewable Energy, Linkage

Student Number : 2018-2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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