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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철�

한국전력 영업처 차장

1   개 황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 전원의 비중을 2029년 11.7%로 확충하겠다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과 원자력발전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신재생에너지원 증

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1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2016년까지 RPS의 할당량을 태양광발전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크게 각

광을 받고 있고, 발전소 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자사 발전기 기존계

통 연계에 대한 요청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4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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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통하여 신재생

발전기를 154kV 변전소 22.9kV 모선에 접속 가능하도록 

최대용량을 40MW에서 75MW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초과 변전소에 추

가로 접속하기 위해 변전소 인근에 승압용변압기

(22.9kV→154kV)를 설치하여 상위전압으로 접속하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54kV 변전소가 2Bank인 경우 변

압기 신설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되면 최대 접속용량을 

60MW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집중된 광주·전남지역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현 황

가.�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기준�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154kV 변전소에 22.9kV 전압으로 접속 가능한 발

전기 용량 제한으로 접속용량 상향 요청에 대한 민원

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전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기준은 표 1과 같다.

2) 개선방안 검토

154kV 변전소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재산정하

기 위하여 전국 변전소의 상위 등가 임피던스 중 고장

표�1 �발전소�계통연계기준

구  분 발전용량 비  고

▶154kV 변전소 배전용변압기 1Bank에 접속 가능한 발전기 용량 20MW
▶일반배전선로에 접속된 분산형 전원 포함

▶154kV 변전소에  22.9kV로 접속 가능한 발전기용량 40MW

그림�1 �계통구성(45/60MVA�주변압기)

①154kV 등가 임피던스(Base: 100MVA, 154kV)

- 신수원 （단, 전압변동률 모의시 영덕변전소 상위 임피던스 사용）

％Z1=0.036+j0.783， Z0=0.042+0.789

② 변압기 임피던스(Base: 100MVA）

－대구경북본부 동인변전소

（단, 전압변동률 모의시 영덕변전소 주변압기 임피던스 사용）

％ Z12 : 24.333

％ Z23 : 40.000

％ Z13 : 34.324

③ 전용선로임피던스(Base: 100MVA, 22.9kV）

－영덕 풍력 전용선로

％Z1=10.17+j44.46， Z0=36.1476+j126.729

- 전용선로 임피던스를 약 20％값으로 적용함

④ DG 변압기 임피던스(Base: 100MVA）

％Z : 1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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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압변동률�검토

그림�3 �보호협조�검토

전류 관점에서 최악의 조건인 154kV 신수원변전소에 등가모선을 선정하였다. 또한, 변압기 임피던스는 전국의 

45/60MVA 주변압기 중에서 가장 작은 154kV 동인변전소 변압기 임피던스를 적용하였다.

2Bank 변전소 계통도 변압기(45/60MVA) 전압 변동률

구 분 DFIG* 농형유도 제한치

트립전
(p.u)

0.991 0.983

2%

트립후
(p.u)

0.993 0.996

상시변동률
(%)

0.28 1.25

순시변동률
(%)

1.98 1.29

* 이중여자유도발전기(DFIG : Doubley Fed Induction Generator)

이중여자유도발전기 50MW 접속 시 전압변동률이 제한치 2%에 근접함으로써 45/60MVA 변압기의 경우, 

Bank당 접속 한계용량은 25MW이다.

2Bank(45/60MVA) 변전소 계통도 보호협조 검토

변압기 2차측 차단기 보호계전기가 

오동작하지 않는 최대용량은 

Bank당 27MW임
27MW 27M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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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고조파�영향�검토

그림�4 �차단용량�검토

2Bank(45/60MVA) 변전소 계통도 차단용량 검토

1Bank 60MW를 접속할 경우 최대 

고장전류 18.2kA로 문제점 없음

 2Bank(45/60MVA) 변전소 계통도 고조파 영향 검토

 1Bank 60MW 연계 시에도 고조파 

 규정치 만족

변압기 1Bank(45/60MVA) 한계 접속용량은 전압변동률, 보호협조, 단락용량 및 고조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5MW로 나타났다. 단, 1개 사업자가 22.9kV 전압으로 접속 가능한 한계용량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0MW로 제한했다.

구    분 제5고조파(%) THD(%)

정상운전
태양광 0.562 1.589

DFIG 0.712 2.548

휴전
태양광 0.959 2.638

DFIG 1.809 4.579

규정치 3.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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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종합�검토결과

구  분 기 준 기술 검토 결과 기준 충족

전압

변동률

상시, 순시 

2%이하

풍력(DFIG)

(50MW)

상시 변동률 : 0.28%

순시 변동률 : 1.98%
만족

보호 협조 -
풍력(DFIG)

(54MW)

154kV 모선고장에 따른 보호계전기 오동작 없음

※ 방향성 계전기 교체 불요
만족

단락 용량 25kA
풍력(동기기)

(60MW)

문제점 없음

※ 60MW : 18.2kA
만족

고조파
전압 왜형률

5%미만

풍력(DFIG)

(60MW)

문제점 없음

※ 60MW : 4.6%
만족

나.�신재생에너지�변전소�계통연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확대 차원의 한전 변전소 

및 변압기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신

재생에너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변전소 접속용

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154kV 변전소 접속용량을 최

대 75MW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압기가 2대인 

변전소의 경우 접속용량이 기존 40MW에서 50MW로 

10MW 증가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은 여

전히 접속용량이 부족하였다. 접속용량이 초과된 경우

에는 고객발전소에서 22.9kV 배전선로로 변전소 인근

에 승압용변압기(22.9kV→154kV)를 설치하여, 154kV 

전압으로 접속하였다. 이 경우 건설비용이 과다할 뿐

만 아니라 변전소 인근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

생하였고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154kV

154kV

22.9kV

22.9kV

재산한계점

재산한계점

주변압기

부하공급

부하공급

20MW

40MW

방 안 연계방안
접속
용량

비용
부담

검토 내용

1안
20MW

이하
고객

▶증설변압기로 부하공급 가능

▶Bank당 접속용량기준 만족

▶신재생에너지 변압기 증설비용 

   부담 대비 접속용량 과소

▶건설비  운전유지비 부과, 건물 

   임대료 미부과

2안

20MW

초과

40MW

이하

고객

▶증설변압기로 부하공급 가능

▶Bank당 접속용량기준 불만족

  (고객 부담인 경우 예외)

▶1고객 당 최대접속 용량기준 만족

▶신재생에너지 변압기 휴전작업 시 

   15MW 강제차단 조건

▶건설비  운전유지비 부과, 건물 임대료 미부과

표�3 �연계방안별�접속용량�및�비용부담�검토

154kV

154kV

22.9kV

22.9kV

재산한계점

재산한계점

주변압기

주변압기

부하공급

부하공급

20MW

4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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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검토

1안은 투자비 대비 접속용량이 과소하고 2안은 현 

접속용량기준에 불만족됨으로써 3안(변압기 증설시)

과 4안(변압기 대체시)이 적정하다.

3) 검토 결과

고객부담 변압기 신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최대 접

속용량은 60MW로하며, 변압기·차단기 설치비, 운전 

유지비 및 건물 임대비 등은 고객 부담 조건이다. 또

한, 접속용량 초과 소규모 변압기(30/40MVA)는 고객

이 변압기 용량 대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추가 접속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변압기, 공용·접속차단기 휴전작업 시 발전기 강제

차단 수용조건이며, 이에 따른 제약비용 발생 시 고객

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변압기에 추가 접

속할 수 있는 용량의 여유가 있을 경우 타 발전사의 고

객도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

4) 기대 효과

계통접속 관련 규제완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활

성화된 광주·전남지역의 민원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향후 계획

현행 154kV 변전소 신재생에너지 최대 접속용량은 

변압기가 3Bank 이상인 경우 75MW로 운영하고 있

다. 75MW까지 적용된 변전소는 설비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4Bank 변전소

의 최대 접속용량을 100MW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하

반기에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방 안 연계방안
접속
용량

비용
부담

검토 내용

3안 60MW 고객

▶154kV 접속으로 계통운영 측면에서 유리

▶건설비  운전유지비, 건물 임대료 부과

▶고장 및 휴전 등 발전제약비용 고객 부담

▶변압기, 공용  접속차단기 휴전

  작업 시 발전기 강제차단 조건

▶2Bank 변전소에 한해 적용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3M.Tr 증설 변전소는 제외)

4안
25MW

(10MW추가)
고객

▶ 접속용량 초과 소규모변압기(30/40MVA)의 경우 

고객이 변압기 용량대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추가접속 가능

▶ 고객 접속설비와 한전 변전소 22.9kV 개폐장치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을 연계점으로 함

▶연계점을 재산한계점으로 함

▶접속차단기 휴전작업 시 발전기 

   강제 차단

154kV

154kV

22.9kV

22.9kV

재산한계점

재산한계점

연계점

주변압기

용량대체
변압기

부하공급

부하공급

60MW

10M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