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e output voltage of synchronous generator is regulated

constantly by field current control in excitation system. Most
of ship generator exciter system uses the thyristor phase
controlled rectifier. However this rectifier is difficult to realize
that the speed control system because its control period is
slower than MOSFET and IGBT type converter.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PMG(Permanent Magnet

Generator) type digital excitation system using MOSFET for
ship synchronous generator. The organization of this excitation
system is very simple. When the generator is under the short
circuit accident, the output voltage becomes zero state and
AVR can not operate. Thus generator requires the function
for flowing output current through CB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is evaluated on

a 10kVA experimental prototype circuit in place of real ship
generator.

서 론1.
발전기 시스템에서 전력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스템 관리

및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기의 여자제어장치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거의 모든 선박용. 발전기의 자동

전압 조정장치는 사이리스터를 사용하여 발전기의 출력전압크기

와 위상을 제어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여자전류제어 방식이 대부

분이었다 그 이유는 회로의 구성이 간단하고 사이리스터 자체.
의 내구성이 강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
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회로에 의한 회로 설정이 불확

실하고 낮은 동작 주파수에 의한 제어기의 속응성 문제에 따라

발전기에 다양한 제어 기능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종래의 발전기 여자시스템에 대한 전원 공급장치로는 배터리를

이용한 보조전원 및 직류발전기가 사용되었다 배터리를 이용한.
보조전원은 배터리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이 문제가 되고,
직류발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류장치 및 브러쉬에 의한 전류

스파크 및 마모로 인한 보수 및 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의 여자제어를 위한 자동 전압

조정장치에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 소자인 을 사용하여MOSFET

발전기의 계자에 공급되는 직류전류를 제어하였다 또한 발전기. ,
여자제어장치의 전원 공급장치로는 영구자석형 발전기 를PMG( )
이용하여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해 발전기의 계자권선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자동 전압 조정장치의 전원 공급장치로 와PMG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을 제작하였고 발전기의Power Module ,
출력측에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출력전압을 보상하기 위한

를 제작하였다 이 장치들은CBS(Current Boosting System) .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시스템 전체의 소형화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의 자동 전압 조정장치는 동기발전기의 선간전압을

검출한 후 와 을 이용하여 출력전압을 제어All Pass Filter PLL
하였다 구성된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사의 을 사용하였으며PowerSim PSIM 6.0 ,

하드웨어 구성은 사의 제어용 인 을 사용TI DSP TMS320F2811
하였다 또한 동기발전기의 출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 RS485
통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LabView
제작하였다.

영구자석형 디지털 자동전압 조정장치2.
동기발전기 제어용 전체 시스템 블록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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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구자석형 여자제어 시스템의 전체 블록도.

Fig 1. Overall block diagram of PMG type exciter control system

디지털 을 이용한 선박용 동기발전기 출력전압제어PMG Type AVR
유동환* 박상훈, * 유재성, *** 이상석, *** 김영렬, ** 원충연, *

성균관대학교* 안양대학교, **, 팩테크***
Voltage Control of Synchronous Generator for Ship Using

a PMG Type Digital AVR
Dong-Hwan Yu*, Sang-Hoon Park*, Jae-Sung Yu***, Sang-Suk Lee***, Young-Real Kim**, Chung-Yuen Won*

Sungkyunkwan University*, Anyang University**, PAC TECH***

136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구자석형 여자제어 시스템의1
전체 블록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자동 전압 조정장치. 의

전원은 초기기동 시 의 출력전압을 이용하고 동기발전기가PMG ,
정격속도에 도달하면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이용한다.
즉 초기기동 시 동기발전기의 출력전압은, 잔류자속에 의한

전압만으로 를 턴 온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에 의MOSFET - PMG
해 발생되는 출력전압을 이용하여 계자권선에 여자전류를 흘려

준다. 따라서 초기기동 시에는 자동 전압 조정장치의 전원이,
45[Vdc] 로 확립될 때가지 를 통하여 발생된 출력전압을PMG
사용한다 이 시점부터 자동. 전압 조정장치의 이MOSFET

스위칭하면서 발전기 출력PWM 전압을 제어하게 된다.
동작은동기발전기의출력단이안정적일때 을Current Boost Triac

턴 온 시켜 단락상태를- 유지하다가 출력단의 선로가 고장나거나

부하조건이과부하또는이상조건일시 을턴 오프시켜개Triac - 방

상태로 전환된다 즉 출력단에 이상 조건이 발생하여 동기발전기의. ,
출력전압이급격히낮아지면보상이필요하다 이경우에. 의Current Boost

은 개방상태로 전환되어Triac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설정된 정격

전압까지상승하기위해필요한여자전류를계자권선공급한다.[3][4][5]

자동 전압 조정장치의 제어 알고리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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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동 전압 제어장치의 제어블록도.

Fig 2. Control block diagram of digital AVR system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동기발전기 제어용 자동 전압2
조정장치의 제어블록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어기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압제어와PID ,
전류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의 하단부의 부하 보상제어기는 전압강하에 의해2

동기발전기의 출력전압이 감소하면 정격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하전류와 동기발전기 출력전압을 검출하여,
정격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3.
시뮬레이션3.1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영구자석형 여자제어 방식은 사의PowerSim
소프트웨어와 를 이용한PSIM 6.0 Visual C++ DLL(Dynamic
로 구현하였다Link Library) .

그림 은 동기발전기가 정격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전압 확립을3
나타낸 파형으로 계자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동기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정격전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발전기 전압확립 시뮬레이션 파형.

Fig 3. Voltage settlement simulation waveform of generator

그림 4 발전기 출력전압 출력전류 시뮬레이션 파형. ,

Fig 4. Output current and voltage simulation waveform of generator

그림 5 발전기 계자전류 계자전압 시뮬레이션 파형. ,

Fig 5. Exciter current and voltage simulation waveform of generator

그림 는 동기발전기의 출력전압과 출력전류를 나타낸 파형으로4
상 한 상에 대한 출력을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파형이다a- .
그림 는동기발전기5 계자전류와 계자전압파형이다 계자전압은.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스위치가 턴 온 될 때 전압이 상승하고-
턴 오프 될 때 전압이 하강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파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3.2

AVR
유도전동기 동기발전기

그림 6 실험장치.

Fig 6. Experimenta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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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본논문에서제안한방법을실험하기위한실험6 세트를

나타낸그림이다 동기발전기의실험은소형동기발전기. 를 이용하여

축소모델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축소모델 실험에서는 디젤엔진을.
대신하여 급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였고 동기발전기는11kW ,

급을 사용하였다10kVA .
표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축소용 소형1 동기발전기의 파라미터

이다.

정격전압 400[Vpeak] / 230[Vrms]
정격전류 25[Apeak] / 14.43[Arms]
계자전압 무부하 최대부하37[V] / 160[V]
계자전류 무부하 최대부하1.2[A] / 3.8[A]
정격속도

50[Hz] / 3000[rpm]
60[Hz] / 3600[rpm]

표 동기발전기 파라미터1.

Table 1. Parameters of synchronous generator

정지 기동 정상상태

Soft start 3초

출력전압

계자전류

그림 7. 발전기 전압확립 출력전압 계자전류(200V/div), (1A/div)

Fig 7. Voltage settlement experimental waveform of generator

출력전류

출력전압

그림 8 발전기 출력전류 출력전압. (5A/div), (200V/div)

Fig 8. Output current and voltage experimental waveforms of generator

계자전류

계자전압

그림 9 발전기 계자전류 계자전압. (2A/div), (200V/div)

Fig 9. Experimental waveforms of exciter current and voltage

출력전류

계자전류

출력전압

무부하 30%부하

그림 10 부하 변동 실험 정격부하의. ( 30%)

출력전압 출력전류 계자전류(200V/div), (5A/div), (2A/div)

Fig 10. Experimental waveform of the load change(30% of rated load)

그림 은 발전기의 전압 확립을 나타낸 실험파형으로 동기7
발전기를 정지상태에서 정격속도까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켜

출력한 동기발전기 출력전압과 계자전류 파형이다 발전기의.
기동 시 전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시간을 초로Soft Start 3
설정하여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은 동기발전기가 정격속도로 운전중 일 때의 출력전류와8

전압을 나타낸 실험파형이고 그림 는 계자전류와 계자전압파, 9
형을 측정한 것으로 동기발전기가 자동 전압 조정장치에 의해

제어기가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은 부하변동시의 출력전압과 전류 그리고10 여자전류의

변동을 측정한 파형으로 부하변동 시 출력전압의 응답시간은 약

정도로출력전압이안정적으로제어되는0.5[sec] 것을알수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형 디지털 자동 전압 조정장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자동 전압 조정장치는.
전원용 과 를 일체형으로 하여 소형화가 가능Power Module CBS
하다. 또한 기능을 이용하여 발전기 기동 시 과전압, Soft-Start
발생을 방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형 디지털 자동 전압.
조정장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하여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 논문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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