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54 -

Microgrid 해석을 위한 개별 소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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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배 계통에 분산 원이 격하게 연계됨에 따라 각각의 분
산 원을 어떻게 운 하는 것이 효율 인가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재의 분산 원 운 방식은 압강하 해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배
계통에 별다른 이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마이크로그리드가 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운 상의 략  문제 을 사  검토하
기 하여 개별 분산 원에 모델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 다.
 

1. 서    론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 원과 부하의 집합체로 복수
의 원  열원이 IT 련 기술을 이용하여 일 제어 리되어 기존 
력회사의 상용계통에서 독립하여 운  가능한 온 사이트형 력공  시
스템”으로 정의된다[1,2].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목 은 분산 원 효율 인 활용을 통하여 
력계통의 정 시에도 지역에 력공 이 가능하게 하고 계통연계 운
시에는 력계통의 력공 으로 인한 력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함이다. 특히, 력계통의 정 시에도 력공 이 가능한 단독운
(islanding) 모드를 지원하기 해서는 유효 력의 제어가 가능한 마이
크로터빈, 연료 지, 밧데리 등이 필수 이다. 한 마이크로그리드 운
의 경제  운 을 하여 풍력, 태양  발 과 같은 신재생에 지 한 
구성 가능한 소스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를 안정 으로 운 하기 하여 필요한 
안정도, 경제  , 경제  구성 등을 간단한 형태로 검토하기 하여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개별 소스에 한 모델링을 실시하 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본    론

  2.1 마이크로그리드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마이크로 그리드는 계통에서 기존 발 기와 같이 작동이 가능한 집약
된 에 지 시스템이다. 기존의 개념보다 확장된 마이크로 그리드는 MG 
sources, electric load, thermal load, energy storages, and control을 포
함하며, 그림 1에서는 MG sources로서 Diesel Engine, PV, Micro 
turbine, Wind Power, Fuel Cell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Load와 PCC를 
나타내고 있다. SD는 Separated Device 혹은 Static Switch로서 체계
통과의 고립  연결에 사용된다[2].

  2.2 Wind Power
풍력발 은 크게 Wind turbine, Generator, Power electronic system 
and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이용한 풍력 발
의 주요 block diagram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풍력발전의 주요 block diagram

wind turbine의 기계  출력은 pitch angle controller라 불리는 
performance cofficient Cp(β,λ)를 조 함으로써 제어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발 기는 소형 wind turbine에 주로 사용되는 발 기인 유도발
기를 사용하 으며, 이는 계통에서 무효 력을 가져다가 유효 력을 

생산해 낸다. 본 논문에서 유도발 기는 시정수 Tgen=0.2[s]와 효율 
0.995가 되는 필터로 모델링 될 수 있음을 가정하 다.
wind turbine의 기계  출력은 풍속의 함수로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수식 1과 같다[3].

 


⋅⋅⋅⋅

                  (1)

Matlab/Simulink에 의해 모델링된 풍력발 의 기계  출력과 기  출
력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풍력발전의 기계적 출력과 전기적 출력 특성

  2.3 Micro turbine
마이크로터빈은 크게 단일축방식과 복합축방식의 두 가지 타압이 있다. 
단일축 방식은 압축기와 터빈이 발 기와 같은 축으로 연결되어 회 한
다. 터빈은 100,000rpm이상의 빠른 속도로 회 하기 때문에 발 기에서
는 높은 주 수(kHz)의 력이 발생한다[3]. 
마이크로터빈은 크게 Turbine, Alternator or Conventional machine, 
Generator, Power electronics, Recuperator, Generator, Control and 
Communication system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이용한 
마잌로터빈의 주요 block diagram은 그림 3과 같다.
모델링의 단순화를 하여 발 기는 시정수 Tgen=0.2[s]  효율 
0.995rk 되는 필터로 모델링 될 수 있음을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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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이크로터빈의 주요 block diagram

Matlab/Simulink에 의해 모델링된 마이크로터빈의 기계  출력과 기
 출력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4> 마이크로터빈의 기계적 출력과 전기적 출력 특성

  2.4 연료전지
연료 지는 주로 기존의 자동차 밧데리에 비교되는 기화학 장치이다. 
그러나 산소와 수소를 계속 공 하여 끊임없이 기를 생산할 수 있다
는 에서 차이가 있다. 연료 지는 공해성이며, 소음이 없고 배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효율이 높아 마이크로그리드에 열과 기를 
동시에 공 할 수 있는 소스로써 고려될 수 있다. 연료 지의 주요 
block diagram은 그림 5와 같으며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된 연료 지
의 출력특성은 그림 6과 같다[3].

<그림 5> 연료전지의 주요 block diagram

<그림 6> 연료전지의 전기적 출력 특성

  2.4 태양광 발전
태양  발 은 태양 을 곧바로 기에 지로 변환한다. 일반 으로 태
양  발 을 구성하는 cell의 정격용량은 매우 작으므로(보통 1w내외) 
실제 인 사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셀을 정 압이 발생하도록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태양  발 의 출력 특성은 수식 2와같이 간
략하게 나타내어 질 수 있다.

  ⋅



⋅           (2)

한 태양  발 은 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MPPT제어를 통해 계통
과 연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hockley에 의해 모델링을 기반으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그림 8은 태양  발 의 출력 특성이며, 하루
의 일사량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림 7> Shockley의 태양광 모델

<그림 8> MPPT를 적용한 태양괄 발전의 출력 특성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를 안정 으로 운 하기 하여 필요
한 안정도, 경제  , 경제  구성 등을 간단한 형태로 검토하기 
하여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개별 소스에 한 모델링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마이크로그리드의 시뮬 이션 특성상 보다 구
체 인 모델링은 시뮬 이션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인 
사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해석시 간단한 형태의 시뮬 이션에 있어서 기  자료로 활용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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