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과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ESS UPS 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ESS와 UPS를 하나로 통

합함으로써 전력변환 시스템(PCS)의 가격을 줄이고 배터리

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on line UPS와는

달리 두 종류의 중요부하를 구성할 수 있어 PCS의 용량대

비 비상발전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 UPS 시스템의 운영 전략 및

급속 모드전환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5kW급 축소 시작품을

통한 실험 결과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1. 서 론

여름·겨울철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는 대규모 정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UPS는 고품질, 무정전

의 전원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기기와 네트웍 장비를 위

해 이미 대부분의 산업 현장이나 의료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ESS기능과 UPS기능을 모두 갖는 하이브리

드 ESS UPS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on line UPS의 구조에 고속 계통차단 스위치

와 급속 모드전환 알고리즘이 추가된 구조이기 때문에

총 제작 가격의 5% 상승만으로 수요관리와 비상발전기

능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은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 UPS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계통이 정상일 때 수요관

리를 수행하며, 정전이 발생하면 VFD(Voltage and

Frequency Dependent)부하 및 VFI(Voltage and

Frequency Independent)부하에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여

기서 VFI부하는 on line UPS의 부하를 의미하고 VFD

부하는 off line UPS의 부하를 의미한다[1]. 본 논문에서

는 정전검출구간 및 모드전환 시 VFD부하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상태를 최소화하고 VFI부하에 안정적인 전원

을 공급하기 위해 ac dc컨버터와 dc dc컨버터를 위한

급속 모드전환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제안한 알고리즘은

5kW급 축소 시작품을 통한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2.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UPS의 운영전략

그림 2는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 UPS 시스템의 동작모

드를 전력흐름에 따라 세분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수요관리

모드는 배터리의 충·방전량에 따라 Mode D1∼Mode D4로 나

뉠 수 있으며, 비상발전 모드는 Mode E1, Mode E2로 나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on line UPS의 구조와 동

일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Mode

D1으로 운영되며, 배터리 방전 일정에 따라 하루에 한번 수요

관리를 위해 Mode D2∼Mode D4로 운영된다.

그림 3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운영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여

기서 전력 수요 패턴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이 수행하는

수요예측에 의해 얻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충·방전 일정이 계

획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력 사용량이 적고 전기요금이 저

렴한 야간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Mode D1으로 운영되며, 전

력 사용량이 많고 전기요금이 비싼 주간에는 Mode D2∼Mode

D4로 동작하여 수요관리를 수행한다.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

중 절반은 수요관리에 이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비상시 VFI부

하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예비전력으로 항상 남겨

놓는다. 배터리 SOC가 0.5이상인 상황에서 정전이 발생할 경

우, 제안하는 시스템은 Mode E1으로 모드를 전환하여 VFD부

하와 VFI부하에 모두 비상전원을 공급하지만, 배터리에 최소예

비전력만 남아있을 때 정전이 발생할 경우 Mode E2로 모드를

수요관리와 비상발전기능을 갖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ESS-UPS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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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Hybrid ESS UPS의 동작모드그림 1. 제안하는 Hybrid ESS UPS 구성도



전환하여 VFI부하에만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 UPS의 모드별 제어타

겟을 나타낸다. 계통이 정상일 경우 ac dc컨버터는 dc링크 전

압을 제어하며 dc dc컨버터는 EMS로부터 배터리 전류 지령치

를 지령 받아 배터리 전류를 제어한다. 정전이 발생하면 제안

하는 시스템은 비상발전모드로 모드를 전환하며, ac dc컨버터

는 VFD부하의 전압을 제어하고, dc dc컨버터는 dc링크 전압

을 제어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드전환 시 VFD부하의 과도를

최소한으로 줄여 끊김없는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ac dc컨버터와 dc dc컨버터에 무순단 절체 급속 모드전환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다[2][3].

3. 실험 결과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 UPS의 6가지 모드와 정전으로

인한 급속 모드전환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5kW

급 축소시작품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a)는 수

요관리모드 간 모드전환을 보여주는 실험파형이며, 그림 5(b),

(c), (d)는 4가지 수요관리모드의 확대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6

은 정전이 발생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이 Mode D1에서 Mode

E1으로 모드가 전환되는 실험파형을 보여준다. 이때 ac dc컨버

터는 제어타겟을 바꾸어 VFD부하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

하며 dc dc컨버터는 dc링크 전압을 제어한다. 그림 6의 결과를

통해 ac dc컨버터와 dc dc컨버터에서 각각 끊김없는 모드전환

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국제통신공업에

서 제작한 250kW급 하이브리드 ESS의 시제품 제작 사진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요관리와 비상발전기능을 모두 갖는 하이

브리드 ESS UPS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VFI부하뿐만 아니라 VFD부하에도 비상전원을 공급함으로써

PCS용량 대비 비상발전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급속 모

드전환 알고리즘을 통해 모드전환 간 발생할 수 있는 과도상태

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듀얼코어

DSP TMS320F28377D를 이용하여 통합제어 되었고, 5kW급

축소시작품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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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배터리 충전 중 모드전환 실험파형 (Mode D1→Mode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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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그림 5. 배터리 충·방전 모드전환 실험파형 (a) Mode D1 → Mode D4

모드전환 실험파형, (b) Mode D1 확대파형, (b) Mode D2 확대파형,

(c) Mode D3 확대파형, (d) Mode D4 확대파형

그림 3. 제안하는 하이드리드 ESS UPS의 운영 시나리오

그림 7. 250kW급 하이브리드 ESS 시제품 제작사진(국제통신공업)

(a) (b)

그림 4.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SS UPS의 모드별 제어타겟 (a)

수요관리모드 (b) 비상발전모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