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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operation mode development for the grid-tied PMSG(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a battery energy storage. The development of operation 

modes was carried out through simulations with PSCAD/EMTDC software and experiments with a 10kW hardware 

prototype. The detailed simulation models for PMSG wind power system and battery energy storage were developed 

using user-defined models programed with C-code. A 10kW hardware simulator was built and tested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load and the utility power.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confirm that the grid-tied PMSG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battery energy storage can supply highly reliable power to the local load in various 

operation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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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람이 갖고 있는 에 지를 기에 지로 바꾸는 풍력발

은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발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있

어  세계 으로 많은 수가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바람은 

풍력터빈이 설치되는 치의 기상상태와 지형에 따라 매 순

간 불규칙하게 변동하므로 터빈과 발 기를 통해 생산되는 

력은 시간에 따라 계속 으로 변동하게 된다.[1]

력망과 연계된 풍력발 은 연계 에서 테 난 등가임피

던스가 작아 력망이 강인한 경우에는 풍속에 따른 출력 

불균등이 존재하더라도 력망에 문제 을 야기하지 않는

다. 반면에 테 난 등가임피던스가 커서 력망이 약한 경

우에는 풍속에 따른 출력의 불균등이 력망에 불안정을 야

기한다.[2]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배터리 에 지 장을

이용하여 풍력발 의 풍속에 따른 출력 불균등을 완화하는 

연구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통상 PMSG를 사용한 풍력발 의 경우 연계용 력변환기

의 직류링크단에 DC-DC 컨버터와 배터리를 결합하는 방식

이 일반 이다[3]-[5].

본 연구에서는 단일 PMSG 풍력발 시스템이 교류 력

망과 공동으로 로컬부하에 력을 공 하고 배터리가

DC-DC 컨버터를 통해 연계용 력변환기의 직류링크단에 

결합된 것으로 가정하 다. 이러한 구조는 농어 이나 산간

지방에 용이 가능한 소규모의 풍력발 시스템의 형태로 

향후 많은 수요가 측된다.

그동안 이러한 구조의 풍력발 시스템에 해 수행된 

부분의 연구는 력망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형 풍력발 의 

장시간 는 단시간 출력변동을 배터리를 이용하여 안정화

하는 것이었다. 한 력망과 연계된 풍력발 의 경우도 

력망에 고장이 발생하면 풍력발 을 분리하거나 는 

Ride-through하는 방식에 집 하 다.[6]-[8]

본 연구에서는 력망의 연계상태와 계없이 로컬부하에

고품질 력을 공 하기 해 배터리를 결합한 풍력발 시스

템의 운 모드를 체 시스템의 효율 인 에 지 리를 고

려하여 개발하 다. 개발한 운 모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한 10  

kW  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2. 시스템 구성과 동작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풍력발 시스템의 제어기를 

포함한 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체 시스템은 PMSG 

풍력발 기, 발 기 컨버터, 력망 컨버터, 양방향 DC-DC

컨버터, 배터리, 로컬부하, 력망으로 구성 되어있다.

발 기 컨버터는 주어진 풍속에서 발 기의 출력이 최

가 되는 을 연속 으로 추종하도록 제어가 수행되고 력

망 컨버터는 직류링크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잉여 력

을 배터리에 충 하고나 는 력망에 공 하는 기능을 한

다. 배터리용 DC-DC 컨버터는 양방향성으로 풍력발 기의 

생산량과 부하의 소모량을 비교하여 그 차를 충  는 방

하는 기능을 갖으며 력망 컨버터와 조하여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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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system

력망이 사고로 분리된 경우, 력망 컨버터는 로컬부하

에 일정한 교류 압을 공 하도록 제어되고, 직류링크 압을 

배터리용 DC-DC 컨버터가 제어한다. 한 연계운  시 

류제어모드로 동작하던 력망 컨버터는 압제어모드로 동

작 한다.

2.2 력 리

그림 2는 체시스템의 력 리를 설명하기 한 개념도

를 나타낸 것이다. 먼  력망과 연계된 상황을 가정하면, 

풍력발 에서 생산된 력량은 부하의 소모량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양이면 잉여 력을 배터리에 장하고 배터리의 

압이 최 허용치에 도달하면 충 을 지한 후 잉여 력

을 력으로 송출한다. 만일 풍력발 에서 생산된 력량이 

부하의 모량에 비해 으면 부족분의 력은 배터리에서 흡

수하고, 만일 배터리의 압이 최 허용치에 도달하면 부족

분을 력으로부터 흡수한다.

  = 풍력발전전력,  = 에너지저장전력

  = 부하소모전력,   = 전력망출입전력

그림 2 력 리 개념도

Fig. 2 Concept of energy management

한편 력망이 사고로 분리된 경우, 풍력발 에서 생산된 

력량은 부하의 소모량과 비교하여 양이면 잉여 력을 배

터리에 장하고 배터리의 압이 최 허용치에 달하면 충

을 지하고 풍력발 기의 피치각제어로 출력을 감하여 

해결한다. 만일 풍력발 에서 생산된 력량이 부하의 소모

량과 비교하여 음이면 부족분을 배터리 장에서 충당하고 

배터리 압이 최 허용치에 도달하면 부하 체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3. 력변환기 제어

3.1 력 리

그림 3은 풍력터빈의 출력계수 와 주속비 의 계를

주어진 터빈의 피치각 𝞅에 해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터빈의 피치각에 따른 각 곡선에는 극치 이 존재하는데 이 

극치 에서 풍력터빈의 최 출력이 얻어진다. 결론 으로 

피치각이 정해져 있을 때 풍속에 따라 블 이드의 출력계수 

가 최 가 되는 주속비를 연속 으로 유지하면 풍력터빈의  

기계  출력은 최 가 된다.[9] 

그림 3 풍력터빈의 출력특성

Fig. 3 Wind-turbine power coefficient characteristics of a 

wind turbine

주속비 는 블 이드가 회 할 때 그리는 원호의 선 

방향의 속도와 풍속과의 비를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블 이드 반경이고, 는 블 이드

의 회 각속도이다.

만일 주어진 풍속 에서 출력계수 가 최 가 되

는 의 주속비 가 정해지면 이때 블 이드의 각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2)

이 게 정해진 블 이드의 회 각속도를 기 치로 설정하

여 엔코더를 통해 측정된 실제 블 이드의 회 각속도와 비

교하고 그 오차를 PI제어기를 통해 d축 류의 지령치를 생

성한다.

이 지령치는 단자에서 측정한 3상 류를 dq 회 변환을 

거쳐 얻어진 d축 류와 비교하여 류제어기에서 인버터의 

d축 기 압을 생성한다. 한편 발 기의 출력무효 력을 

결정하는 무효 류의 기 치도 q축 류와 비교하여 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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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에서 q축 기 압을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dq 기

압은 역변환을 거쳐 PWM 인버터의 3상 압을 발생하는 

게이트신호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4는 이상에서 설

명한 류제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어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발 기 컨버터 제어기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machine side converter controller

3.2 력망 컨버터

그림 5(a)는 연계운  시 력망 컨버터의 제어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어기는 컨버터의 DC링크 압을 일정하

게 유지함으로써 발 기의 출력 력이 력망으로 안정 으

로 달될 수 있도록 한다. DC링크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 것은 유효 류인 d축 류의 기 치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때 제어에 속응성을 제공하기 해 발 기 컨버터에서 측

정한 d축 류를 피드포워드(feed forward)한 후 d축 기

류를 설정한다.

이 게 설정된 기 류는 력망 모선에서 측정한 3상

류를 dq 회 변환을 거쳐 얻어진 d축 류와 비교하여 

류제어기에서 인버터의 d축 기 압을 생성한다. 한편 

력망의 무효 력을 제어하기 한 무효 류의 기 치도 

q축 류와 비교하여 류제어기에서 q축 기 압을 생성

한다. 이 게 생성된 dq 기 압은 역변환을 거쳐 PWM 

인버터의 3상 압을 발생하는 게이트신호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만일 력망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연계된 

력망을 풍력발 시스템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부하에 력을 

공 하도록 운 한다. 이때에는 력망 컨버터가 더 이상 

DC링크 압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배터리에 결합된 DC-DC 

컨버터가 이를 담당하고 력망 컨버터는 압제어모드로 

동작하여 부하에 걸리는 교류 압을 일정하게 제어한다. 즉 

배터리용 DC-DC 컨버터는 DC링크 압제어와 체시스템

의 력 리를 한 배터리의 충·방  제어를 동시에 장

한다. 그림 5(b)는 단독운  발생 시 력망 컨버터의 제어

블록을 나타낸 것이다.

(a) 연계운  경우

(b) 단독운  경우

그림 5 력망 컨버터 제어기 구성

Fig. 5 Configuration of grid side converter controller

3.3 력망 컨버터

그림 6은 납축 지의 출력특성을 해석하기 해 본 연구

에 사용한 비선형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10]. 이 모델은 배

터리의 충방  특성곡선을 기반으로 도출한 것으로 내부 임

피던스를 포함하며, 류의 분치를 사용하여, 연산을 통해 

배터리의 출력 압을 생성한다. 배터리의 개방 압은 방

정식(3)처럼 배터리의 실제 SOC를 기반으로 한 비선형 방

정식으로 표 되며 모델의 라미터들은 주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방정식에서 

라미터 A와 B는 특성곡선에서 계식(4), (5)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분극 압 K와 압상수 는 방정식 (6), (7)에 

의해 구해진다. 이 모델은 배터리의 충방  특성을 해석하는 

일반 인 근방식으로 다른 타입의 배터리특성을 분석하는

데도 용 가능하며, 그 정 도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특

성커 의 측정값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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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선형 배터리 모델 

Fig. 6 Non-line batte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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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배터리 개방 압

  = 배터리 기 압

Exp = 지수특성 배터리 압

Nom = 정상특성 배터리 압

Full = 최  배터리 압

  = 분극 압

  = 배터리 용량

Exp = 지수특성 배터리 용량

Nom = 정상특성 배터리 용량

  = 내부 항

배터리용 DC-DC 컨버터는 연계운  시에는 류제어를 

통해 충·방  력의 크기를 조 하고 단독운  시에는 DC

링크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류리 이 배터리의 수명에 

향을 주므로 이를 감하기 해 반 리지 3개로 구성된 

3상 Pulse-Interleaved 컨버터를 사용한다. 이때 각 반 리

지에 공 되는 펄스는 서로   상차를 가지고 인터리빙

으로 동작하여 유효 스 칭주 수는 3배로 증가하며 배터리

에 흐르는 류의 리 은 감소한다.

그림 7은 DC-DC 컨버터의 제어기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연계운  시에는 배터리가 공  는 흡수해야 할 력의 

기 치를 설정하여 이 값을 DC 링크 압으로 나 어 류

의 기 치를 생성한다. 이 값의 1/3을 각 반 리지 컨버터의 

출력 류와 비교한 후 PI제어기를 거쳐 배터리의 기 압

을 생성하고, 이 값을 DC 링크 압으로 나 어 단  값을 

만든 후 삼각 와 비교하여 스 치로 인가되는 게이트 신호

를 생성한다.

그림 7 DC-DC 컨버터 제어기

Fig. 7 DC-DC converter controller

4. 운 모드 분석

그림 9(a)는 풍력발 , 배터리, 부하, 력망이 연계되어 

동작할 때 력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력흐름의 방향

은 풍속의 세기에 따라 발 되는 력량에 의해 설정된다.

만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풍력발 에서 생산되는 력이 

부하에서 소모하는 력보다 클 경우 풍력발 의 출력이 부

하에 공 되고 잉여 력은 배터리에 장된다.  이때 배터

리가 완 히 충 되어 최 허용 압에 도달하면 충 을 멈

추고 잉여 력은 력망으로 공 된다.

만일 바람이 약하게 불어 부하에서 소모하는 력이 풍력

발 에서 생산되는 력보다 클 경우, 배터리의 에 지가 방

하기에 충분한 양이 장되어 있다면 부족한 력을 배터

리에서 충당하여 부하에는 안정 으로 력을 공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배터리가 완 히 방

되어 더 이상 력을 공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에는 부족한 력은 력망에서 공 된다. 부하에서 필요한 

력을 공 하면서 배터리의 장기능을 회복하기 해서는 

DC-DC 컨버터가 충  모드로 환되고 력망에서 력을 

수  받아 배터리에 일정량의 력을 장한다.

만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부하에서 필요한 력

을 먼  배터리가 모두 감당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

고 일정시간이 지나 배터리가 완 히 방 된 것을 감지하면 

DC-DC 컨버터는 방 동작을 멈추고, 력망에서 력을 수

 받아 부하에 공 한다.

만일 바람도 불지 않고 배터리의 에 지도 고갈된 상태이

면 력망에서 력을 공  받아 배터리를 충 하고 동시에 

부하에 력을 공 한다.

그림 9(b)는 단독운  시 력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단독운  시 동작모드는 연계운  시와 크게 다르지만 에

지 리 측면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다만 력망과

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하 을 때 력망과의 력이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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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계운 과 단독운  동작모드 순서도

Fig. 8 Flow chart of Grid-tied mode and Islanded mode operation

(a) 연계운

(b) 단독운

그림 9 운 모드

Fig. 9 Operation mode

먼  바람이 강하여 부하에 력을 공 하고도 잉여 력

이 발생하는 경우 남는 력은 배터리에 장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계속해서 잉여 력을 배터리에 장하면 

장용량의 한계에 도달한다. 이럴 경우 풍력터빈의 

pitch-angle을 조 하여 풍력발 의 출력을 낮추어 잉여 력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바람이 약하여 부하에서 소모되는 력이 풍력발

의 출력 력보다 클 경우 그 부족분의 력은 배터리에서 

공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부하에서 

소모하는 력은 모두 배터리가 공 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배터리에 장된 에 지도 고

갈이 되는데 이 경우 요하지 않은 부하를 체 하거나 아

니면 체 시스템을 정지시킨다.

그림 8은 력망연계와 단독운  모두를 포함한 에 지

리 운용기법에 한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  력망

이 연계된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 운 모드가 설정되고 각

각의 경우 풍속의 세기에 따라 력의 흐름과 에 지 장의

활용이 결정된다. 여기에 보인 순서도는 궁극 으로 배터

리를 에 지 장으로 사용하는 력망 연계 풍력발 시스템

의 에 지 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 제어기에 

해당한다. 각 력변환기의 제어기는 하 제어기로 에 지

리 상 제어기에서 설정된 력량을 기 으로 제어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5. 시뮬 이션 분석

체시스템의 동작과 특성을 분석하고 장에서 설명한 

운 모드를 확인하기 하여 PSCAD/EMTDC 소 트웨어

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의 시나리오는 표 1에 보인 것처럼 20  동안 

최  11.5m/s, 최소 5m/s의 가변 풍속을 주어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풍력발 기의 기계 인 특성에 련된 라미터는 표 2에 

기술되어 있다. 풍속의 변화에 따라 발 기의 출력이 변하

고 정격풍속으로 설정한 11.5m/s에서 발 기의 출력은 정격

출력인 10kW가 된다. 풍력발 기인 PMSG는 동기발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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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 고 계자에 직류를 공 하는 형태로 모의 하

다. 발 기 컨버터, 력망 컨버터, 배터리 컨버터는 

PSCAD/EMTDC가 제공하는 내장모듈을 사용하 고 이들 컨

버터의 제어기와 배터리는 C-code로 만든 사용자정의 모듈을 

사용하 다. 한편 로컬부하는 7kW의 항부하를 사용하 다.

Time[sec] Wind[m/s]

0-5 5.0-11.5

5-10 11.5

10-12 11.5-15.0

12-14 15.0-5.0

14-16 5.0

16-17 5.0-8.0

17-20 8.0

표   1  시뮬 이션 풍속 시나리오

Table 1 Scenario of the simulation wind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Rated power 10[kW]
Rated wind 

speed
11.5[m/s]

Blade radius 34[m] Rated speed 1800

Air density 1.225[ ] Number of pole 4

Optimal TSR 8.54 DC-link voltage 700[V]

Cp,max 0.468
Switching 

frequency
10[kHz]

표   2 PMSG 풍력발  시스템 라미터

Table 2 The parameters of PMSG windpower system

그림 10은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처음 0-5  사이에는 풍속이5.0-11.5m/s

로 증가하면 풍력발 기의 출력은 서서히 증가하나 부하의 

소모량보다 어 약 4 까지는 부족한 력을 배터리에서 충

당한다. 그러나 4  이후에는 풍력발 기의 출력이 부하의 소

모량보다 커서 5 까지 풍력발 기가 배터리를 충 한다.

5-10  사이에는 풍속이 11.5m/s으로 유지되어 배터리는 

계속 으로 충 된다. 10-12  사이에는 풍속이 15m/s으로 

증가하나 최 풍속을 11.5m/s로 설정하여 풍력발 기의 출

력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12 가 약간 지난 다음 배터리

가 완충되어 잉여 력은 연계된 력망으로 송된다. 

12-14  사이에서는 풍속이 5m/s로 감소하면서 약 12.5  

근방에서 풍력발 기의 출력이 부하가 소모하는 력량보다 

어 배터리는 다시 방 을 시작하고 력망으로 공 되는 

력은 16 까지 을 유지한다.

16-17  사이에서는 풍속이 5-8m/s로 변동하면서 풍력발

기의 출력은 증가하나 풍속이 정격에 미치지 못하여 부하

의 소모량보다 어 배터리에서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하나 

배터리 압이 최  한계치에 도달하여 력망으로부터 

력을 공 받는다.

17-20  사이에서는 풍속은 8m/s로 유지되나 풍력발 기

의 출력이 부하의 소모량보다 어 배터리 충 은 불가능하

고 부족분은 력망에서 공 받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풍력발 기, 배터리, 부하, 력망 4자간의 력수 이 

합리 으로 이루어져 부하에는 항상 일정한 력이 안정

으로 공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s

6. 하드웨어 시뮬 이터

그림 11은 풍력발 의 동작모드를 실험 으로 검증하기 

해 제작한 하드웨어 시뮬 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체시스템

의 구성은 MG(Motor-Generator) 세트와 에 지 장장치 역

할을 하는 배터리, 로컬부하로는 항부하를 사용하 다. 그

리고 10kW 용량의 력변환기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로토 타입 하드웨어 구성

Fig. 11 Configuration of prototype hardware

력변환기는 발 기 컨버터, 력망 컨버터, 그리고 배터리

용 DC-DC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DSP보드를 사용하

여 이 두 보드는 CAN통신에 의해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다.

발 기 컨버터와 력망 컨버터는 BTB(back-to-back)구조

로 이들을 제어하는 DSP에서 메인 컨트롤을 담담하며 배터리 

DC-DC 컨버터 측에 있는 DSP에 충방  지령을 내려 체시

스템의 에 지 이동을 리한다. 한 배터리 DC-DC 컨버터

에 있는 DSP에서는 배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메인 

DSP로 송하여 체 시스템의 상황을 모니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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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장장치로 쓰인 배터리는 납축 지로 12V18Ah 

를 28개 직결하여 336[V]를 만들었고, 280~360[V]범 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DC-DC 컨버터를 설계하 다. 로컬부하

는 항부하를 사용하여 6.2kW를 소모하도록 구성하 다. 

부하는 스 치의 on/off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출력의 크

기를 조 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편의상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풍속에 따라 

실제 풍력터빈이 발생 가능한 토르크를 미리 산출하여 이를 

MG 세트 유도 동기의 구동장치에 제어신호로 보내어 결합

된 구자석발 기가 이에 상응하는 출력을 발생하도록 하

다. 따라서 풍속이 강할 때와 약할 때 풍력터빈이 발생하는 

토르크와 발 기에서 생산되는 출력을 가변 으로 설정하여 

4장에서 정의한 운 모드를 기반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먼  연계모드의 경우 풍속의 상태에 따라 강풍, 약풍, 무

풍에 해 실험을 실시하 다. 이 경우 력망 컨버터는 직

류링크 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풍력발  컨버터와 배

터리 컨버터는 류제어 기능을 한다. 그림 12(a)는 바람이 

강하여 풍력기의 출력이 부하의 소모량을 과하여 잉여

력으로 배터리를 충 하는 동작을 확인한 것이다. 이때 

력망에 약간의 류가 흐르는 것은 풍력발 에서 공 되는 

류가 배터리 측 임피던스와 력망 측 임피던스의 크기로 

반비례하여 공 되는데 력망의 임피던스가 이 아니므로 

약간의 류가 흐른다. 12(b)는 잉여 력이 배터리를 완 히 

충 하여 배터리 압이 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잉여 력을 

력망에 송하는 동작을 확인한 것이다. 상태천이 시 큰 

과도 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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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풍력에서 력망 공

그림 12 연계운 (강풍)

Fig. 12 Grid-tied mode (Strong Wind)

그림 13(a)는 바람이 약해서 발 량이 부하에서 소모되는 

력량보다 작을 경우 배터리에서 부족한 력을 충당하는 

동작을 실험 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림 13(b)는 배터리가 

력을 공 하다가 최  한계 압에 도달하여 방 동작을 

멈추고 부족한 력을 력망에서 충당하는 동작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13(c)는 력망으로부터 력을 공 받아 배터

리를 충 하는 동작을 보인 것으로 이때는 풍력발 기, 배터

리, 부하, 력망이 모두 결합된 상태로 동작한다. 충 동작

을 하다가도 배터리 압이 최  한계치에 도달하면 충 동

작은 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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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터리에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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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력망에서 충

그림 13 연계운 (약풍)

Fig. 13 Grid-tied mode (Weak Wind)

그림 14(a)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에서 부하

력을 모두 담당하여 배터리의 압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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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작을 확인 한 것이다. 한 바람이 없고, 배터리의 방

동작  장된 에 지가 모두 고갈되었을 경우 그림 

14(b)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력망에서 에 지를 수 하여 

부하와 배터리에 력을 공 한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력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바람의 세기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 그리고 배터리의 장된 에 지가 모두 고갈되었을 때 

까지도 모두 부하에 안정한 력이 일정하게 공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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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통에서 공   배터리 충

그림 14 연계운 (무풍)

Fig. 14 Grid-tied mode (No Wind)

다음으로 력망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Islanding Detection 

알고리즘에 의해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력망과 시스템을 

분리한 후의 동작을 확인하 다. 이때는 시스템동작이 단독

운  모드로 환되어 DC링크 일정 압을 제어하고 있던 

력망 인버터는 더 이상 DC링크 일정 압 제어를 한 

류 제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배터리 DC-DC 컨버터에서 

이를 수행한다. 한 력망 컨버터는 류제어모드에서 

압제어모드로 자동으로 환되어 부하에 안정 으로 력이 

공  될 수 있도록 AC 압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15(a)는 풍속이 강하여 풍력발 기에서 생산된 력

이 일부는 부하에 공 되고 일부는 배터리 충 에 사용되는 

동작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15(b)는 풍속이 낮은 상황에서 

풍력발 기와 배터리가 부하에 력을 공 하는 동작을 확

인한 것이다. 이상의 2가지 경우 모두 력망과 시스템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DC링크 압은 700V를 일정하게 유지하

고 있고 부하에도 력이 안정하게 공 되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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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터리 + 부하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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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풍력 + 배터리 (약풍)

그림 15 단독운  (강풍/약풍)

Fig. 15 Islanded mode (Strong/Weak Wind)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상하는 에 지 장장치를 연계하

여 불규칙한 풍력 발 의 변동에서도 부하에는 일정한 력

이 안정 으로 공  될 수 있도록 하는 풍력 발 시스템의 

운용모드를 제안하 다.

배터리 장을 갖은 풍력발 의 다양한 운용모드를 검증하

기 해 PSCAD/EMTDC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시뮬 이

션 모델을 개발하 다. 이러한 시뮬 이션 결과를 토 로 

하드웨어 시뮬 이터를 제작하 다.

한 시스템과 력망과의 연계유무, 풍력 발 의 출력, 

그리고 배터리의 충  상태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 운  모

드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제안한 시뮬 이션 모델에 의한 

분석과 하드웨어 시뮬 이터에 한 실험을 통해 결과를 검

증하고 분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뮬 이션 모델과 하드웨어 시뮬

이터는 풍력 발 의 력망 연계운  뿐만 아니라 력망이 

사고가 발생하여 단독운  상황이 발생 하 을 때에도 그 

동작 모드를 설정하여 각각의 동작모드별 상황에 맞는 제어

가 수행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어가 환 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다양한 운  모드를 개발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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