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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 Logic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전 제어

Control of Islanded Microgrid Using Fuzzy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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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of Fuzzy PI controller that is used at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charging and discharging process for islanded operation in microgrid. Most of the PI controllers have fixed PI gains, but 

real-time updated gains are applied to PI controller using Fuzzy logic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s of suggested 

Fuzzy PI controller are simulated by PSCAD/EMTDC. As a result, output characteristics of ESS applied real-time 

updated gains to PI controller are faster than those of using fixed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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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구증가와 경제 발달로 인해 에 지소비가 증하

고 이에 따른 에 지자원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량의 격

한 증가로 체에 지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책 의 하나인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수의 분산 원과 부하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력계통에 연계되거나 독립 으로 계통을 구성하여 력을 

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는 계통연계운 모

드와 독립운 모드의 두 가지 운 모드로 각각 운 될 수 

있다. 상 계통과 기 으로 연결된 계통연계형 운 모드

에서 마이크로그리드는 유, 무효 력을 공 하여 력품질

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상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여 

정 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 계통과 기 으로 분리되어 

독립운 모드로 운 하게 된다. 이때, 마이크로그리드는 부

하에서 요구하는 유, 무효 력을 자체 으로 공 하여 마이

크로그리드 계통내의 압과 주 수를 일정한 수 으로 유

지하도록 해야 하고, 상 계통의 고장이 제거된 후에는 상

계통에 재투입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재 리 사용되는 독립마이크로그리드의 출력제어에는 

droop특성을 이용한 출력제어, 분산 원간의 조제어

(Coordinated Control), battery의 SOC(State Of Charge) 제

어 등이 있다. droop특성을 이용한 출력제어방법은 droop특

성에 의해 미리 정해둔 한계 값을 넘지 않게 출력 값을 조

정할 수 있는 장 [2]이 있다. 디젤발 기와 battery를 사용

하는 조제어방법은, 격한 부하 변동 는 계통 분리 시

에 필요한 력을 디젤발 기에 비해 응답특성이 빠른 

battery를 방 하여 계통에 공 하고, 디젤발 기의 출력이 

빠르게 증가되어 계통에 필요한 력을 디젤발 기로 공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battery는 다시 기상태로 두거나 

과되는 력량을 충 하는 상태로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디젤발 기와 battery의 출력량 계산을 통해 

각각의 출력 명령치를 주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SOC 제어는 battery

의 충∙방 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

기 해서는 배터리 충 상태(SOC)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

는 것이 요하다. SOC가 무 낮거나 높은 상태가 계속되

면 SOC를 간 수 으로 유지할 경우에 비해서 배터리의 

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된다. 배터리의 각 상

태를 단하여 최  효율 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배터

리의 충 상태 제어이다.

부분의 제어시스템은 비선형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

어 제어기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신경회로망, 퍼지제어 등의 지능제어 방법들이 연구되

어 왔다, FLC(Fuzzy Logic Controller)는 복잡한 수학  모

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계과정이 비교  간단한 장 이 있

지만, 퍼지 규칙과 소속 함수를 하게 결정하기 해서는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재 력계통분야에서도 력

계통 안정화 장치 제어, 력시스템 동요감쇠 제어시스템, 

SVC(Static Var Compensator) 등에 Fuzzy 제어기의 응용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PI제어기가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강인성이 뛰어나며 제어기의 계수 값이 히 선정되는 경

우 좋은 제어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선형시스템이거나 

시스템의 라미터가 변하는 경우에는 PI제어기의 성능이 

나빠지므로 이런 단 을 해결하고자 퍼지 PI 제어기를 사용

하여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충∙방  

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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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력발 기가 포함된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독립운

모드로 환된 경우에 마이크로그리드 계통내의 력수

을 유지하고 계통주 수와 압을 정 값으로 유지하기 

해서 디젤발 기와 BESS를 사용하여 조제어 하 으며, 

BESS의 제어기는 고정된 PI 계수를 가진 PI제어기와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계수를 동조(tuning)하는 PI 제어기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 다. 제안한 방법은 PSCAD/EMTDC로 마이

크로그리드의 독립운 을 시뮬 이션 하여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 다. 

2. 마이크로그리드

2.1 마이크로그리드

재 리 구성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Microgird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크로그리드는 상  계통과 

PCC(Point of common coupling)을 통해 연결 되어 있으며, 

DG(Distributed Generation), DS(Distributed Storage)과 

Load, CHP(Combine Heating and Pow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2.2 마이크로그리드 계층제어 구조

그림 2 마이크로그리드 계층제어 구조

Fig. 2 Hierarchical control structure of microgird 

그림 2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그리드는 많은 서 시스템

을 제어해야하며, 하나의 서 시스템을 제어해야 할 때 다른 

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하므로 계층제어구조를 가진다. 각 

layer가 담당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3].

1) MMS(Microgrid Management System) : 운 부분을 담

당하며 microsources와 ESS를 감시제어하고 output 

power set point를 LC로 달.

2) LC(Local Controller) : MMS를 통해 내려진 power set 

point를 각각의 microsources 와 ESS에 송.

3. 마이크로그리드 출력제어 방법

력시스템의 주 수는 유효 력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

며 주 수의 변동 정도는 시스템에 연계된 발 기의 회

성에 향을 받는다. 계통연계형 모드운 인 마이크로그

리드는 연계되어 있는 상  력계통의 성이매우 큰 발

기로 작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내의 력수요와 공 의 편차

를 흡수하므로 부하  발 의 변동에 하여 주 수 변화

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독립운 모드로 운  인 마이크로

그리드는 상  계통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와 공

의 편차를 흡수할 수 있는 발 기가 탈락하여 운  하는 상

태가 되므로 부하  발 량 변동과 같은 외란에 해 주

수가 빠르고 크게 변하게 된다. 이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

성하는 원이 풍력발 이나 태양 발 과 같은 신재생에

지원, 는 마이크로가스터빈과 같이 력변환 장치를 사용

하는 소규모 분산 원이어서 회 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작은 외란에 해 빠르고 크게 변하는 주 수를 

제어하기 해서는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각 원이 외란을 

빠르게 감지하여 하게 출력을 변동시켜야 하며 이 때 

각 분산 원간의 조가 매우 요하다[1].

3.1 Droop특성을 이용한 출력제어 방법

상  력계통에 이상이 생겨 마이크로그리드가 계통에서 

분리되어 운 되어야 할 경우에는 분리 직후에 계통에서 공

되던 력을 각 분산 원 는 특정 분산 원이 분담해야 

마이크로그리드 계통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 

독립운 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하의 변동을 마이크로그리드 

내 분산 원이 분담하여야 하며 각각이 분담한 력의 총합 

은 부하의 변동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게 부하변동 는 

계통으로 수 하던 력의 수 을 맞추기 해 출력제어가 

가능한 분산 원이 모두 정 주 수 (60 Hz) 제어만을 한다

면 주 수 Hunting이 일어나게 되고, 마이크로그리드를 불

안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설치된 ESS와 디젤발

기가 EMS 는 상호간에 통신을 통하지 않고 조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필요로 하는 출력을 내기 해서 동

기기에서 사용되던 P-f droop 제어가 인버터 제어에 용되

어야 한다. 



Trans. KIEE. Vol. 63, No. 6, JUN, 2014

Fuzzy Logic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  제어              729

그림 3 유효 력-주 수, 무효 력- 압 Droop 특성

Fig. 3 Droop Characteristics of P-f, Q-v 

그림 3은 droop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각 분산 원에

서는 유효 력공 이 부족한 경우 주 수를 조  낮추면서 

출력 력을 증가시키는 제어를 하며 같은 개념으로 무효

력은 압을 통하여 제어가능하다. 유효 력과 주 수의 

계, 무효 력과 압 계는 식 (3.1)과 같다[1].

     ,              (1)

  : 정격 주 수,   : 변화된 주 수,   : 주 수 Droop 

계수,   : 에서의 유효 력,   : 에서의 유효 력, 

  : 정격 압,   : 변화된 압,   : 압 Droop 계수, 

  : 에서의 무효 력,   : 에서의 무효 력

그러나 상기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를 구성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기존

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발 기나 마이크로가스터빈과 같은 

분산 원에 Droop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

으며, 실제 Droop 기능을 추가 하더라도 계통의 상태에 따

라 무효 력의 지속 인 공  등 원치 않는 Droop기능의 동

작이 발생하게 된다. 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 운 이 

장시간 이루어질 경우 장장치의 Droop 기능만을 이용해서

는 부하에 지속 으로 력을 공 할 수 없고 경제 인 운

을 할 수 없는 단 이 있다[1].

3.2 조제어 이용한 출력제어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조제어 방법은 아래 그림 4, 5와 

같다.

그림 4 조제어의 기본 개념

Fig. 4 Basic concept of coordinate control

그림 5 용한 조제어의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adapted cooperative control strategy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가 상 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기 으로 분리된 형태인 독립운 으로 환된 경우 상

계통에서 공 받던 력이 단되며 마이크로그리드내의 

력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이 경우,  그림과 같은 조제

어를 통하여 계통 력수요를 만족시키며 정 주 수(60Hz)

와 압(1p.u)을 유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조 

제어방법으로는 BESS와 디젤발 기를 이용한 제어방법으로

서, MMS에서 부하변동을 감지하면 각 분산 원에 power 

set point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디젤발 기보다 응답 속도

가 빠른 BESS를 통하여 필요한 력을 계통에 빠르게 공

하고 추후에 디젤발 기가 출력을 내는 primary & 

secondary 제어를 사용하 다. BESS는 일정 출력량을 계속 

공  할 수 없으므로 디젤발 기의 출력이 증가하는 시간까

지 출력을 내고 디젤발 기가 출력을 계통에 공 하기 시작

하면 MMS에서 BESS의 출력을 zero가 되게 다시 power set 

point를 인가하게 되며 BESS는 차 출력을 여나가면서 

출력 값이 0이 되도록 구성하여  다시 있을 부하변동을 

비한다[3].

그림 6 BESS와 디젤발 기 사이의 조제어

Fig. 6 Coordinated Control of between BESS and 

Diesel Generator

의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BESS와 디젤 발 기

사이의 조제어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마이크로그

리드가 상 계통과 기 으로 분리되는 즉, 계통연계형 모

드에서 독립운  모드로 환되는 순간 마이크로그리드 내

의 력수 을 해 응답속도가 빠른 BESS를 활용하여 계

통 내에서 필요한 력을 순간 으로 공 해 주며 그 후로 

디젤 발 기를 통한 력수 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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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그리드 내의 부하가 증가하는 상황에 해서도 마

찬가지로 BESS를 활용하여 계통내의 필요한 력을 공 해

주고 그 다음, 디젤 발 기를 통한 력수 을 유지하는 방

안을 용 하 다.

4. 에 지 장장치의 출력제어 방법

4.1 유, 무효 출력제어를 한 PI제어

4.1.1 PI제어기 설계

그림 7 에 지 장장치의 충, 방  PI제어 구성도

Fig. 7 Configuration of charging and discharging PI 

controller of the ESS  

발 계획에 따라 계통으로 보내어야 할 유효 력 기  

값 Pref와 실제 계통으로 나가는 유효 력 출력 Pgrid 의 

차이로 PI제어를 이용하여 q축 류의 기  값 Iq_bref를 구

하고, 마찬가지로 계통으로 보내어야 할 무효 력 기  값 

Qref와 실제 계통으로 나가는 무효 력 출력 Qgrid의 차이

로 PI제어를 이용하여 d축 류 Id_bref를 구한다. 이 게 

결정된 q축과 d축의 기  값 Id_ref와 Iq_bref을 dq-abc변환

을 통해 IA_bref, IB_bref와 IC_bref로 변환된 값은 임의의 

스 칭 주 수를 갖는 삼각 형과 비교하여 인버터의 각 

PWM에 스 칭 신호를 달하게 된다.[2]

4.1.2 PI제어기 설계 과정

그림 8 Kp=10, Ki=2인경우의 BESS 출력  

Fig. 8 BESS power output in case of Kp=10, Ki=2 

그림 9 Kp=5, Ki=1인경우의 BESS 출력 

Fig. 9 BESS power output in case of Kp=5, Ki=1 

그림 10 Kp=1, Ki=0.1인경우의 BESS 출력 

Fig. 10 BESS power output in case of Kp=1, Ki=0.1 

그림 11 마이크로그리드 압과 주 수 

Fig. 11 Voltage and frequency of Microgrid  

PI 제어기의 계수인 Kp, Ki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Try & 

error 방법과 한계감도법 이라고 불리는 Ziegler Nichols방

법, 과도 응답법 등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Try & error 방법을 이용하여 Kp, Ki 값

을 구하 으며, 시뮬 이션 조건인 5 에 계통분리가 일어난 

경우와 15 에 부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 모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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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 10과 같이 try & error 방법을 통하여 BESS의 

PI 계수를 구하 으며 그림 10이 가장 출력특성이 좋은 결

과이다. 그림 10, 11의 PI 제어기와 압, 주 수 형을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의 결과 값과 비교하 다.

4.2 유, 무효 출력제어를 한 Fuzzy Logic을 용한 

PI제어

4.2.1 Fuzzy PI제어기 설계

Fuzzy 제어기 설계과정은 제어변수 선택, 소속함수 정의, 

제어규칙 구축, 퍼지추론, 비퍼지화 의 5가지 과정으로 구성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 력과 무효 력의 기  값과 실

제계통에 유입되는 값의 차이를 제어변수로 선택하 으며, 

 퍼지추론의 방법으로는 리 알려진 Min-max방법을 선택

하 고 마지막으로 비퍼지화 과정은 무게 심법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8]. 그림 12는 제안한 Fuzzy제어기의 구성도이며 

P_com은 BESS가 보상해 주어야 할 유효 력량을 의미하고 

d_P_com은 P_com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P_ref값은 마이크

로그리드 내에서 필요한 유효 력량을 의미한다. FLC를 통

해 PI 제어기의 계수인 Kp와 Ki가 구해지고, 그 값은 실시

간으로 PI제어기의 계수로 입력된다. 즉, PI제어기의 계수가 

고정된 값이 아닌 실시간 업데이트되기에 고정된 계수를 가

진 PI제어기보다 응답이 더 빠른 응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12 Fuzzy PI 제어기의 구성도

Fig. 12 Configuration of Fuzzy PI Controller 

4.1.2 Fuzzy 소속함수 설계 과정

Fuzzy 제어기에 필요한 소속 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BESS의 충, 방 에 이용되는 PI제어기의 계수인 Kp, Ki가 

한 값으로 수렴되게 하며,  try & erro 로 가장 한 

소속 함수를 구하 다.

아래 표 1, 2에 사용된 소속 함수에 사용되는  퍼지언어 

변수는 기본 으로 이용되는 PB(Positive Big), PM(Positive 

Medium), PS(Postivie Small), ZE(Zero), NS(Negative 

Small), NM(Negative Medium), NB((Negative Big)와 계수

값은 VL(Very Large), L(Large), ML(Medium Large), 

M(Medium), S(Small), VS(Very Small)을 사용 하여 구성 

하여 양의 값만 출력하도록 구성하 으며, 각각의 계수를 구

하기 한 Fuzzy Rule구  방법은 먼  비례제어기의 계수 

같은 경우, 비례제어 특징상 원하는 목표 값으로 서서히 

근하기 한 제어방법이기에, 빠르게 BESS의 정격 출력 값

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 으며 분제어기의 계수 같

은 경우 정상상태의 오차제어에 련 있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오차제어를 이기 한 형태로 구성하 다[4].

    E

Ec
NB NM NS ZE PS PM PB

NB VL L ML M S S VS

NM L ML M S VS S S

NS ML M M S S S S

ZE M M S VS S M M

PS S S S S M M ML

PM S S VS S M ML L

PB VS VS VS ML ML ML VL

표 1 비례 계수를 정하기 해 사용된 퍼지 규칙 표

Table 1 Rule base of fuzzy logic for determination of P 

gain

    E

Ec
NB NM NS ZE PS PM PB

NB VL L ML M VS VS VS

NM L ML M M S S S

NS ML M M S S S S

ZE M M S VS S M M

PS S S S S M M ML

PM S S S M M ML L

PB VS VS VS ML ML ML VL

표 2 분 계수를 정하기 해 사용된 퍼지 규칙 표

Table 2 Rule base of fuzzy logic for determination of I gain 

아래 그림 13, 15는 한 Fuzzy 소속 함수를 구 하기 

한 try & error 방법을 나타내었고, 가장 좋은 결과인 소

속함수와 BESS의 출력 형은 그림 14, 16에 나와 있다.

그림 13 E, Ec, Kp, Ki 의 소속 함수

Fig. 13 The membership function for the input E and Ec, 

output Ki and Ki

그림 13의 소속 함수를 용한 BESS의 출력은 그림 1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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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마이크로그리드 압과 주 수 

Fig. 17 Voltage and frequency of Microgrid

그림 14 BESS 출력 

Fig. 14 Output power of BESS

그림 15 E, Ec, Kp, Ki 의 소속 함수

Fig. 15 The membership function for the input E and Ec, 

output Ki and Ki

그림 16 BESS 출력 

Fig. 16 Output power of BESS 

그림 13과 15의 소속 함수를 비교하여 보면 각각의 입력 

E, Ec에 해 Kp와 Ki의 Fuzzy 소속 함수가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입력과 입력의 차이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

은 경우에 해 소속 값의 차이를 두었으며 그 결과, BESS

의 소속 함수가 그림 15인 경우에 BESS의 제어가 가장 뛰

어남을 확인 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5의 소속 함

수를 용하 다.

그림 15의 소속 함수를 용한 경우의 마이크로그리드 

압과 주 수 형은 그림 17과 같으며 PI제어기의 고정된 

게인을 용한 BESS의 출력그래  비교는 시뮬 이션 결과 

부분에 나타내었으며, Fuzzy Logic을 통해 구해진 Kp, Ki의 

값은 아래 그림 18, 19와 같다.

그림 18 Fuzzy logic을 통해 구해진 BESS의 유효 력 출력

제어에 사용되는 Kp, Ki 값

Fig. 18 Kp, Ki value in BESS’s active power control Using 

Fuzzy logic



Trans. KIEE. Vol. 63, No. 6, JUN, 2014

Fuzzy Logic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독립운  제어              733

그림 19 Fuzzy logic으로 구해진 BESS의 무효 력 출력제

어에 사용되는 Kp, Ki 값

Fig. 19 Kp, Ki value in ESS’s reactive power control Using 

Fuzzy logic

4.1.3 설계된 퍼지 PI제어기의 강인성

그림 15의 소속 함수로 설계된 퍼지 PI제어기의 강인성을 

보여주기 하여 앞서 용한 경우와 다른 조건인, 부하가 

15 에 60kW에서 40kW로 감소한 경우에 해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20 은 앞서 시행한 시뮬 이션과 다른 조건인 15

에 부하를 60kW에서 40kW로 감소시킨 경우의 BESS 출력 

그래 이며 이 경우에도 BESS의 출력이 히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BESS 출력 

Fig. 20 Output power of BESS

그림 21 마이크로그리드의 압과 주 수 

Fig. 21 Voltage and frequency of Microgrid

그림 21은 15 에 부하가 60kW에서 40kW로 감소하는 

경우의 마이크로그리드 압과 주 수 형이며 이 경우에

도 주 수와 압이 히 제어됨을 보여주어 설계된 

BESS의 퍼지 PI제어기의 강인성을 확인하 다.

5. PSCAD/EMTDC 시뮬 이션

5.1 시뮬 이션 모델

그림 22는 본 논문에서 용한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도

식 으로 표 한 것으로서 디젤발 기 2 , 가변부하, 

BESS, 풍력발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요소에 한 데

이터는 표 3에 있다.

ITEM Description and Parameters

시스템 구성 디젤발 기, 풍력발 기, BESS, 가변부하

발 용량

디젤발 기 50kW , 40kW 

풍력발 기 20kW

BESS 20kW

부하용량 90kW+j25kVar

표 3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

Table 3 Component of Microgird

  시뮬 이션 조건은 표 4에 있으며, 5 에 상 계통과 마이

크로그리드가 기 으로 분리가 되어 마이크로그리드는 독

립운 모드로 환하고 15 에 마이크로그리드내의 부하가 

증가하는 상황일 때, BESS와 디젤발 기의 조제어를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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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시간
내용

5 계통분리 (독립운  모드 환)

15
부하증가(60kW + j25Kvar) 

                  → (90kW + j25Kvar)

표 4 시뮬 이션 모의상황

Table 4 Simulation conditions

그림 22 마이크로그리드 시험 모델

Fig. 22 Microgrid test model 

5.2 시뮬 이션 결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풍속에 의해 출력 값이 변하는 풍력

발 기가 연계된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상 계통

이 고장 나서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운 모드로 변환하는 

경우와 독립운  모드 에서 부하가 변동되는 경우, 디젤발

기와 BESS의 출력성능을 모의한다. 모의사항 조건으로는 

5 에 계통분리가 일어나서 독립운 을 시작하게 되며 15

에 유효 력부하가 60kW에서 90kW로 증가하는 경우에 

해서 모의한다.

5.2.1 풍력 발 기 출력

풍력발 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풍속에 의해 출력 값이 

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풍속을 인가하 으며 아

래 그림23은 풍속과 풍속에 따른 풍력발 기의 출력 값을 나

타낸 그림이며 그림 24는 풍력터빈 속도와 출력계수 Cp를 나

타낸 그림이다.

5.2.2 부하

본 논문에서는 15 에 유효 력부하가 60kW에서 90kW

로 증가하는 상황에 해 모의 하 으며 무효 력부하는 

25kVar로 동일하다.

5.2.3 BESS

5 에 계통분리가 일어나 독립운 이 시작될 경우, 상

계통에서 공 받던 력이 단되므로 마이크로그리드 계통

내의 력량이 상 으로 작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응답 

특성이 빠른 BESS를 통하여 모자란 력량을 계통에 공

그림 23 풍속과 풍력발 기의 출력

Fig. 23 Wind speed and Wind generation power output  

그림 24 풍력터빈 회 속도와 계수

Fig. 24 Generator speed and Power coefficient 

그림 25 부하 변동

Fig. 25 Load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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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뒤를 이어서 디젤발 기를 통해 력을 공 한다. 

그리고 15 에 유효 력 부하가 30kW 증가하는 경우 이때 

다시 BESS와 디젤의 조제어를 통해 계통 력수 을 

만족시키고 압과 주 수를 히 제어하여 계통안정도를 

유지시켜 다.

그림 26 PI 제어기를 용한 경우와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를 이용한 경우의 BESS의 유효 력출력

Fig. 26 Active power output of BESS PI controller and  

Fuzzy logic PI controller  

P_BESSPI는 고정된 PI 계수를 가진 제어기를 용한 

BESS의 유효 력 출력 그래 이며, P_BESSFZ는 Fuzzy 

Logic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수를 동조를 하는 PI 제어기를 

용한 BESS의 유효 력 출력 그래 이다.  그림 26에서 

알 수 있듯이,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를 용한 

BESS의 출력이 고정된 PI 계수를 가진 PI제어기를 용한 

BESS의 출력보다 응답특성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PI 제어기를 용한 경우와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를 이용한 경우의 BESS의 무효 력출력

Fig. 27 Reactive power output of BESS PI controller and 

with Fuzzy logic PI controller  

 그림 27과 같이 무효 력 출력 그래 에서도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를 용한 BESS의 출력특성이 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8 압과 주 수 

Fig. 28 Voltage and frequency of Microgrid

FmicPI, VmicPI는 고정된 PI 계수를 가진 제어기를 

BESS를 통해 제어되는 주 수, 압 그래 이며, FmicFZ, 

VmicFZ는 Fuzzy Logic을 이용한 실시간 계수를 동조 하는 

PI 제어기를 용한 BESS에 의해 제어되는 주 수, 압 

그래 이다.   그림 28에서 알 수 있듯이,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를 용한 BESS의 출력이 고정된 PI 계수

를 가진 PI제어기를 용한 BESS의 출력보다 응답특성이 

빠른 것을 알 수 있기에 주 수와 압 회복속도 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5.2.4 마이크로그리드 시뮬 이션 결과

그림 29 각 구성요소별 유, 무효 력

Fig. 29 Real and reactive power of each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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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마이크로그리드의 압과 주 수

Fig. 30 Voltage and frequency of Microgrid

 그림 29를 보면, 5 에 계통분리가 일어나 마이크로그

리드가 독립운 으로 환하게 되는데, 이때 상 계통에서 

공 받던 력인 12kW를 응답특성이 빠른 BESS가 작동하

여 보상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디젤 발 기

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BESS의 출력은 “0” 으로 유지시

키며 계통내의 잉여 력을 흡수하는 충 모드 는 혹시 모

를 부하변동에 비하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리고 15 에 

유효 력부하가 60kW에서 90kW로 증가하는데 이때, BESS

의 출력이 증가하고 차 디젤 발 기가 출력을 증가함에 

따라 BESS는 다시 출력을 “0”으로 유지하려고함을 알 수 

있다. 즉 디젤발 기와 BESS의 조제어가 잘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무효 력 부분 한 조제어가 잘 이루

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압

과 주 수 그래 이며 5  계통분리시 과 15  부하변동시

을 보면, BESS와 디젤발 기의 조제어로 인해 정격 값

(주 수 60Hz, 압 1p,u)으로 빠르게 제어됨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로 계통연계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모델링 하 고 에 지 장장치의 유, 무효 

력 제어를 해, 기존의 고정된 계수를 갖는 PI제어기 

신에 계통에서 필요한 력 reference 값과 실제 계통에 보

내어지는 력 값의 차이를 이용하고 그 차이의 변화율을 

통해 Fuzzy Logic을 이용하여 PI 제어기의 계수를 동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Fuzzy Logic을 용한 PI 제어기 모델과 고정된 계수를 

갖는 PI제어기 모델사이의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면 

Fuzzy Logic을 이용한 PI제어기를 사용하는 ESS의 출력 그

래 를 보면 반응 속도 부분에서 뛰어남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압과 주 수 회복부분에서도 응답특성이 빠른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제어 부분에서도 디젤 발 기

와 BESS 사이에는 응답속도가 빠른 BESS가 먼  작동하

여 모자란 력을 공 하고 그 뒤로, 디젤발 기가 작동하여 

BESS는 출력량을 감소시키고, 모자란 부분을 디젤발 기를 

통하여 력을 공 함을 볼 때, 조제어 부분에서도 한 

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PI제어기의 단

을 보완하기 해 PID 제어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PI제어

기 보다 효과 인 제어가 가능할 것 이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으로 배터리의 충 상태인 SOC 개념

을 도입하여 BESS 출력부분에 용하면 BESS활용도를 증

가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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