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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수하 제어를 적용한 3상 모듈형 UPS 인버터의 

비통신선 방식 병렬 운전

Wireless Parallel Operation of a Three-phase Modular UPS Inverter using 

Resistive Droop Control

김 선 태* ․ 지 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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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wireless parallel operation method of three-phase modular UPS inverter using resistive droop 

control. Furthermore, it applies a virtual resistor to droop control so that the output impedance of UPS inverter gets closer to 

resistive. It makes resistive droop control effective. The simulation using PSIM was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proposed algorithm. After consisting two-parallel system with three-phase modular UPS inverter, the experiment according to 

resistive load was conducted. It demonstrated the performance of current sharing and powe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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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PS는 전원 환경에 민감한 부하(Critical Power Load)들 에 

대해 전원계통의 고장시에 대비하여 높은 신뢰성과 안정적인 전

원 공급을 위해 쓰이고 있다. 이때, UPS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장으로 인한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UPS 자체의 신

뢰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리던던시(Redundancy) 

개념이 UPS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병렬운전

이 확산되고 있다[1],[2]. 

따라서, 부하 용량 증가에 대한 높은 대응성과 UPS의 리던던

시 개념을 위해 모듈형 UPS(Modular UPS)가 널리 쓰이고 있다. 

모듈형 UPS로 안전전력망을 구성하면 UPS 모듈 N개로 부하를 

부담하고 1개 또는 X개 추가가 가능한 N+1, N+X 리던던시 안

전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2],[3].

병렬 UPS 시스템의 제어 방식은 UPS 인버터의 모듈간 통신

선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통신선

을 필요로 하는 방법들로서 중앙 제어(Centralized Control), 주

종 제어(Master-slave Control), 평균 전류 분담 제어(Average 

Current Control), 환형 연결 제어(Circular Chain Control) 등은 

우수한 출력 전압 제어와 전류 분담이 가능하나 통신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확장성이 떨어진다[5]. 

둘째, 통신선이 없이 수하(Droop) 특성에 기초한 병렬 운전 

방법은 각개 UPS의 출력 전압 및 전류만을 측정하여 병렬 운전

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신선 방식들이 가지는 신뢰성 및 확장성

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5].

수하 제어에 의한 병렬 운전 시 출력 임피던스는 전력 분담의 정

확성과 수하 제어 전략을 결정짓는다. 대전력 계통(Large-scale 

Power Systems)에 적용된 종래의 유도성 수하 제어(Inductive 

Droop)는 출력 임피던스를 유도성 리액턴스의 성질로 고려해 유

도된 제어법이다. 대전력 계통에서는 출력 필터의 인덕터가 크고, 

장거리 송전 선로의 높은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으로 인하여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하였으나, 병렬 UPS 시스템 같은 저전압 계통의 

선로 임피던스는 지배성분이 저항이기 때문에, 유도성 수하 제어

를 적용할 경우 제어 이론 불일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5].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출력 임피던스를 순수 저항성으로 가정한 

저항성 수하 제어를 적용하고, 이에 더하여 가상 저항을 적용하여 

기본파 주파수에서의 출력 임피던스 특성이 저항성에 가까워지도

록 함으로써 저항성 수하(Resistive Droop) 제어가 유효하도록 하

였다.

또한, 출력 전압의 주파수 대신에 위상각을 수하 제어하는 

 (무효전력-출력 전압의 위상각) 수하제어를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출력 주파수를 부하조건에 무관하게 로 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6],[7].

본 논문에서는 저항성 수하(Resistive Droop) 제어를 적용하여 

3상 4선식 UPS 인버터의 병렬 운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설

계된 병렬 운전 알고리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력전자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인 PSIM을 통해 이산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으며, 3상 25[kVA] 모듈형 UPS 2대를 이용한 2병렬 시스템을 

구성한 후 저항 부하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병렬 운

전 알고리즘의 검증과 전류 및 전력 분담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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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출력 임피던스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유/무효 전력

Table 1 Active and reactive power of parallel inverters with different system impedances

System Impedance Pure Inductive Pure Resistive Complex Impedance

Active Power ≅

 ≅


≅


cossin

Reactive Power ≅


≅

 ≅


sincos

그림 1 UPS 인버터의 등가 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UPS inverter.

2. 병렬 운전 알고리즘

2.1 저항성 수하 제어

그림 1은 공통 교류 모선(Common AC Bus)에 연결된 UPS 

인버터와 모선의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는 인버터 출력 전압의 

크기, 는 공통 교류 모선 전압의 크기, 는 UPS 인버터와 모

선 사이의 위상 차인 전력각(Power Angle), 와 는 출력 임피

던스의 크기 및 위상각(Phase Angle)를 나타낸다[8]. 

이때, UPS 인버터에서 모선으로 전달되는 복소 전력은 다음식

과 같다. 

      ∠
∠



 

    




 

cossin


cossin

  (1)

위 식으로부터 유효 전력분과 무효 전력분을 나누어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다.

  
 cos

 cos    (2)

  
 sin

 sin    (3)

이때, 전력각 가 매우 작다고 가정하고(≈ ) 출력 임피던

스 특성에 따라 식을 정리하여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UPS와 같은 저전압 계통에서 선로 임피던스의 지배성분은 대

부분 저항성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출력 임피던스를 순수 

저항성으로 가정한 저항성 수하 제어를 적용하였다. 표 1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출력 임피던스가 순수 저항성일 경우 유효전력

은 전압 크기의 차인 에 강하게 의존하고 무효전력은 

에 강하게 의존한다. 

이 관계를 이용한 수하 제어 법칙은 다음 식과 같다.

             (4)

           (5)

위 식에서  , 는 각각 인버터 출력전압 지령의 각 주파수 

및 피크 크기를 나타내고,  는 무부하 출력 전압의 각 주

파수 및 피크 크기를 나타낸다.  은 각각 각 주파수와 피크 

크기의 수하 계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식 (5)는 종래의   수하 제어의 관계식을 나타내

며, 대신 를 이용한   수하 제어가 제안되었다. 때문에 

종래의   수하 제어와는 달리 시스템 주파수는 어떠한 부하 

조건하에서도 로 고정이 된다[6],[7]. 따라서 식 (5)의 관계

식을 (6)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은 AC/DC 정류부에 의해 검출되는 위상정보로써 UPS 인

버터의 위상 기준으로도 사용이 된다[6],[7]. 

2.2 평균 전력 계산

수하 제어를 위해서 UPS 인버터의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정

보를 이용하여 평균 유/무효전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UPS의 인버터는 3상 4선식 NPC 구조를 

지닌다. 이 구조는 3상이지만 독립된 3개의 단상 3레벨 인버터 

방식의 UPS가 중성선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상 

UPS 인버터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수하 제어 역

시 각각 상별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수하 제어를 위한 평균 유/

무효전력 역시 3상이 아닌 각 상별로 계산을 한다.

순시 유효전력의 경우 출력 전압과 전류의 곱의 형태로 이루

어지고, 순시 무효 전력의 경우 출력 전압을 90도 지연시킨 가상

의 q축 전압 신호와 출력 전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9]. 본 

논문에서는 출력 전압의 90도 지연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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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버터 제어기와 전력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Block diagram of inverter controller and power circuit

과 필터(All 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순시 유/무효 전력으로부터 평균 전력이 

되는 DC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식 (7)과 같이 2차 저역통과 필터

를 사용하였다. 

이때, 차단주파수   sec로 정하였고, 감쇄비 는 

0.707로 정하였다.

평균 유/무효 전력 계산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

림 2와 같다.

 





   





      (7)

그림 2 평균 유/무효 전력 계산

Fig. 2 Average active/reactive power calculation

2.3 가상 임피던스

2.1절에서 설명하였듯이 UPS 인버터의 출력 임피던스는 전력 

분담의 정확성과 수하 제어 전략을 결정짓는다. 이때, 출력 임피

던스는 LC 필터와 선로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제어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가상임피던스를 제어기에 

넣어 UPS 인버터의 출력 전압 지령을 출력 전류(또는 필터 인덕

터 전류)에 비례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출력 임피던스를 설계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게 재설정하는 방법이 이용된다[10]. 가상 임피

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8)과 같다.


  

      (8)


 은 수하 제어기로부터 생성되는 출력 전압 지령, 는 

출력 전류,  는 가상 임피던스, 
는 수정된 출력 전압 지령

으로서 전압 제어기로 보내진다. 가상 저항을 이용한 출력 임피

던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상 저항을 포함한 UPS 인버터의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는 전압 제어기의 전달 함수, 는 전류 

제어기의 전달 함수,  는 필터 인덕터의 전달 함수,  

는 필터 캐패시터의 전달함수, 는 부하 임피던스, 는 가상 

저항을 나타낸다. 수정된 출력 임피던스  ′를 구하기 위해서 그

림 3에서 Inverter Power Circuit 점선 상자안의 블록 다이어 그

램을 출력 전압 에 대해 정리하고, Inverter Controller 점선 

상자에서 를 구하면 각각 아래 식 (9), (10)과 같다.

 


 


       (9)

  


    

(10)

식 (10)을 식 (9)에 대입하면 아래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  
 

′    (12)

식 (12)에서  , 
′는 각각 폐루프 전압이득, 수정된 출력 임

피던스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정된 출력 임피던스 
′는 아래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출력 임피던스 관계식을 이용하여 가상 저항 가 0[ ]에서 

1[ ]까지 0.2[ ]씩 증가할 때의 출력 임피던스의 변화를 주파

수 영역 해석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 그림 4와 같

다. 해석에 쓰인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상 저항이 없을 때에는 기본

파 주파수 60  근방에서 위상각이 90도 근방에서 급격한 병

동을 보이는 반면, 가상 저항이 증가할수록 60[ ]에서의 위상

각은 0도 근방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

하 용량에 비례해 출력 전류가 크게 흐르면 가상 저항으로 인하

여 전압 강하 역시 증가한다. 즉 가상 저항의 크기와 출력 전압

의 크기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 선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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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 전압 제어기의 보드선도

Fig. 5 Bode plot of PR voltage controller

그림 6 PI 전류 제어기의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of PI current controller 
그림 4 가상 저항 증가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의 주파수 응답 특성

Fig. 4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of output impedance 

with variable virtual resistance

Parameter Value

Voltage controller   

 

Current controller  


     

ESR OF  

    →

표    2 출력 임피던스 해석에 사용된 정수 

Table 2 Parameters for output impedance analysis

2.4 전압, 전류 제어기 설계

2.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 UPS의 3상 4선

식 NPC 인버터의 구조는 단상 UPS 인버터로 모델링 할 수 있

으며, 이런 이유로 전압 제어기는 단상 전압 제어기로 우수한 제

어 특성을 갖는 PR(비례-공진) 제어기를 사용하기로 한다[11]. 

PR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식 (14)와 같으며, 보드선도는 그림 

5와 같다. 이때 이상적인 PR 제어기는 제어 주파수의 여유가 없

으므로  (차단 각주파수)를 설정하고 그 값은 sec로 

선정하였다.  (공진 각주파수)의 경우 기준전압의 각주파수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는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 는 전

압 제어기의 공진 이득을 나타내며 각각 0.75, 100의 값을 사용

하였다[11].

   


   (14)

전류 제어기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I 제어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PI 전류제어기의 블록도를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으로부터 제어기 이득은 아래 식 (16)과 같이 설

계한다.   는 각각 PI 전류 제어기의 비례, 적분 이득을 나

타내며 는 대역폭을 나타내며 스위칭 주파수의 1/10의 값을 

사용한다[11].




  


   (15)

          (16)

2.5 전체 시스템 구성

그림 7은 전체적인 제어방식의 구성을 나타낸다. AC/DC 정

류기는 교류 입력을 받아 DC 링크의 전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측정된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로 평균 유/무효 전력값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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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UPS Inverter 25[kVA] 3ph-4wire

Switching Device & Freq IGBT, 19.2[kHZ]

Inverter output LC filter     

DC Link Voltage  

Power Sharing method Resistive    Droop

  Droop coefficient 0.0002

  Droop coefficient 0.000005

Virtual Impedance Virtual Resistor,   

   

 

Dead Time 

Line Impedance None (balanced)

Load Unbalanced R-L Load

표    3 병렬 운전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스템 정수

Table 3 Parameters of simulation setup

그림 8 병렬운전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Fig. 8 Simulation Profile

그림 7 전체적인 제어방식의 구성

Fig. 7 Overall control diagram

하여 수하 제어를 수행하면 전압 지령 
 를 형성하고, 이 


 로부터 가상 저항의 전압 강하분을 감해주면 최종적으로 전

압 제어기의 지령 
가 만들어진다. 이 지령 

를 기준으로 전압

-전류 제어기가 동작을 수행하고, 최종 출력은 PWM을 통해 인

버터 스위치에 스위칭 동작을 지령한다.

3. 시뮬레이션 구성 및 결과

3.1 시뮬레이션 구성

본 논문에서 3상 UPS 인버터의 병렬 운전 알고리즘을 검증하

기 위해 전력전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PSIM으로 인버터의 2

병렬 운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3은 병렬 운전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그림 8은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이때, AC/DC 정류기가 이상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하여 DC 

링크의 전압은 760[V]를 사용하였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9(A)는 불평형 유도성 부하 시뮬레이션의 0∼2s 까지 두 

UPS 인버터의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를 나타낸다. 위로부터 순

서대로 1번 인버터 3상 출력 전압, 2번 인버터 3상 출력 전압, 1

번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2번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3상 순환 

전류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우수하

게 동등한 전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B)는 1번 인버터 운전 중 2번 인버터가 투입되는 구간

을 시간축에 대해 확대한 파형이다. 2번 인버터가 투입 후에 정

상 상태로 갈수록 순환 전류의 양이 감소하면서 각각의 인버터가 

동등하게 전류 분담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C)은 두 인버터가 병렬 운전을 수행 중 부하의 용량이 

증가하는 구간을 확대한 파형이다. 부하 용량 증가 상황에서도 

우수한 과도 상태 및 동등한 전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D)는 두 인버터가 병렬 운전을 수행 중 2번 인버터가 

탈락하였을 때의 구간을 확대한 파형이다. 출력 전압의 경우 약

간의 진동이 있는 것이 확인 되지만 이내 정상상태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력 전류의 경우 2번 인버터가 탈락했음

에도 불구하고 1번 인버터가 부하를 문제없이 담당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9(E)는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에서의 각상 평균 유/무효 

전력을 나타낸다. 위로부터 순서대로 1번과 2번 인버터 결과 파

형을 A상 유효전력, B상 유효전력, C상 유효전력, A상 무효전력, 

B상 무효전력, C상 무효전력을 순으로 같은 그리드 안에 도시하

였다. 부하 불평형의 확인을 위해 A, B, C상 Y축 스케일을 동일

하게 설정하였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수한 전력 분

담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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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9 불평형 유도성 부하 시뮬레이션 결과

(A) 각 상 출력 전압/전류, 순환 전류 (0.0 0.2sec), 

(B) 각 상 출력 전압/전류, 순환 전류 (0.45 0.7sec), 

(C) 각 상 출력 전압/전류, 순환 전류 (0.9 1.1sec), 

(D) 각 상 출력 전압/전류, 순환 전류 (1.4 1.6sec), 

(E) 각 상 평균 유효/무효 전력 (0.0 0.2s)

Fig. 9 Simulation result under unbalanced inductive load 

(A, B, C, D) Output voltage/current, circulating 

current (A) 0.0 0.2sec (B) 0.45 0.7sec, (C) 0.9

1.1sec, (D) 1.4 1.6sec, (E) Each phase average 

active/reactive power (0.0 0.2s)

4. 실험 구성 및 결과

4.1 실험 구성

병렬 운전시 전류 및 전력 분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상 정

격용량 [25kVA] 모듈형 UPS의 인버터 2대로 2병렬 시스템을 

그림 10과 같이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축된 2병렬 UPS 

인버터 시스템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UPS AC-DC 

변환부가 교류 입력을 받아서 정류 변환을 통해 인버터의 직류단

을 충전시키는 기능을 하며, 실험에서는 DC 링크의 전압을 

760[V]로 제어하였다. 각각의 UPS 인버터의 출력은 차단기

(Circuit Breaker)를 통해 병렬로 연결된다.

표 4는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의 파라미터이다.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부하의 제한으로 인해 저항 부하에 대한 실험 결과만을 

보였다.

4.2 실험 결과

그림 11(A)는 3상 13.4[kW] 부하에 대해 인버터#2가 단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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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 환경의 구성

Fig. 10  Experimental setup

Parameter Value

UPS Inverter 25[kVA] 3ph-4wire

Switching Device & Freq IGBT, 19.2[kHZ]

Inverter output LC filter      

DC Link Voltage  

Power Sharing method Resistive         Droop

   Droop coefficient 0.001

   Droop coefficient 0.00005

Virtual Impedance Virtual Resistor,    

   

 

Dead Time  

Line Impedance None (balanced)

Load Resistor Load

표    4 병렬 운전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정수

Table 4 Parameters of experimental setup

(A)

(B)

그림 11 인버터#1 투입시 과도 응답 (3상 13.4[kW])

        (A) B상 출력 전압 및 전류, 

(B) B상 평균 유/무효 전력

Fig. 11 Transient response when inverter#1 plugs in (3ph 

13.4[kW]) 

       (A) B phase output voltage and current

       (B) B phase average active/reactive power

전 중 인버터#1이 핫-스왑(Hot-swap) 투입되었을 때의 B상 출

력 전압/전류 과도 응답을 나타내고, 그림 11(B)는 B상 평균 유/

무효 전력을 나타낸다. 인버터#1 투입 후 정상 상태로 갈수록 전

류 및 전력 분담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A)는 3상 13.4[kW] 부하에 대해 2-병렬 운전 중 인

버터#1이 차단되었을 때의 B상 출력 전압/전류 과도 응답을 나

타내고, 그림 12(B)는 B상 평균 유/무효 전력을 나타낸다. 인버터

#1 차단 후 정상 상태로 갈수록 전류 및 전력 분담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A)는 3상 6.7[kW] 부하 2병렬 운전 중 20.1[kW]로 

부하 용량 증가시 B상 출력 전압/전류 과도 응답을 나타내고, 그

림 13(B)는 B상 평균 유/무효 전력을 나타낸다. 부하 용량 증가

에도 불구하고 전류 및 전력 분담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C), (D)는 3상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

한 실험 조건아래 3상 출력 전류 과도 응답을 나타낸다. B,C상과 

달리 A상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 전류 분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

며 이를 감안하면 3상 모두 전류 분담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A)는 3상 20.1[kW] 부하 2병렬 운전 중 6.7[kW]로 

부하 용량 감소시 B상 출력 전압/전류 과도 응답을 나타내고, 그

림 14(B)는 B상 평균 유/무효 전력을 나타낸다. 부하 용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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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인버터#1 차단시 과도 응답 (3상 13.4[kW]): (A) B상 출력 전압 및 전류, (B) B상 평균 유/무효 전력

Fig. 12 Transient response when inverter#1 plugs out (3ph 13.4[kW]): (A) B phase output voltage and current, 

(B) B phase average active/reactive power

(A)

(B)

(C)

(D)

그림 13 병렬 운전 중 스텝 부하 용량 증가시 과도 응답 (3상 6.7[kW] 20.1[kW]) 

(A) B상 출력 전압 및 전류, (B) B상 평균 유/무효 전력, (C) 인버터#1 3상 출력 전류, (D) 인버터#2 3상 출력 전류

Fig. 13 Transient response when step load during parallel operation (3ph 6.7[kW] 20.1[kW]): (A) B phase output voltage and current, 

(B) B phase average active/reactive power, (C) Inverter#1 three-phase output current, (D) Inverter#2 three-phase outpu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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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4 병렬 운전 중 스텝 부하 용량 감소시 과도 응답 (3상 20.1[kW] 6.7[kW]) (A) B상 출력 전압 및 전류, (B) B상 평균 유/무효 

전력

Fig. 14 Transient response when step load during parallel operation (3ph 20.1[kW] 6.7[kW]): (A) B phase output voltage 

and current, (B) B phase average active/reactive power

에도 불구하고 전류 및 전력 분담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항성 수하 제어를 이용한 3상 모듈형 UPS 

인버터의 병렬운전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하였다.

3상 4선식 3-level NPC 인버터는 회로 구성의 대칭성으로 

인해 독립된 단상 3-level 인버터로 모델링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단상 전압 제어기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PR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류 제어기로는 PI 제어기를 사용

하였다.

UPS와 같은 저전압 계통의 선로 임피던스가 대체로 저항성에 

가깝다는 점과 가상 저항을 적용하여 UPS 인버터의 출력 임피던스

가 저항성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여 비통신선 방식 병렬 운전의 수

하 제어 전략을 저항성 수하 제어로 적용하였다. 이때,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무효 전력에 비례한 주파수 수하 제어 방

법 대신에 위상각을 수하 제어 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시

스템의 주파수가 어떠한 부하 조건 하에서도 로 고정되도록 

하였다.

단상과 달리 3상 UPS 인버터의 비통신선 방식 병렬 운전의 

경우에는 국내의 학위논문이나 참고할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

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모의상황에 대해서 각 인버터가 동등한 전력/전류 분담을 

이루는지 PSIM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진행하였고 양호하게 분담

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첫째, 평균 전력 계산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역 통과 필터로 인한 동특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하 제어 및 가상 저항으로 인해 전력 분담 성

능과 출력 전압의 변동률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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