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 원 상세모델을 용한 DC Micro-grid의 동작특성 분석                                                                    2175

분산 원 상세모델을 용한 DC Micro-grid의 

동작특성 분석

논  문 

58-11-15

Operational Characteristic Analysis of DC Micro-grid with

Detail Model of Distributed Generation

이 지 헌*․권 기 **․한 병 문†․차 한 주*** 

(Ji-Heon Lee․Gi-Hyun Kwon․Byung-Moon Han․Han-Ju Cha)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operational analysis results of the DC micro-grid using detailed model of distributed 

generation. Detailed model of wind power generation, photo-voltaic generation, fuel-cell generation was implemented with 

the user-defined model of PSCAD/EMTDC software that is coded with C-language. The oper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PSCAD/EMTDC software, in which the power circuit is implemented by built-in model and the controller is 

modelled by user-defined model that is also coded with C-language. Various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DC 

micro-grid can operate without any problem in both the interconnected mode and the islanded mode. The operation 

analysis result confirms that the DC micro-grid make it feasible to provide power to the load stably. And it can be 

utilize to develop the actual system design an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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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십 kW 용량의 태양 발 과 풍력발 을 기반으

로 하는 소규모 력망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이러

한 소규모 력망을 마이크로그리드라 하는데, 기존 배 망

과 연계하여 운용할 경우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

고, 기존 배 망이 없는 섬이나 산간, 오지 등에 설치하여 

독립운용도 가능하다[1,2,3].

마이크로그리드는 분산 원과 부하를 결합하는 력망이 

AC로 되어있는 AC 마이크로그리드와 DC로 되어있는 DC 

마이크로그리드로 구분할 수 있다. AC 마이크로그리드는 기

존의 배 망을 그 로 활용하는 장 을 가지고 있어 그 동

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류계통의 단 인 

동기화, 안정도, 무효 력소모의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반면에 친환경 분산 원인 태양 이나 연료 지의 경우 

출력이 직류형태이고, 수요가 증하는 디지털부하의 경우 

직류 원을 필요로 하여 DC 마이크로그리드 는 DC 

에 해 심이 고조되고 있다[4,5].

DC 마이크로그리드는 AC 마이크로그리드의 단 인 동기

화, 안정도, 무효 력소모 등을 해결할 수 있고, 한 각 

원별로 발생되는 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아 시스템의 비

용이 낮고, 보호나 감시도 용이한 장 을 갖는다. 반면에 동

작 압의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차단이 용이하지 않은 

단 을 갖는다[6].

본 논문에서는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각 신·재

생 분산 원에 한 동작특성을 분석하고 PSCAD/EMTDC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세모델을 구 하 다. 구 한 분

산 원 모델을 이용하여 간단한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

하고 에 지 리기법에 타당한 시나리오를 정하여 계통연계

와 단독운  시의 동작을 검증하 다.

2.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그림 1에 보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분산 원으로는 출

력조 이 불가능한 풍력발 과 태양 발 , 출력조 이 가능

한 연료 지발 을 사용하 고 에 지 장으로는 슈퍼커패

시터와 배터리를 사용하여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

다. 

풍력발 기는 가용풍속범 가 넓고 증속기가 필요 없는 

2kW PMSG(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로 

3상 PWM 컨버터에 의해 DC 그리드에 연계되며 풍속에 따

른 출력의 효율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항상 최 의 출력

을 내기 해서 최 출력 추 제어기법을 사용하 다. 

PV(Photo-voltaic) Array는 DC 출력을 승압하기 해 무

변압기타입의 부스트컨버터를 사용하여 DC 그리드에 연계

하며 용량은 1.5kW이다. 일사량과 온도에 따라 출력 특성이 

변동하고 이에 따라 효율이 변하므로 항상 최 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최 출력 추 제어기법을 사용하 다.

연료 지는 PEM(Proton Exchange Membrane) 방식으로 

스택용량은 1.2kW 인데, 특성상 출력 압이 낮으므로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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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에 연결하기 해선 높은 승압비를 가진 컨버터를 사

용하여야 한다. 한 류리 에 큰 향을 받는 연료 지

의 특성을 고려하여 류형 방식의 3상 DC/DC 부스트 컨

버터를 사용하며, 서지 압 감용으로 능동 클램  회로를 

도입하여 압 스 칭이 가능하게 하 다[7].

에 지 장용 컨버터는 충·방 이 가능한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하며 류리  감소를 해 2상 Interleaved 

방식의 컨버터를 사용하 다. 에 지 장은 DC 마이크로그

리드의 체 인 에 지를 리하는 요한 역할을 하며 슈

퍼커패시터와 배터리를 사용하여 력 운용의 안정성을 확

보하고 고품질의 력공 을 가능하도록 하 다.

계통연계인버터는 일반 인 3상 PWM 컨버터를 사용하

며 계통연계 시에 DC 마이크로그리드의 DC 그리드 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면서 계통의 무효 력과 고조 함유율을 제

어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그리드에는 여러 형태의 부하가 존재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부하의 경우를 다루지 않고 가변

항을 사용하여 통합 인 부하로 모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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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DC Micro-grid

3. 시스템 특성 분석

3.1 력조류

그림 2는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력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PV Array의 출력 력과 풍력

발 기의 출력 력, 연료 지의 출력 력을 분산 원의 출력

의 합인 PDG로 정의하면 식(1)과 같이 표 된다. 력의 제

어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해서는 마이크로그리드에 다른 

분산 원이 추가되어도, 분산 원의 출력은 합으로서 표 한

다. 분산 원에서의 출력은 단방향성으로 DC 그리드에 력

을 공 하는 주 에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에 지 장에

서는 충·방 에 의해 DC 그리드의 에 지를 제어하므로 

력의 흐름은 양방향성이며, 제어해야 하는 력의 퍼런스

는 식(2)와 같다.

에 지 장이 최 로 충 되거나 는 방 되었을 때에는 

계통으로 잉여 력을 공 하거나 계통에서 부족 력을 공

받으며 이때의 력 수식은 식(3)과 같다. 부하는 DC 그리

드에서 력을 공 받는 수요자로 단방향성을 갖는다. 따라

서 부하의 수요에 따라 에 지 장에서의 충·방  제어가 

이루어지며 이는 부하에 끊임없는 고품질의 력공 을 가

능하게 한다. 부하가 추가로 운용될 시에도 부하의 력은 

모두 합해져 PLOAD로 표 하여 력제어를 간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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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구성요소의 력조류

Fig. 2 Power Flow of Each Component

      P DG = P WG + P PV + P FC
            (1) 

       P ES = P DG - P LOAD
                   (2) 

PBULK = PDG - PES - PLOAD              (3) 

3.2. 에 지 운용기법

본 연구에서는 에 지운용기법을 계통연계 시와 단독운  

시로 나 어 근하 다. 계통연계운  시에는 연계용 인버

터가 DC 그리드 압의 제어권을 가지고 단독운  시에는 

에 지 장에서 갖는다. 에 지 장으로는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를 사용하여 연계운 이나 단독운  시 부하가 원하

는 고품질의 력을 공 할 수 있도록 하 다[8].

그림 3은 계통연계 시에 에 지운용기법에 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하곡선은 일반 인 

하루 동안의 요구량을 표 한 것이다. 분산 원으로부터의 

출력이 충분이 커서 부하를 감당하고 에 지 장에 충 되

고도 남는 력은 계통으로 보내지며, 분산 원에서의 출력

이 부족하고 에 지 장에서 공 하는 력도 부하를 감당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통으로부터 력을 공 받는다. 계통

연계 시에 에 지 장의 운용은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의 

장·단 을 서로 보완하여 안 하고 효율 인 방식으로 운용

한다.

슈퍼커패시터는 빠른 충·방  특성을 갖지만, 긴 시간 동

안 방 한 에 지를 장할 수 없어 단독운  시 력 리

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배터리는 슈퍼커패시터에 비해 반

응은 느리지만 방 한 용량의 에 지를 장할 수 있다. 따

라서 격하고 은 력의 변화는 슈퍼커패시터가 감당하

며, 긴 시간 동안의 방 한 력의 변화는 배터리에서 리

하도록 한다. 슈퍼커패시터는 충 동작에서 방 , 방 동작

에서 충 동작으로 천이되는 구간에서 력의 충·방 을 실

시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충 동작

을 멈추고 이어서 배터리가 력 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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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이크로그리드의 계통연계 운

Fig. 3 Interconnected operation of Micro-grid

그림 4에 단독운 시의 에 지 운용기법에 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독운 이 검출되어 계통과 마이크로그리

드가 분리되면 연계용 인버터는 제어의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안의 구성요소들 에서 DC 그리드

의 압제어를 수행해 주어야 한다. 분산 원의 력변환기

는 분산 원의 효율 인 운용을 해 출력제어를 담당해야 

하므로 에 지 장에서 DC 그리드의 압 제어를 수행하도

록 한다. 단독운  시에는 슈퍼커패시터에서 DC 그리드의 

일정 압제어를 수행하며 격한 에 지의 변화에 해서 

보조의 역할을 하고 배터리에서 력 리를 수행한다.  슈

퍼커패시터는 압제어를 수행하면서 충·방  동작이 천이 

될 때에 배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의 에 지를 보충해 

다. 이때, 배터리에서 력 리를 수행하므로 슈퍼커패시

터에서 압제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하는 력의 

부담은 히 어들게 된다. 따라서 슈퍼커패시터의 용량

을 게 산정할 수가 있으며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체 

시스템의 가격과 부피를 일 수 있다.

그림 4 마이크로그리드의 단독 운

Fig. 4 Islanded operation of Micro-grid

3.3. 에 지 장의 제어 

그림 5는 계통연계 시 에 지 장의 운용기법에 해 나

타낸 것이다. 에 지 장은 DC 그리드의 력상황에 따라 

충·방  동작을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에 지

장의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 계통과의 수 계가 행해짐으

로써 DC 그리드의 력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분산 원들의 출력을 합하여 PDG로 정의한다. 에

지 장은 PDG와 PLOAD의 차에 의하여 충·방  동작을 수행

한다. PDG가 PLOAD보다 클 경우에 Charge Mode로 동작하고 

이때 충 되는 력은 두 측정값의 차이가 된다. 먼  슈퍼

커패시터 컨버터가 동작하며 설정한 최 압까지 증가하면 

동작을 멈추고 배터리 컨버터가 동작하여 력 리를 수행

한다. 배터리가 완 히 충 되면 배터리 컨버터는 동작을 

멈추고 이때 잉여 력은 계통으로 공 하도록 하며 배터리

가 완 히 충  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력 리 제어를 수

행한다. PLOAD가 PDG보다 클 경우에는 Discharge Mode로 

동작하고 이때 방 되는 력은 두 측정값의 차이가 된다. 

충  시와 마찬가지로 먼  슈퍼커패시터 컨버터가 동작하

여 력을 방 하고 슈퍼커패시터의 압이 최소 압까지 

감소하면 동작을 멈춘다. 이어서 배터리 컨버터가 동작하며 

배터리가 완 히 방 하게 되면 컨버터는 동작을 멈추고 이

때의 부족한 력은 계통으로부터 공 받도록 하며, 배터리

가 완  방 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력 리 제어를 수행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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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통연계 시 에 지 장 운용

Fig. 5 Energy Flow of Interconnected operation

일반 으로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요소들의 용량을 산정

할 때에 계통과의 력수 을 배제한 상태로 산정하지만, 출

력이 불안정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분산 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계통과의 력수 계를 최종 단에 

고려해 주었다. 충·방  동작이 바 는 시 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Mode Change가 이루어 져야 하며 PES의 부호를 

감지하여 Mode Change Index로 사용한다. Mode Change시

에는 항상 배터리용 컨버터는 동작을 멈추고, 슈퍼커패시터 

컨버터가 먼  동작하게 되며 슈퍼커패시터나 배터리 컨버

터  어느 것이 동작하는 순간, 혹은 둘 다 동작을 멈추고 

있어도 Mode Change는 이루어진다.

그림 6은 단독운  시 에 지 장의 운용기법에 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독운  동안은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 컨

버터가 모두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해 연속 으로 동작

한다. 슈퍼커패시터에서는 DC 그리드의 일정 압제어를 수

행하며 격한 에 지의 변화에 해서 보조의 역할을 하고 

배터리에서는 력 리를 수행한다. 배터리 컨버터는 계통

연계 시 에 지 장의 운용방식과 유사한 알고리즘으로 동

작한다. 배터리가 충 을 계속하면서 압이 설정한 최

압까지 증가하면, 출력을 조 할 수 있는 분산 원의 컨버터

를 제어하여 체 분산 원의 출력을 이도록 한다.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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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방 을 계속하면서 압이 설정한 최소 압까지 감소

하면, 력을 공 할 수 있는 에 지원이 더 이상 없게 되므

로, 요하지 않은 부하를 체하도록 한다. 단독운  시에

는 배터리의 용량이 완 히 방 되지 않도록 배터리의 용량

을 충분히 크게 산정하고, 분산 원의 용량을 정하게 산정

하는 것이 요하다. 

Reduce  PDG

START

Charge Mode

YES NOPDG > PLOAD 

Mode Change

VBAT  > VHIGH

Cut  Some Loads

Discharge Mode

VBAT  < VLOW

Battery DC/DC ConverterSC DC/DC Converter

Voltage Control
Mode

PDG - PLOAD = PES PLOAD - PDG = PES

그림 6 단독운  시 에 지 장 운용

Fig. 6 Energy Flow of Islanded Operation

 

3.4. 에 지 장동작 분석

슈퍼커패시터의 에 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해서 압의 

50%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체 에 지의 3/4정

도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식 (4)와 같다.

  



 




  







 







 

   






          (4)

 

이때 필요한 에 지와 방 기의 압이 결정되면 필요

한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효율을 고려하여 

의 에 지를 최  5 간 보상할 때 필요한 에 지는 , 

기 최  충 압이 이면 Super Capacitor의 용량은 

식 (5)로 산정된다. 실제로 은 모듈설계가 어려우므로 

총 용량에 약간의 마진을 두어서 높은 용량인 으로 선

정한다. 

 

×




 


×


             (5)  

교류시스템과 연결되는 인버터의 용량에 맞추어 배터리가 

감당하여야 하는 력을 로 정하 다. DC그리드의 압

이 임을 고려하 을 때 Converter의 Duty가 가능한 범

에서 한 DC 압을 산정한다.  모듈구성의 용이성과 

가격 인 면을 고려하여 의 단  셀 100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조건일 때 사용되는 배터리

의 류는 식 (6)과 같이 산정된다. 

  ×


×


         (6) 

에 지 장을 보호하고, 사용수명을 늘리기 하여 계통

연계 시나 단독운  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놓은 압의 

제한치 안에서 동작하도록 한다[9].

그림 7(a)는 계통연계시의 압제한의 제어에 해 나타

낸 것이다. 이 경우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의 압제한 값

은 서로 다르며 설치 용량에 따라 조정해주어야 한다. 에

지 장의 압은 충·방  동작을 수행하면서 설정해놓은 

상·하한치까지 증가 는 감소하면 컨버터의 스 칭동작을 

멈추어 설정된 상·하한치 사이에서 제어된다. 그림에서 

VMAX는 충  시 에 지 장의 최 제한 압이며, VMIN은 방

 시 에 지 장의 최소제한 압이다. 운 역에서는 이 

값에 마진을 고려하여 설정한 제한치인 VHIGH와 VLOW를 사

용하여 충·방 을 수행한다. 한 슈퍼커패시터는 계통연계 

시와 단독운  시의 제한치를 다르게 설정하 다. 계통연계 

시는 어느 상황에서도 단독운 으로 이행 할 수 있도록 

력의 여유를 두어야 하므로 단독운 시보다 은 폭으로 

압 제한치를 설정하 다.

그림 7(b)는 단독운 시의 동작 역을 나타낸 것인데, 마

이크로그리드의 안 한 제어를 하여 단독운  시에는 에

지 장이 멈추는 순간이 없도록 동작한다. 만일 슈퍼커패

시터가 최  제한치 까지 충 되면, 배터리에서 DC 그리드

의 력을 흡수하여 슈퍼커패시터가 력을 방 하도록 제

어한다. 반 로 슈퍼커패시터가 최소 제한치 까지 방 되면, 

배터리에서 력을 방 하여 슈퍼커패시터가 력을 충 하

도록 제어함으로써, 슈퍼커패시터 컨버터가 지속 으로 DC 

그리드의 일정 압제어를 수행한다.

VES [V]

VHIGH

Stop
Mode

Discharge 
mode

VES ＜ VLOW  
OR  

VES ＞ VHIGH

Change to Stop modeVLOW

Charge 
 mode

Stop
Mode

VMAX

VMIN

VLOW � VES � VHIGH

(a) 계통연계시의 압 제한 

VES [V]

VHIGH

Discharge 
mode

VLOW

Charge 
 mode

VES ＜ VLOW
Change to Charge mode

VES ＞ VHIGH
Change to Discharge mode

Discharge 
mode

VMAX

VMIN

VLOW � VES � VHIGH

(b) 단독운 시의 압 제한

그림 7 에 지 장의 동작 압 제어

Fig. 7 Operation Voltage Control of Energy Storage

 

 3.5. 구성요소 제어

그림 8은 마이크로그리드에 포함된 각 구성요소의 제어기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10]. 계통연계인버터는 원하는 그리드

압을 실측 그리드 압과 비교하여 압제어기를 통과하여 

기 류를 생성하고 이 값을 실측 류와 비교하여 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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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를 거쳐 3상 PWM 컨버터의 게이트펄스를 생성한다.

PV Array는 일사량과 온도에 의해 변동하는 출력을 항

상 최 가 되도록 제어한다. 사용되는 컨버터는 출력단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항상 

최 출력을 얻기 해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제어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동작이 

안정 이고 구 이 용이한 방식인 P&O(Perturbation and 

Observation) 기법을 용하 다[10].

PMSG의 삼상 PWM 컨버터는 풍속에 따라 변동하는 출

력을 항상 최 로 그리드에 공 할 수 있도록 제어를 수행

한다. 발 기의 각속도가 일정하도록 류제어를 하면 블

이드의 출력계수가 최 로 되어 발 기의 출력이 최 가 되

도록 MPPT 제어를 수행한다. 최 출력을 내도록 계산된 기

각속도는 실측 각속도와 비교된 후 속도제어기에 의해 기

류를 생성하고 이 기 류는 측정된 류와 같이 류

제어기를 통과하여 삼상 PWM 컨버터의 게이트 펄스를 생

성한다.

연료 지는 무부하와 정격부하 시 출력 압의 변동이 아

주 커 낮은 출력 압을 높은 압으로 승압하는 DC 컨버터

를 필요로 한다. 연료 지는 출력을 조 할 수 있는 에 지

원이므로 에 지 리를 고려하여 효율 으로 활용하는 제어

가 필요하다. 출력 력을 연료 지의 출력 압으로 나눠 기

류를 생성하고 이 값과 실측 류를 류제어기를 통과

시켜 컨버터의 게이  펄스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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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제어 개념

Fig. 8 Control Concept of DC Micro-grid

그림 9(a)는 계통연계 시의 슈퍼커패시터와 계통연계, 단

독운 시의 배터리 컨버터 제어블록을 나타낸 것이다. 분산

원이 생산하는 력의 총합과 부하가 소모하는 력의 차

를 기 력으로 하고, 이 기 력을 에 지 장 양단의 

압으로 나 어 기 류를 생성하고 이를 양분하여 각 컨버

터 leg에서 추종해야 하는 기 류를 만들어 낸다. 각 컨버

터 leg의 실측 류와 기 류는 PI 제어기를 통과한 후 기

압을 생성하여 비교기를 거쳐 게이트 펄스를 생성한다. 

그림 9(b)는 단독운  시 슈퍼커패시터 컨버터의 제어블록

을 나타낸 것이다. 기 압과 실측 압을 비교하여 PI 제

어기를 통과시킨 후 양분하여 각 leg의 기 류를 생성한

다. 각 컨버터 leg의 실측 류와 기 류는 PI 제어기를 통

과한 후 기 압을 생성하여 비교기를 거쳐 게이트 펄스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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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 지 장의 제어 블록

Fig. 9 Control block of energy storage

4. 분산 원들의 세부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실질 인 근을 하여 마이크로그리드에 

포함된 각 분산 원의 출력특성을 PSCAD/EMTDC 소 트

웨어를 이용한 모델링을 수행하 다. 각 분산 원의 입·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모형을 C-언어로 코딩한 사용자정의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그 성능을 확인하 다. 태양

지와 연료 지는 그 특성수식을 사용하여 구 하 으며, 

풍력발 기는 내부 라이 러리의 동기발 기를 변형하여 구

하 다. 

 4.1. PV Array모델링 

PV Array는 (직렬 수) × (병렬 수)의 태양 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나타낸 출력

류는 식 (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한편, 일사량과 온도에 한 태양 지의 단락 류는 식 

(9)와 같이 표 된다.

   

            (9)

 

여기서,   = 기 온도([]),   = 기 온도에서의 

단락 류 [A],   = 일사량 []이다.

태양 지의 출력은 입력되는 일사량과 온도에 따라 변하

므로 이에 따라 V-I 출력특성 곡선이 변하게 된다.  수식

을 사용하여 C-언어로 태양 지의 출력모델을 구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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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검증을 하여 PSCAD/EMTDC 소 트웨어로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그림 10은 구 한 태양 지의 모델과 출

력특성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a) PV Array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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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I & V-P특성커  

그림 10 PV Array 모델  특성 그래

Fig. 10 Model of PV Array & characteristic graph

 

 4.2. PEMFC 모델링

이상 인 연료 지의 단 cell 압은 이론 인 연료 지 

의 값인 1.229V이다. 그러나 실제 연료 지 출력 압은 

주변 조건에 의해 이론값보다 낮게 출력되며 세 가지의 분

극 상에 따른 손실로 비선형 인 특성을 보인다. 연료 지 

단  cell의 출력 압은 식(1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 cell=E r,P,T-E act-E con-E ohm
         (10) 

여기서 는 평형  압, 은 활성화분극 손실, 

은 농도분극 손실, 은 항분극 손실이다. 는 

극표면에서 발생하는 반응 속도 차이에 의한 분극으로써 식

(11)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식 (12)의 는 교환 류 도로서 

내부 압력에 한 식에 의해 연료 지의 압효율을 좌우한

다. 은 반응물의 농도 기울기 차이에 의한 분극으로써 

식(13)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은 해질 항, 극 항, 

도선 항으로 인한 분극으로써 식(14)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연료 지 특성수식을 사용하여 C-언어로 출력 특성을 구

하 으며, 검증을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11은 

구 한 연료 지스택 모델과 출력특성 그래 이다. 평형

 압에 해 세 가지 손실성분에 의한 실제 출력 압인 

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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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  cell 모델  압 특성 그래

Fig. 11 Model of fuel cell & characteristic graph

 4.3. PMSG모델링 

PSCAD/EMTDC 소 트웨어는 PMSM 라이 러리를 별

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권선형 동기기 라이 러리에 일

정한 계자 압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PMSM을 구 하 다. 

그림 12는 주어진 풍속에 해 토크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PMSG의 회 속도는 스 일링을 

통하여 블 이드의 회 속도로 변환되고, 풍속과 블 이드의 

반경을 가지고 주속비를 구한다. 구해진 주속비를 가지고 3

차 함수로 모델링된 출력계수를 구하고 이 값으로 블 이드

의 출력과 토크를 구하여 2kW 구자석동기발 기에 합

한 토크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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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블 이드 토크 산출 알고리즘

Fig. 12 Algorithm of blade torque calculation

그림 13에 구 한 PMSG시뮬 이터와 풍속에 따른 

PMSG의 토크, 출력, 회 속도의 그래 를 나타내었다. 시뮬

이터에 입력되는 풍속에 따라 계산된 토크를 동기발 기

에 입력하여 3상의 교류출력을 발생시킨다. 변동하는 풍속

을 입력받아 계산된 토크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력을 출

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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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MSG 시뮬 이터 & 풍속에 따른 풍력터빈의 토

크, 출력, 회 속도

Fig. 13 Model of PMSG simulator & characteristic graph

5. 시뮬 이션에 의한 검증 

5.1 시뮬 이션 회로도

제안하는 DC 마이크로그리드 운용기법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PSCAD/EMTDC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력회로와 

PWM 발생회로는 소 트웨어 제작사가 제공하는 회로요소

를 사용하 고, 각 분산 원의 모델과 시스템제어기는 C-언

어로 코딩한 사용자정의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14는 C-언

어로 코딩하여 구 한 사용자모델 MGCC(Micro Grid 

Central Controller) 이다. 이 안에는 태양 지, 연료 지, 

PMSG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컨버터의 제어명령과 

에 지 리에 필요한 데이터포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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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마이크로그리드 앙제어기 

Fig. 14 Micro Grid Central Controller

MGCC의 좌측은 풍력발 의 풍속 데이터와 태양 지의 

일사량 데이터, 각 제어요소의 기 입력과 연료 지의 출력

생성을 한 입력 데이터 등 각종 입력신호들의 포트로 구

성되어있다. MGCC의 우측은 각 분산 원의 출력과 컨버터

의 PWM 기 신호 등 각종 출력신호의 포트로 구성되어 있

다.

표 1은 시뮬 이션에 사용된 DC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

소들의 라미터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각 구성요소의 성능 라미터 

Table 1 Performance Parameter of Each Component

계통연계형 인버터

   변압기

     

PMSG

정격용량 정격 압
정격 

회 속도

정격 

주 수

발 기 

성

       · 
PV Array

정격용량    
    

PEMFC

정격용량 정격 압 HF TR  
      

Super Capacitor

커패시

턴스
내부 항   

 Ω   

Battery

정격 압 내부 항    
 Ω   

5.2 시뮬 이션 시나리오

계통연계 시와 단독운  시에 해 5  동안 시뮬 이션

을 모의하 으며 체 시뮬 이션 동안에 에 지 장의 동

작을 확인하기 하여 임의로 합한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표 2는 시뮬 이션에서 설정한 운 모드이며 계통연계 

상황과 단독운  상황, 부하의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시뮬

이션이 시작하고 0.5 까지 계통과 연계운 하며 부하는 

격하게 변화를 주고 1.5 까지 1  동안 단독운  상황을 

발생시켰으며, 시뮬 이션이 끝날 때까지 계통연계 운 하

다. 표 3과 4는 PMSG의 풍속데이터와 PV Array 일사량 

데이터 테이블이다. 실질 인 분산 원의 출력 특성을 반

하기 하여 시간  별로 입력 데이터의 변화를 주어 출력

을 변동시켰다.

 

표   2  동작 모드

Table 2 Operation Mode

 ∼0.5 ∼1.0 ∼1.5 ∼2.3 ∼3.5 ∼4.0 ∼5.0

 




  400 3200 400 800

 

표   3 PMSG출력을 한 풍속데이터

Table 3 Wind speed for PMSG

 0∼1.0 ∼2.0 ∼3.0 ∼4.0 ∼5.0

 



Increase

∼7.5

Increase

∼8.0

Increase

∼10

Increase

∼12

Decrease

∼11.0

 ⇧ 0.23 ⇧ 0.39 ⇧ 0.82 ⇧ 1.5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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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V Array출력을 한 일사량 데이터

Table 4 Insolation data for PV Array

 0∼1.0 ∼2.0 ∼3.0 ∼4.0 ∼5.0


 

Increase

∼800
Increase

∼1000
Decrease

∼700
Decrease

∼500
Decrease

∼400

 ⇧ 1040 ⇧ 1310 ⇩ 900 ⇩ 630 ⇩ 500

5.3. 시뮬 이션 결과 분석

그림 15(a)는 각 구성요소의 력변동을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 에서 부터 PMSG, PV ARRAY, 연료 지의 출력

을 나타낸다. PMSG와 PV ARRAY의 출력은 입력되는 풍

속과 일사량에 변동하며, 연결된 컨버터에서 최 출력제어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b)의 첫 번째 그래 는 분산 원의 출력 합이고 

두 번째 그래 는 부하의 소모 력을 나타낸다. 세 번째 그

래 는 에 지 장에서 리해 주어야 하는 력을 나타낸

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 는 계통으로 공 되는 력을 나

타낸다. 이들 그래 에서 마이크로그리드는 계통연계나 단

독운  어느 상황에서도 부하가 원하는 만큼의 고 품질의 

력을 지속 으로 공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단독운

이 발생하거나 재연계시에 빠른 속도로 안정된 력을 공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c)는 에 지 장의 동작 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첫 번째 그래 는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를 동일 축에 나타

낸 것이며 두 번째 그래 는 배터리만, 그리고 세 번째 그래

는 슈퍼커패시터 만의 력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0.5  

까지는 계통연계모드로 슈퍼커패시터가 동작하여 력

리를 행하고 0.5 부터 1.5 까지 단독운 이 발생하는 동안

에 슈퍼커패시터에서 DC 그리드 압을 제어한다.

측한 로 일정 압 제어모드로의 신속한 환이 이루

어지며 단독운  시 슈퍼커패시터가 그리드의 압을 제어

하고 배터리에서 력 리를 수행함으로 슈퍼커패시터에서

의 력출입이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운  동안에 배

터리에서는 큰 부하의 변동에 해 충 모드에서 방 모드

로 신속히 환되며 안정된 력공 을 나타낸다. 계통과 

다시 연계되는 시 에서 배터리는 동작을 멈추고 슈퍼커패

시터가 동작을 시작하고, 에 지 장에서의 운용 알고리즘으

로 모드 환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 그래 에서 슈퍼커패시터의 압이 설정해놓은 

압의 최소 운 범 까지 감소하게 되면 슈퍼커패시터 컨버

터는 Stop Mode로 동작하며, 배터리 컨버터가 Discharge   

Mode로 동작한다. 부하가 감소하여 잉여 력이 생산되었을 

때 슈퍼커패시터 컨버터는 Charge Mode로 동작하고 설정해

놓은 압의 최  운 범 까지 증가하게 되면, 배터리 컨버

터가 동작하여 잉여 력을 배터리에 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d)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 는 계통의 류와 

그리드의 압을 나타낸 것이다. 체 시뮬 이션 동안  그

리드의 압은 일정하게 제어되고 있음을 검증 하 다. 세 

번째 그래 는 계통의 류를 확 한 것으로 정 에 가까

운 류를 출력하고 있다. 마지막 그래 는 계통 류의  

고조  왜형율로서, 계통에 연계하여 운 하기 한 기 치 

5%보다 낮은 고조 를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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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뮬 이션 결과 

Fig. 15 Simulation Result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각 신재생 

분산 원에 한 동작특성을 분석하고 PSCAD/EMTDC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상세모델을 구 하 다. 구 한 분산

원 모델을 이용하여 간단한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

고 에 지 리기법에 타당한 시나리오를 정하여 계통연계와 

단독운  시의 동작을 검증하 다.

다양한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에 지 리방식에 의

해 DC 마이크로그리드는 계통연계와 단독운  시 모두 부

하에 안정 인 력공 과 각 분산 원의 효율 인 운 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심이 증가하고 있는 DC 시스

템과 스마트그리드에 한 기 연구로 향후 하드웨어 축소

모형이나 실제규모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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