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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implementation of the laboratory-scale microgrid using energy storage system. Also, 

this paper develops a simulation model of the microgrid with same parameters on the laboratory-scale microgrid using 

PSCAD/EMTDC.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This shows the validity of 

the simulation model. A valve regulated lead acid (VRLA) battery is used to store energy. Energy storage system with 

fast response is able to maintain power quality of sensitive load within the micro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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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그리드는 수용가의 신뢰도와 력 품질 향상을 

해 소개되었다[1]. 마이크로그리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

재생에 지 는 에 지 장장치를 채용한 마이크로 원

과 수용가들로 구성되고, 단독 운 (islanded operation)이 

가능한 소규모 배 망으로 정의될 수 있다[1][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 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스마

트그리드(smart grid)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

존 력망에 IT기술이 목되어 소비자 는 이들의 단체인 

수용가가 참여할 수 있는 력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앞

으로 수용가가 단순 력소비 형태에서 신재생에 지의 발

과 수요 리(demand response) 형태로 환될 것이다. 이

러한 수용가가 통합 리되어 력망 운 자와 연결되기 

해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와 같은 운  방식이 요구된

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스마트그리드에서 하나의 셀 는 노

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계층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은 스마트그리드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  마이크로

그리드가 단독으로 운 될 때, 력 수  균형을 만족시키고 

기  주 수  압을 제공하기 해서 에 지 장장치가 

요구된다. 에 지 장장치  부하 체(load-shedding) 방

법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단독 운  제어 략과 함께 

마이크로그리드 내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이크로 원 동특성 

해석을 한 시뮬 이션이 수행되었다[2]. 신재생에 지 등

의 력원을 채용한 마이크로 원이 기  주 수  압

을 제공하기 해서 DC-link에 지가 채용된 것이 가정되

었다[1-4].

단독으로 운 되는 마이크로그리드는 상  계통이 정상상

태로 회복되었을 때, 상 계통에 재 속되어야 한다. 상  

계통에 재 속되기 해서 마이크로그리드 내 마이크로 

원들의 출력 압을 제어하여 상  계통과 재 속하는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ion)를 이용한 시뮬 이션

이 수행되었다[3]. 마이크로 원들의 출력 압 제어 없이 

상  계통과의 주 수 차에 의한 재 속 한 연구되었다

[4]. 그러나, 압 크기 불일치에 의해 재 속시 많은 과도상

태를 보 다.

본 논문에서는 납축 지를 에 지 장장치로 채용한 마

이크로 원을 이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운 을 

PSCAD/EMTDC[5] 기반의 시뮬 이션과 실험실 규모의 실

험으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원은 마

이크로그리드가 상  계통에 연계되어 운 될 때, 유효  

무효 력을 제어하고, 상  계통이 정 되었을 때, 마이크로

그리드를 단독 운 으로 환하여 마이크로그리드 내 부하

에게 계속해서 력을 공 한다. 마이크로 원이 납축 지

를 충 하고 있는  단독 운 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마이

크로 원은 즉시 마이크로그리드 내 부하에게 력을 공

할 수 있다. 단독 운   상  계통이 정상상태로 회복되

면, 마이크로 원은 상  계통과 압을 동기화한 후 마이

크로그리드를 상  계통과 재 속한다. 

실험 장치와 동일한 라미터 기반의 시뮬 이션 모델이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 다. 실험에서 이용된 

납축 지는 수 의 시뮬 이션에서 이용된 직렬 항과 압

원의 간단한 납축 지 모델만큼이나 빠른 응답을 보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원의 PSCAD/EMTDC[5]

기반 사용자 정의 모델은 로그램 언어만 변환되어 실험용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등에서 그 로 이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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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로를 통해 연결된 압원

F ig. 1 Voltage source interconnected through a line

2 . 마이크로그리드와 에 지 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는 상  계통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해

서 마이크로그리드 내 력 품질을 유지하기 해 단독 운

으로 환될 수 있다. 단독 운 으로 환시 마이크로그리

드는 부하가 요구하는 력을 즉시 공 할 수 있어야 한다

[1[]2]. 따라서 마이크로그리드 내 마이크로 원  하나 이

상은 마이크로그리드 내 력 수  균형을 하여 에 지 

장장치를 채용하여야 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단독으로 운 되는 경우, 마이크로그리

드의 기  주 수  압이 제공되어야 한다[1[]2]. 기  주

수  압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원은 제공된 기  주

수  압에 해 부하에서 요구하는 력을 즉시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늦은 응답 특성을 가지는 신재

생에 지 등을 가진 마이크로 원은 에 지 장장치를 채

용해야 기  주 수  압을 제공할 수 있다.

에 지 장장치를 가진 마이크로그리드가 계통과 연계되

어 운 될 때, 마이크로그리드 내 부하의 잦은 변동에 한 

안정화  최  력 감소가 가능하다. 한, 상  계통으로

부터 수요 리가 가능하고, 압 품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

다.

3. 마이크로 원 의 제 어 시스템

그림 1은 두 개의 압원  , 가 선로  임피던스 를 

통해 연결된 것을 나타낸다. 마이크로그리드가 실제 용될 

배 선로의 경우, 압선로가 주가 될 것이며 배 선로는 

부분 이다. 압제어 압원형 인버터를 고려한다면, 

KVL 문제를 해결하고 력 제어를 원활히 하기 해서 출

력 측에 계통 연계 인덕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두 개의 

압원 사이 선로 임피던스는 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림 1에서 선로 임피던스를 ≈로 가정할 수 있고, 두 개

의 압원 사이에서 흐르는 유효  무효 력은 식 (1), (2)

와 같이 된다[6]. 

  


 (1)

 







 (2)

여기서, , 는 각각 두 개의 압원 사이에서 흐르는 유

효  무효 력이고,  ,  , 는 각각 압의 크기와 각 

압의 상차이고, 는 선로의 인덕턴스 성분이다. 

식 (1)과 (2)는 각 압의 상차인 에 의해 비선형으

로 표 된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로 부분 운

되기 때문에,  ≈ ,  ≈로 가정할 수 있고, 이로

부터 식 (1)과 (2)는 식 (3)과 (4)로 나타낼 수 있다.

≈


 (3)

≈ 


  (4)

마이크로 원의 유효 력은 식 (3)에서와 같이 각 압

의 상차인 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PI 제어기를 이용

한 마이크로 원의 유효 력 제어기는 식 (5)와 같이 표

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단독으로 운 될 때는 부하에서 요

구하는 유효 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단독 운 시 식 

(5)에서 2번째 항은 이용되지 않는다. 그림 2는 마이크로 

원의 유효 력 제어기를 나타낸 것이다. 


  


  

  (5)

여기서, 
는 인버터의 PWM으로 입력되는 마이크로 

원의 출력 압 상 지령치이고, 는 정격 주 수이다.

마이크로그리드가 단독 운   상  계통과 재 속되기 

해서는 각 압의 상  크기의 재동기화가 요구된다. 

그림 2에서 “Re-synchronization controllers” 는 압의 

상을 재동기화하기 해 추가되고 식 (6)과 같이 표 된다.

   
    (6)

 

여기서 는 상  계통 압의 상이고, 는 마이크로 

원의 출력 압 상이다.

마이크로 원의 무효 력은 식 (4)에서와 같이 각 압

의 크기차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PI 제어기를 이용한 마이

크로 원의 무효 력 제어기는 식 (7)과 같이 표 된다. 유

효 력 제어기와 같은 방법으로 무효 력 제어기에서도 단

독 운   재동기화 제어가 동일하게 용된다. 재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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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ymbol Value

System base

 1.0[kVA]

 110.0[V]

Nominal frequency  60[Hz]

Nominal voltage magnitude  89.8146[V]

Transformer
rating 3.0[kVA]

  0.1[p.u.]

Sensitive load
Resistance  40.0[Ω]

ESL  0.2[mH]

LC-filter 
inductor

Inductance  0.1[mH]

ESR  10.0[mΩ]

LC-filter 
capacitor

Capacitance  50.0[μF]

ESR  20.0[mΩ]

Interface L
Inductance  8.0[mH]

ESR  0.5[Ω]

Switching frequency  10.0[kHz]

DC-link capacitor  720.0[μF]

DC-link voltage  189-239.4[V]

Integral gain of  
re-synchronizat
ion controller 

Phase angle  10.0

Voltage 
magnitude

 5.0

Integral gain of   PI 
controller 

 10.0

Integral gain of   PI 
controller 

 5.0

표  1 테스트 시스템의 라미터

T able 1 Parameters of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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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

P & Q
Calc.

abc
to 

qe-de dei

qei

PLL

qee

eδ
PLL

qev
P

Q

Real & reactive 
power controller

Re-synchronization 
controller

vδ
*Q*P

qee qeveδ v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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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VSI

dev

vδ

그림 4  마이크로 원의 체 제어시스템

F ig. 4  Overall controller of micro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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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효 력  압 크기 재동기화 제어기

F ig. 3 Controller of reactive power and voltage 

magnitude re-synchronization

제어기는 식 (8)과 같이 표 된다. 그림 3은 마이크로 원

의 무효 력 제어기를 나타낸 것이다. 

 


    

  (7)

여기서, 
는 인버터로 입력되는 출력 압의 크기 지령

치, 는 정격 압이다.

   
    (8)

여기서 는 상  계통의 압 크기이고, 는 마이크로 

원의 압 크기이다.

그림 4에 그림 2와 3의 제어기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원

의 체 제어시스템을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압의 상 

 크기를 계산하기 한 PLL (Phase-Locked Loop)은 본 

논문에서 생략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용된 PLL은 잘 알려져 

있는 동기 PLL로서, 이의 상세 모델은 [7]에서 제공된다. 그

림 4에서 VSI의 PWM 방식은 잘 알려진 SV-PWM 방식이 

이용되고, [8]에서 상세 모델이 제공된다. 그림 4에서 력을 

계산하는 “P & Q Calc.” 블록은 식 (9)와 (10)과 같다.

    (9)

   (10)

Interface L STS

PWM
VSI

Vabc, Iabc

Eabc

V*

Controller

On/off 
signal

P* Q*

LC
filter

TR

Battery

User 
Interface

Sensitive 
load

Grid
110/380V

그림 5  마이크로그리드 테스트 시스템

F ig. 5  Test system of microgrid

4. 테스트 시스템

에 지 장장치를 채용한 마이크로 원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그리드를 구 하기 해서 PSCAD/EMTDC[5]를 이

용한 시뮬 이션과 실험실 규모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마이

크로그리드의 테스트 시스템은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구성되고, 이의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특별히 실험에서와 

같은 결과를 시뮬 이션에서 기 하기 해, 실험의 테스트 

시스템에서 구축된 구성요소들의 라미터를 측정하여 시뮬

이션 모델에 그 로 하 다. 마이크로 원은 PnP(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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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이크로그리드 테스트 시스템의 PSCAD/EMTDC 기반 시뮬 이션 모델

F ig. 6 Simulation model based on PSCAD/EMTDC of microgrid test system

and play)를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4]. 마이크로 원의 제

어기 라미터는 PnP(plug and play) 방식을 고려하여, 직

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값이 이용되었고, PI 제어기의 비

례 이득은 0.0으로 설정되었다. 

마이크로 원의 에 지 장장치는 납축 지가 이용된

다. 납축 지의 정격용량은 60[Ah]이고, 개방 압이 13.3[V]

이고, 방 종지 압이 10.5[V]이다. 이러한 납축 지를 18개 

직렬로 구성하여 인버터의 DC-link에 연결된다. 시뮬 이션 

모델에서 납축 지는 간단히 직렬 항과 DC 압원으로 구

성된다. 빠른 특성을 가진 에 지 장장치는 이와 같은 납

축 지의 모델만으로도 수  동안의 시스템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1][2][4]. [9], [10]에서 제공된 납축 지 모델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납축 지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러

나, 제안된 많은 납축 지 모델들은 긴 시간 동특성 모델로

써, 수 분 이상의 시정수를 가지고, 납축 지의 용량  

SOC(state of charge)가 고려되는 경우 요구된다. 한 납축

지의 단자 압의 변동 특성은 SV-PWM의 선형제어 역

에서 무시될 수 있다.

그림 6은 PSCAD/EMTDC[5]에서 개발된 마이크로그리드 

테스트 시스템의 시뮬 이션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에서 마이크로 원의 제어 시스템은 PSCAD/EMTDC[5]에

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모델(UDC: user-defined 

component)[5]을 이용하여 ‘DSP Controller’와 같이 개발되

었다. UDC로 개발된 제어 시스템의 코드는 실험을 해 

로그램 언어만 변환함으로써 DSP에서 그 로 이용될 수 있

다. 마이크로 원 제어시스템의 실험 모델은 

TMS320F2812가 이용되었다.

5. 시뮬 이션 결과

에 지 장장치를 채용한 마이크로 원으로 구 된 마

이크로그리드의 시뮬 이션이 실험에 앞서 여기서 먼  제

공된다. 시뮬 이션 타임스텝은 5.0[μs]이다.

그림 7과 8은 마이크로그리드가 상  계통과 연계되어 운

될 때, 마이크로 원의 출력을 제어한 것이다. 그림 7은 

1.0 에 유효 력을   로 증가시키고, 1.5 에 무

효 력을   로 증가시킨  것을 보여 다. 그림 8은 

Real & reactive power

Time (sec)
 0.8    1  1.2  1.4  1.6  1.8

p.
u.

-0.2

+0.2

+0.6

  +1

+1.4
Real power Reactive power

그림 7 유효  무효 력 출력 증가

F ig. 7 Increase of real and reactive power

마이크로 원이 에 지 장장치에 에 지를 장하기 

해 1.0 에 유효 력을   로 흡수하는 것을 보

여 다.

Real & reactive power

Time (sec)
 0.8    1  1.2  1.4  1.6  1.8

p.
u.

-1.5

  -1

-0.5

  +0

+0.5

  +1
Real power Reactive power

그림 8  에 지를 장하기 한 유효 력 흡수

F ig. 8  Absorbing real power to store energy

그림 9와 10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모드가 환될 때, 

마이크로 원의 유효  무효 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에서 2.5 에 계통 연계 운 에서 단독 운 으로 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3.0 에 마이크로그리드가 상  계통과 재

속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9에서 2.8 에 유효 력이 조  

감소된 것을 찰할 수 있다. 이것은 상  계통의 압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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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그리드 압보다 낮게 운 되는 경우 재동기화 제어

에 의해 압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림 8에서 마

이크로 원은 단독 운  환 후 마이크로그리드 내 요

한 부하들의 소비 력인    ,  를 계속

해서 제공한다. 그림 9에서 재 속시 순간 인 무효 력의 

감소는 유효 력의 증가에 의한 압 강하에 기인된다.

그림 10은 마이크로 원이 에 지를 흡수하고 있는  

단독 운  모드로 환되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경우에서

도 그림 9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그리드 내 요한 부

하들이 요구하는 력을 마이크로 원이 계속해서 공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al & reactive power

Time (sec)
 2.3  2.5  2.7  2.9  3.1  3.3

p.
u.

-0.2

+0.2

+0.6

  +1

+1.4
Real power Reactive power

그림 9 마이크로그리드 운  모드 환시 마이크로 원의 

유효  무효 력

F ig. 9 Real and reactive power according to transition of 

operation mode of microgrid

Real & reactive power

Time (sec)
 2.3  2.5  2.7  2.9  3.1  3.3

p.
u.

-1.5

  -1

-0.5

  +0

+0.5

  +1
Real power Reactive power

그림 10 유효 력이 흡수되고 있을 때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모드 환 

F ig. 10 Transition of microgrid operation when real power is 

absorbed

6. 실험 결과

여기서는 이 에 제공된 시뮬 이션에 이어 실험실 규모

의 마이크로 원에 의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실험 결과가 제

공된다. 다음에 제공되는 실험 결과 , 유효  무효 력은 

DSP 내부에서 연산된 결과이고, 압  류는 직  측정

된 것이다.

그림 11, 12, 13은 마이크로그리드가 상  계통과 연계되

어 운 될 때, 마이크로 원의 출력을 제어한 실험 결과이

다. 그림 13은 마이크로 원이 에 지 장장치에 에 지를 

장하기 해 유효 력을 흡수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1 유효 력 출력 증가

F ig. 11 Increase of real power

([0.5p.u./div], [100ms/div])

그림 12  무효 력 출력 증가

F ig. 12 Increase of reactive power

([0.5p.u./div], [100ms/div])

그림 13 에 지를 장하기 한 유효 력 흡수

F ig. 13 Absorbing real power to store energy

([0.5p.u./div], [100m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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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15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모드가 환될 

때, 마이크로 원의 유효  무효 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

림 16은 마이크로그리드가 상  계통과 재 속 될 때, 마이

크로 원의 압  류와 부하 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

림 17은 마이크로 원이 에 지를 흡수하고 있는  단독 

운  모드로 환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18은 단독 운  인 마이크로그리드를 상  계통과 

재 속하기 해 마이크로 원이 마이크로그리드의 압과 

상  계통의 압을 재동기화 시키는 것을 보여 다. 그림 

18에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압이 재동기화가 시작되고 12주

기 정도에서 상  계통과 동기화가 완료됨을 찰할 수 있

다.

그림 14 계통 연계 운 에서 단독 운 으로 환시 마이크

로 원의 유효  무효 력

F ig. 14 Real and reactive power of microsource when 

microgrid is transferred from grid-connected to 

islanded operation

([0.5p.u./div], [100ms/div])

그림 15 단독 운 에서 계통 연계 운 으로 환시 마이크

로 원의 유효  무효 력

F ig. 15 Real and reactive power of microsource when 

microgrid is transferred from islanded to 

grid-connected operation

([0.5p.u./div], [100ms/div])

그림 16 단독 운 에서 계통 연계 운 으로 환시 마이크

로 원의 압  류와 부하 압

F ig. 16 Voltage and current of microsource and voltage of 

load when microgrid is transferred from islanded to 

grid-connected operation

([50V/div], [2A/div], [10ms/div])

그림 17 유효 력이 흡수되고 있을 때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모드 환 

F ig. 17 Transition of microgrid operation when real power is 

absorbed

([0.5p.u./div], [100ms/div])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장장치를 이용하여 마이크로그리

드 운 을 PSCAD/EMTDC 기반의 시뮬 이션과 실험실 규

모의 실험으로 구 하 다. 계통 연계시 유효  무효 력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원은 상  계통에서 정  발생시 마이

크로그리드를 단독 운 으로 환하고, 상  계통이 정상상

태로 회복되면 상  계통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압을 재동

기화 하여 상  계통과 재 속한다.

실험 장치와 동일한 라미터 기반의 시뮬 이션 모델은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본 논문의 결과는 간단히 직

렬 항과 압원의 납축 지 모델만으로 짧은 시간에 한 

마이크로 원의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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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재동기화시 마이크로 원과 상  계통의 압

F ig. 18 Voltage of microsource and upstream network 

during re-synchronization

([50V/div], [20m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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