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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배전 시스템을 위한 전력 변환 모듈의 통합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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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DC power that Output of renewable energy being recently developed and researched. Also,

demand of DC power will expect to proliferate due to increase of digital load. Thus, DC distribution system

providing high quality of power and reliability has emerged as a new distribution system. If the conventional

distribution systems are substituted by proposed DC distribution system, the output of renewable energy can be

connected with distribution systems under minimum power conversion. Therefore, in the event of connection

with DC load, it can construct an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integrated parallel operation

of power conversion module for DC distribution system is proposed. Also, this paper proposed modularization of

power conversion devices for DC distribution system and power control for parallel operation of large capacity

system. DC distribution system consists of three power conversion modules such as AC/DC power conversion

module 2 set, ESS module 1 set. DC distribution system controls suitable operation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DC power distribution system and load. Integrated operation of these systems is verifi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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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의 고갈과 더불어 유가

급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과 보급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직류를 필

요로 하는 디지털 부하의 급증으로 인하여 높은 품질을

가지는 직류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계통에 연계시켜 높은 품

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배전 계통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양방향 전력 조류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증가하

는 직류 부하와 연계가 용이한 직류 배전 시스템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현재까지 대부분의 배전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교류

배전 시스템은 직류 출력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들과 직류 부하들을 고려했을 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우선 직류 출력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교

류 배전과 연계 시, 이중의 변환 손실을 필연적으로 가

지게 된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들은 일기 변화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계통과 연계 시 전력 품질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전력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IT기기를 포함한 전자기기, 조명설비들 또한 직

류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교류 배전 계통에서

이 기기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중의

변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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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proposed DC distribution system

직류 배전 시스템은 각각의 기기들마다 사용되는 소

용량의 AC/DC 컨버터를 하나의 대용량 AC/DC 컨버터

로 통합하여 직류의 전력을 배전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변환 장치의 효율은 대용량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

에 다수의 소용량 컨버터들을 하나의 대용량 컨버터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전체 배전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목

표로 하는 것이 직류 배전 시스템의 장점이다. 또한 직

류 출력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직류 전력을 요구

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자기기와 연계 시 기존의 AC/DC

전력 변환 과정이 제거되어 효율 및 신뢰성이 향상된다.

직류 배전 시스템과 같은 대용량의 전력망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력 변환 장치들을 모듈화하여 병

렬로 연계하는 운전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다수

의 전력 변환 장치들을 모듈화하여 사용하게 되면 시스

템을 설계하는데 용이하며, 부품의 단순화, 부품 수의

감소 등을 통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대 이상의 모듈를 병렬로 구성하면 각 모듈

의 센서의 오차, 선로 임피던스의 차이, 전력 반도체 소

자의 특성 차이, 각종 소자들의 파라미터 불일치로 인하

여 제어 전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모

듈 사이에 순환전류를 야기할 수 있다. 순환전류는 교류

시스템에서의 무효전력과 유사하여 시스템의 손실과 유

사하고, 과전류 또한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저감

시키기 위한 제어 기법이 반드시 요구된다.
[3]-[5]

본 논문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을 위하여 각각 설계

된 3개의 전력 변환 모듈을 병렬로 연계하여 구성하였

다. 또한 전체 시스템 및 부하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

전을 하도록 시스템을 제어하였다. 직류 배전 시스템을

이루는 3개의 전력 변환 모듈의 통합 운전은 시뮬레이

션과 실험 결과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2.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템

2.1 직류 배전 시스템의 구성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템의 전

체 회도로이다. 시스템은 AC/DC 전력 변환 모듈 2개와

ESS(Energy Storage System)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AC/DC 전력 변환 모듈은 3상 AC/DC PWM 컨버터

와 3병렬 양방향 DC/DC 컨버터가 직렬 구조로 연결되

어 있으며, PWM으로 인하여 생기는 입력 전류의 고조

파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LCL 필터를 적용하였다. 양방

향 DC/DC 컨버터는 시스템의 응답성 및 소자의 정격·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3병렬로 구성하였다. AC/DC 전

력 변환 모듈은 계통의 3상 교류 전력을 DC-BUS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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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rol block of entire proposed DC distribution system

380[Vdc]로 변환하거나, DC-BUS의 전력을 3상 교류 계

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ESS 모듈은 배터리의 전력을 DC-BUS로 방전하거나,

DC-BUS의 전력을 배터리로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배

터리는 48[kWh] 용량의 리튬-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응답성 및 소자의 정격·부피를 줄

이기 위하여 3병렬로 구성하였다. 3개의 모듈의 출력단

DC-Link는 시스템의 대용량화를 위하여 DC-BUS에

병렬로 연결된다.

2.2 직류 배전 시스템의 제어

그림 2는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템의 전체 제어 블록

도이다.

AC/DC 전력 변환 모듈은 초기 기동을 위한 초기 충

전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3상의 교류 전력을 제어하

기 위하여 좌표변환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

환된 2상의 d-q축 전압 및 전류를 이용하여 3상

AC/DC PWM 컨버터의 정상분 전압을 이용한 위상 검

출, 역률제어, 전류제어, 전압제어를 수행한다. 3상

AC/DC PWM 컨버터에 의하여 승압된 DC 전압은 3병

렬 양방향 DC/DC 컨버터에 의하여 DC-BUS 전압

Fig. 3 Equivalent circuit of output terminal of system

380[V]로 제어되며, 이를 위하여 전압, 전력제어가 수행

된다.

ESS 모듈은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충전·방전을 수행

한다. 방전 시에는 전력제어, 전압제어를 통하여 배터리

의 전압을 DC-BUS로 승압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충전

시에는 Limit를 설정한 전압제어기와 전류제어기를 병렬

로 사용하여 CC(Constant Current)-CV(Constant

Voltage)제어를 수행한다.

3. 병렬 운전 제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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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병렬 운전 제어 원리

그림 3은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템의 출력단의 등가

회로로써, 시스템의 출력단은 각 모듈의 출력 전압, 선

로 임피던스, 부하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모듈의 출력

전압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3)

식 (2)∼(3)을 연립하여 , ,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후, 이를 식 (1)에 대입하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식 (4)를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또한 을 구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구하

면 식 (6), (7)과 같다.

 


(5)

 



(6)

 


(7)

식 (5)∼(7)를 통하여 각 모듈의 출력 전류는 각 모듈

의 선로 임피던스, 부하, 출력 전압에 의해 정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모듈의 출력 전압을 제어함으

로써 각 모듈의 출력 전류를 제어할 수 있고, 일정

DC-BUS 전압 하에 전류를 제어하는 것은 전력을 제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직류 출력의 전압원을

병렬로 연계하면 작은 전압 차이에도 큰 전류가 흐르므

로, 제안된 시스템의 출력단에서도 거의 일정한 DC

-BUS 전압 하에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 제안된 시스템은 AC/DC 전력 변환 모듈 1이

DC-BUS의 전압을 고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AC/DC 전

력 변환 모듈 2와 ESS 모듈이 병렬로 연계되면 전압을

가변하여 출력을 제어한다.
[6]

3.2 Power reference point tracking 기법을 이용한

전력 제어

Fig. 4 Power reference point tracking power controller

그림 4는 간단한 형태의 전력 제어기이다. Power

reference point tracking 전력 제어기는 전력 지령과 실

제 전력의 오차를 통하여 전력을 추종한다. 전력 변환

장치의 용량은 정해져 있으므로, 전력 지령과 실제 전력

의 오차는 일정 상수를 통하여 일정 범위 안으로 제한

이 가능하다. 이 값은 실제 전압에 더해져 전력 제어기

의 출력 값이 되며, 전압 제어기의 지령 값으로 입력된다.


   

 (8)

전력 제어기의 출력 값은 위 식 (8)을 통하여 정해진

다. 전력 지령이 실제 전력보다 큰 경우 현재 전압 값보

다 큰 값을 전압 지령으로, 실제 전력이 전력 지령보다

큰 경우 현재 전압 값보다 작은 값을 전압 지령으로 입

력한다.
[6]

3.3 CC-CV 제어

그림 2는 ESS 모듈의 제어블록도를 포함한다. ESS

모듈의 충전 시, 전압 제어기의 Limit는 Max 1, Min 0

로 설정하였고, 전류제어기의 Limit는 Max 0, Min –1

로 설정하였다.

충전 초기에는 전력 변환 장치가 동작하여도 배터리

의 전압은 바로 지령 전압에 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압 제어기의 출력은 서서히 증가한다. 또한 Duty가

증가하므로 배터리로 충전되는 전류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로 충전되는 전류가 지령 전류보

다 커지면, 전류 제어기는 음의 값을 출력한다. 전류 제

어기가 음의 값을 출력하게 되면 Duty는 감소하고, 배

터리로 충전되는 전류는 감소하여 지령 전류의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력 변환 장치는

일정한 전류로 충전을 하는 CC 제어가 수행하게 된다.

CC 제어를 통하여 배터리의 전압이 서서히 지령 전압

에 도달하게 되면 전압 제어기의 출력은 점차 감소한다.

또한 Duty가 감소하므로 배터리로 충전되는 전류도 점

점 감소하게 되고, 전류 제어기의 출력은 점차 0에 수렴

한다. 따라서 전류 제어기의 영향이 사라지게 되어 지령

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CV 제어가 수행된다.
[7]

4. 직류 배전 시스템의 통합 운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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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 1                 (b) mode 2

Fig. 5 Power flow of ESS separation mode

 (a) mode 1                 (b) mode 2

Fig. 6 Power flow of ESS discharge mode

4.1 ESS 분리 모드

그림 5는 ESS 분리 모드로써, 시스템이 배터리의 충·

방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ESS 모듈이 DC-BUS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5(a)는 ESS 분리 모드 1

로써, 부하의 요구 전력이 50[kW] 미만이므로 AC/DC

전력 변환 모듈 1개만 동작하여 부하를 감당하는 모드

이다. 그림 5(b)는 ESS 분리 모드 2로써, 부하의 요구전

력이 50[kW]∼100[kW]이므로 AC/DC 전력 변환 모듈 2

개가 동작하여 부하를 감당하는 모드이다. 이때에

는 DC-BUS에 2개의 전력 변환 장치가 연계되므로, 추

가적인 전력 제어가 수행되어야 한다.

4.2 ESS 방전 모드

그림 6은 ESS 방전 모드로써, 시스템이 배터리의 방

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SS 모듈이 DC-BUS에 연

계되어 DC-BUS에 전력을 공급하는 상태이다. 그림

6(a)는 ESS 방전 모드 1로써, 부하의 요구 전력이

100[kW]∼140[kW]이므로 AC/DC 전력 변환 모듈 2개와

ESS 모듈이 동작하여 부하를 감당하는 모드이다. 그림

6(b)는 ESS 방전 모드 2로써, 1개 또는 2개의 AC/DC

전력 변환 모듈이 동작하여 부하를 감당하던 중, 고장

및 수리 등의 이유로 DC-BUS에서 분리시켜야 할 때,

ESS 모듈이 동작하여 부하를 감당하는 모드이다. ESS

분리 모드는 항상 2개 이상의 전력 변환 장치가

DC-BUS에 연계되므로, 추가적인 전력 제어가 수행되어

야 한다.

(a) mode 1                 (b) mode 2

Fig. 7 Power flow of ESS charge mode

(a) ESS separation mode 1

(b) ESS separation mode 2

Fig. 8 Simulation waveforms of ESS separation mode

4.3 ESS 충전 모드

그림 7은 ESS 충전 모드로써, 시스템이 배터리의 충

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SS 모듈이 DC-BUS의 전

력을 배터리로 충전하는 모드이다. 그림 7(a)는 ESS 충

전 모드 1로써, 부하의 요구 전력과 배터리의 충전 전력

의 합이 50[kW] 미만이므로 AC/DC 전력 변환 모듈 1

개만 동작하여 배터리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드

이다. 그림 7(b)는 ESS 충전 모드 2로써, 부하의 요구

전력과 배터리의 충전 전력의 합이 50[kW]∼100[kW]이

므로 2개의 AC/DC 전력 변환 모듈이 동작하여 배터리

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드이다.

5. 시뮬레이션 결과

표 1은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

템의 파라미터 값이다.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템의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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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System Capacity 150[kW]

AC/DC

Power

Conversion

Module

3 Phase Bidirectional

AC/DC PWM Converter

Capacity

60[kVA]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Capacity
50[kW]

ESS Module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Capacity
50[kW]

Switching

Frequency

3 Phase AC/DC PWM

Converter

5[kHz]
AC/DC Connect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ESS Module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LCL

Filter

3 Phase Bidirectional

AC/DC PWM Converter

Lg 120[H]

Cf 50[F]

L 500[H]

DC-Link

Capacitance

3 Phase AC/DC PWM

Converter
10.2[mF]

AC/DC Connect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20.4[mF]

ESS Module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Battery 27.2[mF]

DC-BUS 10.2[mF]

L Filter

Inductance

AC/DC Connect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700[H]

ESS module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1.8[mH]

Table 1 Parameter of the DC distribution system

운전 및 통합 운전을 검증하기 위하여 PSIM을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력 변환 장치들은 각각

의 용량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실험에 적용할 파라미터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실험에 적용될 제어 및

시퀀스를 적용하여 제어기의 성능 및 운전 시퀀스를 검

증하였다. 그림 8은 직류 배전 시스템의 ESS 분리 모드

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그림 8(a)는 부하 요

구 전력이 0[kW]∼50[kW]이므로 1개의 AC/DC 전력 변

환 모듈만 사용하였다.

그림 8(b)는 부하 요구 전력이 0[kW]∼100[kW]이므

로 2개의 AC/DC 전력 변환 모듈을 사용하였다. 그림

8(a), (b) 모두 10[kW]의 부하가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부하의 변동에도

DC-BUS 전압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9는 직류 배전 시스템의 ESS 방전 모드를 나타

내는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그림 9(a)는 부하 요구 전력

이 0∼150[kW]이므로 AC/DC 전력 변환 모듈 2개와

ESS 모듈을 사용하였다.

(a) ESS discharge mode 1

(b) ESS discharge mode 2

Fig. 9 Simulation waveforms of ESS discharge mode

(a) ESS charge mode 1

(b) ESS charge mode 2

Fig. 10 Simulation waveforms of ESS charge mode

그림 9(b)는 ESS 분리 모드 2 상황에서 AC/DC 전력

변환 모듈 2가 고장으로 DC -BUS에서 분리되는 상황

을 모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AC/DC 전력 변환 모

듈 2가 DC-BUS에서 분리되는 순간 ESS 모듈이 바로

DC-BUS에 연계되어 AC/DC 전력 변환 모듈 2가 분담

하고 있던 50[kW] 용량의 부하를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의 변동 및 전력 변환 모듈의 고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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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panel

 (b) Side panel              (c) Backside panel

Fig. 11 Hardware configuration

분리 및 투입에도 DC-BUS 전압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직류 배전 시스템의 ESS 충전모드를 나타

내는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그림 10(a)는 부하와 충전

전력의 합이 AC/DC 전력 변환 모듈 1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므로, 1개의 AC/DC 전력 변환 모듈만 동작

하여 부하 및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림 10(b)는

부하와 충전 전력의 합이 AC/DC 전력 변환 모듈 1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2개의 AC/DC 전력

변환 모듈이 동작하여 부하 및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한

다. 부하의 변동이나 배터리의 충전 상황에도 DC-BUS

전압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실험 결과

그림 11은 제안된 직류 배전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이다. 각 전력 변환 모듈은 스텍 안에 집적되어 있으며,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스텍 밖에 위치한다.

각 전력 변환 모듈의 출력단은 DC-BUS에 병렬로 연

결되어 있으며, DC-BUS와 부하는 ACB(Air Circuit

Breaker)로 분리되어 있다. 각 전력 변환 장치는

TMS320F28335로 제어하며, 3개의 모듈을 총괄 제어하

는 Master 제어기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AC/DC 전력 변환 모듈과 ESS 모듈의 정격 용량은

(a) ESS separation mode 1

(b) ESS separation mode 2

(c) Circulating current without power controller

(d) Circulating current without power controller

Fig. 12 Experimental waveforms of ESS separation mode

50[kW]이지만, 부하 SET의 한계로 인하여 각 전력 변

환 모듈의 정격을 축소하여 각 동작 모드에 대한 시퀀

스를 검증하였다. 부하 SET는 7.2[kW]급 8개의 부하가

Step으로 인가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림 12는 직류 배전 시스템의 ESS 분리 모드를 나

타내는 실험 파형이다. 그림 12(a)와 (b)는 각각 ESS 분

리 모드 1, 2에 대한 실험 파형이다. ESS 분리 모드에

서는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부하가 순차적으로 투입되

어도 일정 DC-BUS 전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c)는 전력제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각 모듈 사이에 흐르는 순환전류에 대한 파형

이며, 12(d)는 전력 제어기를 통하여 전력이 제어됨을

보여주는 파형이다.

전력 지령을 통하여 자유로운 전력 제어가 가능함을

파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각 모듈의 정격은 그림

12(a)에서는 28.8[kW], 그림 12(b)에서는 21.6[kW]로 가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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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S discharge mode 1

(b) ESS discharge mode 2

Fig. 13 Experimental waveforms of ESS discharge mode

(a) ESS charge mode 1

(b) ESS charge mode 2

Fig. 14 Experimental waveforms of ESS charge mode

그림 13은 직류 배전 시스템의 ESS 방전 모드를 나

타내는 실험 파형이다. 그림 13(a)는 ESS 방전 모드 1

에 대한 실험 파형이며, 그림 13(b)는 ESS 방전 모드 2

에 대한 파형이다. 그림 13에서 각 모듈의 정격은

21.6[kW]로 가정되었다. ESS 방전 모드 또한 시뮬레이

션과 동일하게 부하가 순차적으로 투입되거나 전력 변

환 모듈이 DC-BUS에서 분리 및 연계는 상황에도 일정

한 DC-BUS 전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직류 배전 시스템의 ESS 충전 모드를 나

타내는 실험 파형이다. 그림 14(a)는 ESS 충전 모드 1

에 대한 실험 파형이며, 그림 14(b)는 ESS 충전 모드 2

에 대한 실험 파형이다. 실제 배터리의 충전시간을 고려

하여 실험 시간 내에 CC-CV 모드가 관측될 수 있도록

CC, CV를 임의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14에서 전력 변환

모듈의 정격은 21.6[kW]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ESS 모

듈은 DC-BUS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이 양의 방향으

로 기준을 잡았으므로, 충전 시 ESS 모듈의 전류 방향

은 음의 방향이다. ESS 충전 모드 역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배터리의 충방전 상황에서도 일정한 DC-BUS

전압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류 배전 시스템을 위한 전력 변환

모듈의 통합 운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시스템의 대용량화를 위하여 병렬로 연결되어 있

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제어 기법이 요구된다. 따

라서 병렬 운전을 위한 전력 제어 기법에 대하여 제안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시스템의 운전 모드를 확립하였

다. 병렬 운전 제어 기법 및 시스템의 운전 모드는 시뮬

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시스템은 빌딩

과 같은 곳에 적용이 가능하며, 병렬로 연결되는 전력

변환 모듈을 증가시킨다면 시스템의 용량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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