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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 계통연계형 디젤발전기의 모델링 및 실험

Modeling and Experiment of 50kW Diesel Generator in Grid-connecte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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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researches a modeling and experiment of 50kW diesel generator in grid-connected mode. The 

output of diesel generator can be calculated by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voltage and current as well as the diesel 

generator parameter such as mutual impedance, field current and rotor angle. Considering the different d-q frame 

impedance, the output of diesel generator is analyzed for equation and verified by simulation. The diesel generator 

modeled by considering the time delay for actuator, diesel engine and exciter. The controller of diesel generator is 

divided into governor and exciter. The governor consists of speed controller and active power controller, where speed 

controller maintains frequency as 60Hz and active power tracks active power reference. On the other hand, the exciter 

consists of voltage controller and reactive power controller, where voltage controller controls 380VLL and reactive power 

is controlled as zero. When the active power reference is changed as 0.1pu in the grid connected mode, the active power 

takes 10 seconds to reach the steady state and the reactive power is maintains as zero. The 50kW diesel generator is 

tested and experiment results are well match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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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지역의 경우 기존의 배 선로를 통하여 력을 공

하기에 물리 으로 불가능하거나 배 선로를 설치하는데 비

용이 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하여 디젤발 기를 이용

한 자체 인 력을 공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디젤발 기

만을 이용한 력 공 은 환경오염 문제와 연료비 상승, 그

리고 디젤발 기의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운  등에 의해 

원활한 운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디젤발 기의 경우 정격

력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단 이 

있지만, 항시 정격으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

하고 그에 따라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 이러한 디젤발 기

의 문제 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해 마이크로그리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 용하고 있다[1].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수의 분산 원, 에 지 장장치를 

이용하여 수요지에 력  열을 공 하는 소규모의 에 지 

공  시스템으로 계통연계형과 독립형으로 구분된다. 독립

형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에 지원인 태양  발 (PV : 

Photovoltaic), 에 지 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이 기존의 디젤발 기와 병렬로 결합되어 상호

동작을 수행하는 소규모 력공  시스템으로[2], 이러한 독

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설치

하여 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평상 시 신재생에 지원이나 에 지 장장치를 통해 부하

에 력을 공 하고, 비상시에는 디젤발 기를 원으로 사

용하여 디젤발 기의 부담을 여주는 운 방안을 채택한

다. 따라서 디젤발 기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운 방안

이 된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태양 발 과 에 지 

장장치에 한 시뮬 이션  해석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의 디젤발 기의 동작에 한 시뮬

이션 구 은 미흡한 상태이다. 기존의 디젤발 기 연구는 

디젤발 기의 부하변동에 따른 제어기 분석[3] , 디젤엔진

에 한 운  상태를 분석한 연구[4]-[5]가 있지만, 실제의 

디젤발 기에 한 모델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립

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용함에 앞서 시뮬 이션을 통해 시

스템 동작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실제의 

디젤발 기에 한 동작 해석[6]과 디젤발 기를 구성하는 

제어기  체 시스템에 한 모델링[7]-[9]를 확  용하

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연계형 디젤발 기의 동작에 하여 

실제의 디젤발 기 라미터와 디젤발 기 동작의 시정수를 

용하 다. MATLAB/Simulink을 사용하여 50kW 디젤발

기를 모델링하고 시뮬 이션 결과를 확인하 으며, 50kW 

디젤발 기 실증 사이트에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디젤발

기 모델링의 타당성을 증명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디젤발 기를 구성하는 동기발 기에 한 출력 해석과 디

젤발 기를 구성하는 제어기에 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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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자 압 상         (b) 기자 류 상

그림 3 기자 압  류의 상

Fig. 3 Armature voltage and current as phasor

MATLAB/Simulink로 모델링 된 50kW 디젤발 기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며, 4장에서는 실증 사이트의 실험을 통해 

50kW 디젤발 기의 동작  특성의 결과를 서술한다. 

2. 디젤발 기 해석  모델링

디젤발 기는 그림 1과 같이 디젤엔진, 동기발 기로 구

성되며 조속기와 AVR로 구성된 제어기를 통해 디젤발 기

를 제어하여 구동시킨다. 디젤발 기는 계통과 연계하여 병

렬운 으로 동작하고, 계통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하

에 직  력을 공 하는 독립운 으로 동작한다. 계통연계

형 디젤발 기는 한 계통라인과 연결되어 동작하게 되며, 

디젤발 기는 계통과 병렬 운 하여 부하에 력을 추가

으로 공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그림 1 디젤발 기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diesel generator

2.1 동기발 기 구조  해석

디젤발 기에 사용되는 동기발 기의 구조는 그림 2와 같

이 고정자와 회 자로 이루어져있다. 고정자는 그림 2-(a)로 

3상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 압과 상 류가 발생

하고 그에 따라 자계가 발생한다. 회 자는 그림 2-(b)로 동

기좌표계로 표 되며 기  상에 따라 상각만큼 

회 하게 된다.

  (a) 동기발 기 고정자      (b) 동기발 기 회 자

그림 2 동기발 기의 고정자  회 자

Fig. 2 Stator and rotor circuit of a synchronous machine

3상 고정자 압을 자속으로 표 하면 식(1)∼(3)과 같다. 

이때의 는 이고, 는 고정자 항이다. 

         (1)

         (2)

         (3)

3상 좌표계료 표 된 식(1)∼(3)을 동기좌표계로 변환하고 

자속을 임피던스로 치환하면 식(4)와 (5)와 같다. 식(4)와 

(5)에서 는 d축 동기좌표계 리액턴스, 는 q축 동기좌표

계 리액턴스이고 는 상호임피던스이다. 한 계자 류 

는 식(6)과 같이 표 된다.

                    (4)

            (5)

 

 


  
      (6)

자속으로 표 된 동기발 기 압의 수식은 식(1)∼(5)과 

같이 확인하 다. 수식 인 표  외에 압과 류의 계

에 하여 알아본다. 동기발 기 압을 자속으로 표 하지 

않고 3상 좌표계의 상으로 표 한다면 식(7)∼(9)와 같고 

이를 동기좌표계로 표 하면 식(10), (11)과 같다. 은 상

압의 크기, 는 각주 수, 는 의 기 시 에서의 

상각, 는 회 자각, 는 기자 상 압의 RMS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수식을 PU법에 의거해 표 하기에 

 로 표 할 수 있다.

 cos      (7)

 cos      (8)

 cos      (9)

 cossin     (10)

 sincos     (11)

그림 3에서 는 압과 류의 상차이로 유무효 력의 

역률과 계되고, 는 동기발 기에서의 출력 력에 향을 

다. 는 식(12)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이는 주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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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속기 제어기 모델링

Fig. 4 Governor control block diagram

그림 5 여자기 제어기 모델링

Fig. 5 Exciter control block diagram

량과 같다. 와 
는 기자 압과 류의 상과 크기를 

나타내며    , 
  와 같다.

  tan cossin
cossin          (12)

동기발 기 출력 와 는 식(13)과 (14)처럼 상각 로

부터 계산한다. 역률로부터 동기발 기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지만, 동기발 기 라미터로부터 출력을 측  계산이 

가능하다[6]. 본 논문에서 모델링하고자 하는 50kW 동기발

기는 돌극형으로 d축 임피던스와 q축 임피던스가 서로 다

르기 때문에 임피던스간의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디젤발

기의 출력을 측  계산한다. 이때 는 무시한다. 라미

터를 이용한 돌극형 디젤발 기의 출력은 식 (15)와 (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s     (13)

sin     (14)




  sin       (15)




  

        (16)

2.2 디젤발 기 제어기 모델링

일반 인 디젤발 기의 제어기는 조속기와 여자기로 구성

되어있다. 조속기(Governor)는 동기발 기의 회 속도를 일

정한 값으로 유지하기 해 사용하는 제어장치로 동기발

기에 기계 인 력을 공 한다. 조속기의 제어 구성은 

설정된 력에 맞춰 발 하는 유효 력제어와 동기발

기의 속도를 60Hz 주 수를 추종하도록 제어하는 속도제

어가 있다. 그림 4는 조속기의 제어 블록도이다. 유효 력제

어기가 외부에, 속도제어기가 내부에 있는 구조로 실제 디젤

발 기의 엑 에이터와 엔진동작를 고려하여 그림 4

와 같이 조속기를 모델링하 다[7-8]. 디젤발 기 조속기의 

주동작은 속도제어에 있기 때문에 속도제어기 응답속도가 

유효 력제어기의 응답속도에 비해 빠르다. 

여자기(Exciter)는 동기발 기의 계자 선에 계자 압  

계자 류를 공 하는 별개의 발 기로서 동기발 기에서 발

생하는 무효 력을 0으로 추종하도록 제어하는 무효 력제

어기와 디젤발 기 출력 압을 1pu(380VLL)로 제어하는 

압제어를 수행한다. 한 계자 압  계자 류를 제어함으

로서 보호 기능도 수행한다. 그림 5는 여자기의 제어 블록

도이다. 무효 력제어기가 외부에, 압제어기가 내부에 있

는 구조로 여자기의 동작딜 이를 고려하여 모델링하

다[9-10].

3. 시뮬 이션 결과

50kVA 계통연계형 디젤발 기 시뮬 이션은 

MATLAB/Simulink를 기반으로 모델링하 다. 50kW 디젤

발 기의 라미터와 동기기 라미터는 표 1과 표 2와 같

다. 시뮬 이션에 용된 표 1과 표 2의 라미터는 실증사

이트에 있는 실제의 50kW 디젤발 기 라미터를 제작회사

에서 제공받아 용하 다. 그림 6은 계통연계모드로 동작

하는 디젤발 기의 시뮬 이션 구성으로 디젤발 기의 동작

을 확인하기 해 계통연계운 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7은 디젤발 기 내부의 동기발 기와 조속기  

여자기의 제어 블록도를 보여 다.

정격 력 50kW

정격 압 380VLL

엔진동작딜 이  0.25s

엑 에이터  0.2s

여자기동작딜 이  0.046s

성계수  2.4s

극 2

표 1 디젤발 기 제어기 라미터

Table 1 Diesel generator controller parameter

라미터 PU

Synchronous d-axis reactance 2.209

Transient d-axis reactance 0.227

Subtransient d-axis reactance 0.141

Synchronous q-axis reactance 1.047

Subtransient q-axis reactance 0.16

Leakage reactance 0.017

표 2 디젤발 기 동기기 라미터

Table 2 Synchronous generator parameter

그림 6 디젤발 기 시뮬 이션 구성

Fig. 6 Configuration of diesel generat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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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효 력                (b) 무효 력

 

(c) 압  류 크기       (d) 상 압  상 류

그림 8   0pu→0.4pu로 증가시킨 경우 시뮬 이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s when   increases from 0pu to 

0.4pu

 

(a) 유효 력                (b) 무효 력

 

(c) 압  류 크기       (d) 상 압  상 류

그림 9   0.4pu→0.8pu로 증가시킨 경우 시뮬 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s when   increases from 0.4pu 

to 0.8pu

그림 7 디젤발 기 제어기

Fig. 7 Diesel generator controller

디젤발 기의 동작을 확인하기 하여 계통연계운 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조속기의 유효 력제어와 여자기의 

무효 력제어의 동작  응답특성을 확인한다. 

그림 8은 유효 력제어기의 지령값 을 기 0pu에서 

0.4pu(20kW)로 증가시켰을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

림 8-(a)는 0pu에서 0.4pu까지 증가된 유효 력 지령값 

( 란색)을 디젤발 기의 유효 력(빨간색)이 40 의 정상상

태 도달 시간을 가지며 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 다. 

무효 력은 그림 8-(b)와 같이 0에 수렴한다. 그림 8-(c)에

서 압크기는 1pu로 일정하고 류크기는 0pu에서 0.4pu까

지 도달하는데 40 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갖는다. 압과 

류는 동상으로, 계통으로 20kW만큼 발 하고 있음을 그

림 8(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젤발 기가 20kW로 발 하고 있을 때, 시뮬 이션에서 

확인되는 유효 력은 20kW, 무효 력은 0Var, 회 자각은 

22.1°이다. 시뮬 이션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참고하여 식 

(12), (15), (16)으로부터 유효 력, 무효 력 그리고 회 자

각을 계산하면 유효 력은 19.8kW, 무효 력은 420Var, 회

자각은 23.3°로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 력은 

1%, 무효 력은 2.1%의 오차가 있지만 시뮬 이션과 수식

계산과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유효 력제어기의 지령값 을 기 0.4pu에

서 0.8pu(40kW)로 증가시켰을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9(a)는 0.4pu에서 0.8pu까지 증가된 유효 력 지령값 

( 란색)을 디젤발 기의 유효 력(빨간색)이 40 의 정

상상태 도달 시간을 가지며 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

다. 무효 력은 그림 9-(b)와 같이 0에 수렴한다. 그림 9-(c)

에서 압크기는 1pu로 일정하고 류크기는 0.4pu에서 

0.8pu까지 도달하는데 40 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갖는다. 

압과 류는 동상으로, 계통으로 40kW만큼 발 하고 있

음을 그림 9(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젤발 기가 40kW로 발 하고 있을 때, 시뮬 이션에서 

확인되는 유효 력은 40kW, 무효 력은 0Var, 회 자각은 

38.4°이다. 시뮬 이션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참고하여 식 

(12), (15), (16)으로부터 유효 력, 무효 력 그리고 회 자

각을 계산하면 유효 력은 39.8kW, 무효 력은 1kVar, 회

자각은 39.5°로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 력은 

0.5%, 무효 력은 2.5%의 오차가 있지만 시뮬 이션과 수식

계산과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유효 력제어기의 지령값 을 기 0.8pu에

서 0.4pu로 감소시켰을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10(a)는 0.8pu에서 0.4pu까지 감소된 유효 력 지령값 

( 란색)을 디젤발 기의 유효 력(빨간색)이 40 의 정상상

태 도달 시간을 가지며 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 다. 

무효 력은 그림 10(b)와 같이 0에 수렴한다. 그림 10-(c)에

서 압크기는 1pu로 일정하고 류크기는 0.8pu에서 0.4pu

까지 도달하는데 40 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갖는다. 압

과 류는 동상으로, 계통으로 20kW만큼 발 하고 있음을 

그림 10(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젤발 기가 20kW로 발 하고 있을 때, 시뮬 이션에서 

확인되는 유효 력은 20kW, 무효 력은 0Var, 회 자각은 

22.1°이다. 시뮬 이션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참고하여 식 

(12), (15), (16)으로부터 유효 력, 무효 력 그리고 회 자

각을 계산하면 유효 력은 19.8kW, 무효 력은 420Var, 회

자각은 23.3°로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 력은 

1%, 무효 력은 2.1%의 오차가 있지만 시뮬 이션과 수식

계산과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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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효 력                (b) 무효 력

 

(c) 압  류 크기       (d) 상 압  상 류

그림 10   0.8pu→0.4pu로 감소시킨 경우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s when   increases from 0.8pu 

to 0.4pu

 

(a) 유효 력                (b) 무효 력

 

(c) 압  류 크기       (d) 상 압  상 류

그림 11   0.4pu→0pu로 감소시킨 경우 시뮬 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when   increases from 0.4pu 

to 0pu

그림 11은 유효 력제어기의 지령값 을 기 0.4pu에

서 0pu로 감소시켰을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11-(a)는 0.4pu에서 0pu까지 감소된 유효 력 지령값 

( 란색)을 디젤발 기의 유효 력(빨간색)이 40 의 정상상

태 도달 시간을 가지며 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 다. 

무효 력은 그림 11-(b)와 같이 0에 수렴한다. 그림 11-(c)

에서 압크기는 1pu로 일정하고 류크기는 0.4pu에서 0pu

까지 도달하는데 40 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갖는다. 압

과 류는 동상으로, 계통으로 0W만큼 발 하고 있음을 그

림 11-(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젤발 기 출력은 0W로 기상태에 있을 때, 시뮬 이

션에서 확인되는 유효 력은 0W, 무효 력은 0Var, 회 자

각은 0°이다. 시뮬 이션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참고하여 식 

(12), (15), (16)으로부터 유효 력, 무효 력 그리고 회 자

각을 계산하면 유효 력은 0W, 무효 력은 5.5Var, 회 자

각은 0.9°로 시뮬 이션과 수식계산과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그림 12는 계통연계형 50kW 디젤발 기를 구 한 실증 

사이트이다. 그림 12(a)는 50kVA 디젤발 기, 그림 12(b)는 

디젤발 기 제어 로그램, 그림 12(c)는 디젤발 기 제어반, 

그림 12(d)는 부하  계통 분 반이다. 디젤발 기는 통신

을 이용하여 그림 12(b)와 같은 EMS로 제어하고, 디젤발

기의 정격  라미터는 표 1, 2와 같다. 디젤발 기 출력의 

결과는 DSP28335 제어보드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12 디젤발 기 실증 사이트

Fig. 12 The demonstration sites of diesel generator

그림 13은 계통연계운 에서 을 0W에서 40kW로 증

가시켰을 경우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13-(a)는 디젤발 기 

압 크기(Ch.1 100V/div), 디젤발 기 류 크기(Ch.2 

20A/div), 유효 력(Ch.3 10kW/div), 무효 력(Ch.4 

10kVar/div)을 보여 다. 유효 력은 0W에서 s이 변함

에 따라 정상상태 40kW까지 80 가 소요되고 류 크기도 

동일한 시간으로 상승한다. 무효 력은 기 디젤발 기가 

구동하기 에는 유도성 부하로 동작하기에 음의 무효 력

이 발생하지만, 디젤발 기가 발 하면서 3.1kVar로 바 다. 

압은 디젤발 기가 발 하여도 그 크기는 변하지 않고 

311Vpeak를 유지한다. 그림 13-(b)는 디젤발 기가 40kVA만

큼 발 하고 있을 경우의  (Ch.1)과  (Ch.2)로,  압과 

류의 상 차이는 약 4.4°로 역률 0.997을 보이며 동상에 

가깝게 출력된다. 

그림 14는 계통연계운 에서 을 40kW에서 0W로 감

소시켰을 경우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14-(a)는 디젤발 기 

압 크기(Ch.1 100V/div), 디젤발 기 류 크기(Ch.2 

20A/div), 유효 력(Ch.3 10kW/div), 무효 력(Ch.4 

10kVar/div)을 보여 다. 유효 력은 40kW에서 s이 변

함에 따라 정상상태 0W까지 80 가 소요되고 류 크기도 

동일한 시간으로 감소한다. 무효 력은 디젤발 기가 

40kVA로 발 하고 있는 경우에는 3.2kVar이지만, 유효 력

이 0W로 제어되면 다시 유도성 부하로 동작하여 –2.8kVar

로 변한다. 압은 디젤발 기의 발 량이 감소하여도 그 

크기는 변하지 않고 311Vpeak를 유지한다. 그림 14-(b)는 디

젤발 기가 0VA로 발 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Ch.1)과 

 (Ch.2)로, 류는 무효성분만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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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3 을 0W→40kW로 증가시킨 경우의 실험 결과

Fig. 13 Experiment results when   increases from 0W 

to 40kW

 

          (a)                           (b)

그림 14 을 40kW→0W로 감소시킨 경우의 실험 결과

Fig. 14 Experiment results when   decreases from 

40kW to 0W

 

그림 15   지령치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

Fig. 15 Experiment results when   is variable value 

그림 15은 계통연계운 에서 을 0W에서 20kW, 

40kW로 증가시키고 다시 40kW에서 20kW, 0W로 감소 시

킨 실험 형 결과이다. 디젤발 기 압 크기(Ch.1 

100V/div), 디젤발 기 류 크기(Ch.2 20A/div), 유효 력

(Ch.3 10kW/div), 무효 력(Ch.4 10kVar/div)이다. 이 

20kW씩 증가 는 감소하는 경우 디젤발 기의 유효 력이 

지령값을 추종하여 정상상태까지 도달하는데 20kW당 40  

소요된다. 이는 시뮬 이션 결과와 동일한 정상상태 도달시

간을 갖는다. 유효 력의 변화에 따라 류가 변하는 시간

도 동일한 소요시간을 가지며, 유효 력이 바 어도 압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0kW 계통연계형 디젤발 기의 동작을 

해석하고 모델링하 다. 디젤발 기 출력 와 는 압과 

류의 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임피던

스, 계자 류  그리고 회 자각으로 계산이 가능

하고, 이러한 라미터로 계산할 경우 와 의 서로 다른 

임피던스 차이를 고려하여 돌극형 디젤발 기의 유효 력과 

무효 력의 수식을 해석하 다. 디젤발 기 제어는 조속기

와 여자기로 구성되고 실제의 엑 에이터, 엔진 동작, 여자

기 동작을 고려하여 MATALB/Simulink로 50kVA 디젤발

기를 모델링하 다. 조속기는 유효 력제어기와 속도제어기

로 구성되고, 여자기는 무효 력제어기와 압제어기로 구성

된다. 시뮬 이션 결과 계통연계운  시 유효 력은 지령에 

따라 0.1pu당 10 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갖고, 무효 력은 

0으로 추종한다.  디젤발 기 실증 사이트에서 실험한 결과 

계통연계운  시 유효 력이 0.1pu 변화됨에 따라 10 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가지며 유효 력은 증가하고 무효 력

은 0VA를 추종한다. 실험과 시뮬 이션을 비교한 결과 두 

결과가 일치함을 보여 MATLAB/Simulink를 이용한 디젤발

기의 모델링이 올바르게 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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