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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전력계통에서 전력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보상 또는 전력품질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전기추진장치의 경우 가감속 시 첨두전력 공급 및 에너지 회생

을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가 사용된다[1]. 에너지 저장장치로는 배터리가 가장 일반적이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작은 사이

즈에 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밀도가 낮아 충·방전 전류의 기울기(Current rate)와 방전률(Depth of

discharge)이 클 경우 수명이 크게 짧아지는 단점이 있다[2-3]. 반면에 수퍼커패시터는 높은 전력밀도와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져 짧

은 시간에 큰 전류를 공급하는데 유리하다. Fig. 1은 몇 가지 종류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전력 및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그

림이다[3]. 따라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

너지 저장장치의 구성과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6].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풍력발전 시 계통전력의 불

안정을 보상하는 방법[3],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적용사례[4],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계통에 적용사례[5-6] 등이 있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의 제어를 위해서 Droop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제어방식을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중

에너지원의 병렬 운전에는 효과적이나 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조파의 빠른 보상이 어렵고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에서 공급되는 전력

및 전류의 정확한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의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p-q 제어기를 사용하였고, 빠른 동특성을 가지는 전력계통의 변동에 대해서는 수퍼커패시터를, 느린 변동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보상하는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제안된 제어기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실 계통 모델에 대해 PSIM 프로그램과

Power hardware in-the-loop simulation(PHIL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control method for a hybrid energy storage system (ESS) with a battery and super

capacitor for grid-connected operation. To improve the grid regulation and to minimize the depth of discharge of the battery,

control algorithms for the hybrid ESS are proposed. A p-q control with predictive current control is used for the inverters

for the super-capacitor and the batter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 simulation studies using

the PSIM and RTDS are carried out for the actual grid model.

Keywords : Grid regulation, Active filter, Battery, Super-capacitor, Power quality

초 록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의 계통연계 제어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배터리는 큰 에너지 밀도를

가지지만 순간 전력밀도는 낮아 급격한 전류변동이 일어날 경우 수명이 저하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퍼커패

시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제어방법을 제안하였다. 배터리와 수퍼커패시

터의 제어를 위해서는 예측형 전류제어기를 가지는 p-q 제어방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제어기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계통모델에 대한 PSIM과 RTD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주요어 : 계통전압제어, 능동형필터, 배터리, 수퍼커패시터, 전력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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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제어방법

2.1 제어기 구조

Fig. 2는 제안된 제어방법의 개념을 나타낸 그림이며 병렬 능동 전력필터(Shunt active power filter)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부하에서 무효전력이나 고조파 전류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에서 보상되며, 각 에너지저장 장치의 특성에 따라,

고조파 전류와 같이 빠른 부하변동에는 수퍼커패시터에서, 정상상태의 무효전력 보상과 같이 느린 응답특성에는 배터리에서 보상

전류가 공급된다.

Fig. 3은 제안된 제어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블록선도 이다.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로 구성된 에너지 저장장치, 계

통과 병렬(Shunt)로 연결된 양방향 DC/AC 전력변환장치, 그리고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에 연계된 전력변환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p-q 제어기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부하는 통상의 전력계통에서는 RLC와 같은 선형 부하와 정류기 등의 비선형 부하 등을 고려할

Fig. 1. Power and energy densities of various types of energy storage [1].

Fig. 2. Concept of proposed control method using hybrid energy storage.

Fig. 3. Overall block diagram of proposed controller for hybrid energy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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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철도차량의 추진시스템과 같은 경우 에너지 공급과 회생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적부하로 나타낼 수 있다.

제어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부하 측의 전압과 전류로부터 계통과 에너지 저장장치로부터 부하 측에 공급되어야 할 순

시전력이 계산되며, 계산된 전력으로부터 고역통과필터(High-pass filter)를 이용하여 빠른 전력변동 성분을 추출하여 수퍼커패시터

측 DC/AC 컨버터의 p-q 제어명령을 계산한다. 그리고 느린 동특성을 갖는 나머지 순시전력 성분으로부터 배터리 측 DC/AC 컨버

터의 p-q 제어명령을 얻는다. 각 DC/AC 인버터는 전류제어형 전압원 인버터로 구성되며 각각 ib, is의 보상전류를 생성하여 계통전

류 ig와 더해서 부하에 공급된다. 부하에서 발생되는 무효전력, 고조파 성분 및 순간 전압변동에 따른 보상전류 등은 에너지 저장장

치에서 보상되며 계통에서는 유효전력 성분이 공급되어 계통전압을 안정화 하게 된다.

2.2 제어기 각 부분의 구성

이 절에서는 제어기 각 부분의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2.1.1 순시전력 및 보상전류 명령의 계산

부하에 공급되는 무효 및 고조파 전력성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순시전력의 계산이 필요하다. Fig. 4는 부하 측 계통의 순시전력

계산 및 이를 이용한 보상전류 명령 계산을 위한 블록선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각 블록 안의 번호는 해당 블록의 계산을 위한 식

번호를 나타낸다.

먼저 계통의 전압 및 전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동기좌표계로 변환된다.

(1)

(2)

여기서, 이고

(3)

(4)

이다. 식 (4)에서 동기좌표계 (Synchronous reference frame) 변환을 위한 계통전압의 위상각 θ는 Phase-locked loop (PLL) 알고

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7]. 여기서, PLL 알고리즘은 참고문헌으로 대치한다.

식 (1), (2)의 동기좌표계 전압과 전류로부터 순시전력은 식 (5),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vqd Tαβ Tdq vgabc⋅ ⋅=

iqd T
αβ

Tdq iLabc⋅ ⋅=

vqd vqvd[ ]
T

iqd, iqid[ ]
T

vgabc, vgavgbvgc[ ]
T

iLabc, iLaiLbiLc[ ]
T

= = = =

Tαβ

2

3
---

1
1

2
---–

1

2
---–

0
3

2
------–

3

2
------

=

Tdq
θcos θsin

θsin– θcos

=

Fig. 4. Block diagram for calculation of instantaneous power and compensation curren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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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부하에 공급되는 순시전력은 계통전압, 배터리, 수퍼커패시터로부터 공급되며 계통전압으로부터는 유효전력, 배터리에서는 무효

전력, 수퍼커패시터에서는 고조파 성분이 공급된다. 이는 식 (7),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8)

여기서, 에너지 저장장치로부터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qg = 0, pb = 0이 된다. 수퍼커패시터 측 인버터로 부터는 고조파 성

분의 전력이 공급되므로 계산된 순시전력으로부터 고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식 (9), (10)과 같이 전력명령을 계산할 수 있다.

(9)

 (10)

그리고 배터리 측 인버터의 전력명령은 식 (11), (2)와 같다.

 (11)

 
 (12)

위의 전력명령으로부터 각 인버터의 전류명령은 식 (13),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14)

2.1.2 예측형 전류제어기

Fig. 5는 배터리 및 수퍼커패시터 측 인버터와 전류제어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각 인버터의 전류명령은 Fig. 4의 블록에서

계산되고 각각의 독립된 전류제어기에 의해서 보상전류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수퍼커패시터 측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보상전류는 고

주파 교류성분을 포함하므로 비례-적분제어기로 원하는 제어성능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빠른 추종성능을 얻을 수 있는 예측형

전류제어기를 적용하였다. 인버터 전압, 인터페이스 인덕터와 계통전압에 대한 동특성 식은 동기좌표계에서 식 (15), (1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5)

 (16)

식 (15), (16)에서 오일러 (Euler) 근사법을 적용하면 전류제어기의 전압명령은 식 (17), (18)과 같은 이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18)

p vdid vqiq+=

q vqid vdiq–=

p pg pb ps+ +=

q qg qb qs+ +=

ps* H s( ) p⋅=

qs* H s( ) q⋅=

pb* 0=

qb* q qs*–=

iqb*

idb*

1

vq
2

vd
2

+

---------------
vq vd

vq vq–

pb*

qb*

⋅ ⋅=

iqs*

ids*

1

vq
2

vd
2

+

---------------
vq vd

vq vq–

ps*

qs*

⋅ ⋅=

vqsi Ls

diqs

dt
--------- Lsωids vq+ +=

vdsi Ls

dids

dt
--------- Lsωiqs vd+–=

vqsi* k 1+( ) Ls

iqs* k 1+( ) iqs k( )–

T
------------------------------------------ Lsω k( )ids k( ) vq k( )+ +=

vdsi* k 1+( ) Ls

ids* k 1+( ) ids k( )–

T
------------------------------------------ Lsω k( )iqs k( ) vd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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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샘플링 시간, ω는 계통전압의 각 주파수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배터리 측 인버터에 대한 전류제어기의 전압명령은

식 (19),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20)

3.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제안된 제어방법의 동작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PSIM 프로그램과 Power hardware in-the-loop simulation (PHILS)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부하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vqbi* k 1+( ) Ls

iqb* k 1+( ) iqb k( )–

T
------------------------------------------- Lsω k( )idb k( ) vq k( )+ +=

vdbi* k 1+( ) Ls

idb* k 1+( ) idb k( )–

T
------------------------------------------- Lsω k( )iqb k( ) vd k( )+–=

Fig. 5. PWM inverters and current controllers for battery and super capacitor energy storages.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Item Value

Grid Line to line Voltage (Vrms) 380

Battery Voltage (Vdc) 380

Super capacitor
Voltage (Vdc) 380

Capacitance (F) 10

Load
Reactive load Variable

Nonlinear Variable

Inverter

Switching frequency (kHz) 10

Filter inductance (mH) 3

Filter capacitance (u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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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SIM 시뮬레이션

Fig. 6은 각 인버터의 제어에 사용된 전류제어기의 성능을 비교 한 것으로 PI 전류제어기와 예측형 전류제어기의 응답특성을 비

교한 것이다. 스텝 전류명령에 대한 두 제어기의 응답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형 제어기가 훨씬 빠른 응답특성

Fig. 6. Step current responses for PI and predictive current controllers.

Table 2. Comparison of dynamic performance for PI and predictive current controllers.

Types of controller
Rising time [msec]

(10%-90%)

Settling time [msec]

(5% of final value)

PI
q-axis current 4.6 10.5

d-axis current 4.5 21.4

Predictive
q-axis current 1.9 2.2

d-axis current 1.8 2.1

Fig. 7. Responses of PI and predictive current controllers for rectifier (nonlinear)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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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Fig. 6의 시뮬레이션에서 측정한 두 제어기의 응답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Fig. 7과 8은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PSIM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식 (9), (10)에 주어진 고역

통과 필터는 1차로 구성하였고 차단주파수는 0.7Hz로 설정하였다. Fig. 7은 정류기 부하에 대한 전류응답 특성을 시뮬레이션 한 결

과이다. 위에서 부터 부하전류, 계통전원 전류, 배터리 및 수퍼커패시터 보상전류를 나타낸다. 예측형 전류제어기의 경우 PI 제어기

에 비해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고 있어 계통전원에서 공급되는 고조파 전류 값이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부하에 무효전력이 발생할 경우,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에 의한 보상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 8(a)와 (b)는 각각 유효전

력 및 무효전력을 나타내며, 그림에서 부하의 유효 및 무효전력 성분이 스텝으로 인가될 때 과도 상태에서는 수퍼커패시터에서 전

력이 공급되고 배터리 측 공급전력은 느린 속도로 공급되어 정상상태에서는 무효전력 성분이 배터리에서 보상된다. 따라서 계통전

원에서는 유효전력 성분 만 공급됨을 알 수 있다.

3.3 RTDS 시뮬레이션

제안된 제어기에 대해보다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PHILS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PHILS를 구성하

는 실시간 디지털 컴퓨터로는 RTDS를 사용하였다. Fig. 9는 DSP와 RTDS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사진이며 Fig. 10은 인

터페이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를 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인버터 제어기는 DSP TMS28F335에서 구

Fig. 8. Power responses of predictive current controllers for reactive load.

Fig. 9. Photograph of DSP controller and RTD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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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제어기에서 발생된 PWM 제어 펄스가 RTDS 내에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인버터로 공급된다. 전력계통은 RTDS 내에서 소

프트웨어 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어에 필요한 계통의 전압 및 전류는 RTDS에서 실 시간으로 계산되어 아날로그 단자를 통해 제

어기로 궤환된다. RTDS의 최소 샘플링 시간은 50us이며, DSP 제어기에서 인버터의 PWM 신호가 인가된 후 50us 이내에 계통의

전압 및 전류 값이 실 시간으로 계산되어 출력된다.

Fig. 11은 RTDS에서 실험 한 결과를 나타낸 파형이며, 부하조건이 p=6.6kW, q=24kVar에서 p=24kW, q=-5kVar로 스텝으로 변하

였을 경우에 대한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 측 인버터의 공급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a), (b)는 제안된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 측 전류를 나타낸 것이며, Fig. 11(c), (d)는 이 파형을 정상상태에서 확대한 것이다. Fig. 11(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과도상태에서는 수퍼커패시터에 의해서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며,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류

는 매우 느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수퍼커패시터에서 공급되는 보상전류는 감소하게 되며 정상상태에서는 배터리에서 보

상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RTDS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제안된 제어기에서 배터리의 방전전류 기울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배터리 방전전류의 기울기는 수퍼커패시터 측 p-q 제어기의 고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에 의해서 조절 될 수 있다. Table 3은

고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를 변화시킬 경우 배터리 측 인버터의 출력전력과 전류에 대한 최종 값의 10%에서 90%까지의 상승시

Fig. 10. Block diagram of DSP controller and RTDS interface.

Fig. 11. RTDS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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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단주파수가 낮아질 경우 배터리의 충방전 전력과 전류의 상승시간이 길어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제어기에서는 배터리의 충방전 시 전력 및 전류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배터리의 단위 시간 당 방전전류의 크기에 따른 배터리의 수

명과의 관계는 참고문헌[2]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안된 제어방법에서는 수퍼커패시터를 이용하여 배터리 충방전 전류의 급격

한 변화를 방지하게 되므로 배터리의 수명연장이 기대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은 충방전 전류의 기울기, 방전률, 동작온도 등

에 따라 달라지며, 향후 제안된 제어방법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Table 2에 나타낸 충방전 전력 및 전류의 상승시간과 배터리 수

명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추가적인 시험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 및 고조파 전력의 보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능동전력필터의 에너지원으로 배터리와 수퍼커

패시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의 제어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배터리의 급격한 충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

도상태와 고조파전력 보상에는 수퍼커패시터가 동작하도록 하였으며 정상상태의 무효전력 보상에만 배터리가 동작하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제어기는 p-q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내부에 예측형 전류제어기를 사용하여 빠른 전류 응답특성을 갖도록 하

였다. 제안된 제어기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PSIM 프로그램과 DSP 제어기와 RTDS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된 제어기의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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