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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분산전원, 전력저장장치 및 부하로 구성된 마이크로

그리드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빌딩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마

이크로그리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지 계통에도 다

양한 적용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그림 1과 같이 DC 기반

의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저장장치, 부하 등의 증가로 DC 배

전 계통의 도입과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적용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그림 2와 같이 DC bus를 이용

하여 DC 전력공급이 가능한 DC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DC bus를 이용하여 DC 전력을 공급할 경우 전력변환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무효 

전력으로 인한 손실 및 표피효과가 없으며,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연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C는 위상 및 주파수가 없어 다수의 DC 전원의 병렬 

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2. DC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요

2.1 전력 컨버터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고 있는 분산전원, 분산저장

장치, 부하의 대부분은 전력 컨버터를 통하여 연결되며, 이

는 그림 3과 같이 전원의 종류에 따른 컨버터의 토폴로지를 

정리할 수 있다. PV와 같이 DC를 출력하고 단방향 특성을 

가지는 전원은 단방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하며, 충/방전이 

가능한 전력저장장치과 같이 양방향 특성을 갖는 DC 전원

은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한다. 또한, 풍력발전기 및 

마이크로터빈과 같이 회전기를 이용하여 AC가 출력되는 전

원은 AC/DC 컨버터를 통하여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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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C 전력 사용량 변화

그림 2 DC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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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호

  DC는 AC와 달리 zero-crossing이 발생하지 않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DC 시스템에 적합한 보호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데, DC 마이크로그리드에서 고장검출을 위해서는 AC 시스

템과는 다른 고장검출 방법 및 접지방법 등이 필요하며, 또

한, 시스템 내의 다수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한 고장 보호 기

술이 요구된다.

  한편, 저전압 DC 시스템에서는 AC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보호시스템이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전압 

이상의 DC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DC 시스템의 고장 

전류 및 과전류 특성이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DC 시스

템에 적합한 고장 검출기술 및 차단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2.3 DC 링크 구성 

  신재생 에너지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DC 전원으

로부터의 전력을 DC 부하측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DC bus를 

이용하는데, DC bus는 사용하는 선로의 개수에 따라 

Monopolar DC 링크 (1개의 케이블), Bipolar DC 링크 (2개

의 케이블), Homopolar DC 링크(3개의 케이블)로 구성될 수 

있다. 

 

2.4 제어

  DC 마이크로그리드는 AC 마이크로그리드와 달리 주파수 

및 무효전력 제어, 위상 동기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제어가 간단한데, 제어구조는 AC 마이크로그리드

와 유사하게 3단계로 구분하여 제어하는 계층적 제어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레벨 0 (Inner control loop)

  레벨 0에서의 제어시스템은 Inner control loop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분산전원 또는 저장장치 내에 위치하여 최하

위의 전류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local 제어기로서 마이크로

그리드 내에 존재하는 다른 분산전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

는 분산전원의 가장 기본제어기이다. 

  • 레벨 1 (Primary control loop)

  레벨 1에서의 제어시스템은 Primary control loop이라고 불

리며, 어떠한 통신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분산전원 간의 전력 

쉐어링(sharing)을 수행한다. 따라서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전

력 쉐어링이 가능한 드룹(droop) 제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레벨 0과 레벨 1 제어 시스템은 그림 5의 Local 

control loop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레벨 2 (Secondary control loop)

  레밸 2에서의 제어시스템은 Secondary control loop으로 

일반적으로 통신을 이용하며, MGCC (MicroGrid Control 

Center)에서 제어 지령치를 생성한다. Secondary control 

loop는 primary control loop에서 발생하는 정상상태 오차를 

제거하고, 전력 쉐어링, 부하 차단, SOC관리 등 통신을 이용

하여 안정적인 마이크로그리드 운전을 수행한다.

  • 레벨 3 (Tertiary control loop)

  레벨 3 제어는 Distribution Network Operator (DNO)와 

Market Operator (MO) 사이의 운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와 

전력시스템 사이의 전력거래를 담당한다.

3. 연구 현황

3.1 해외현황

  현재 세계적으로 DC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연구 및 실증

그림 3 전원에 따른 컨버터 토폴로지

그림 4 계층적 제어 구조

그림 5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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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 DC 마이크로그리드는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실증단지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도

서지역 및 건물 내에 DC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3.1.1 Moku o Lo’e DC Microgrid

  본 프로젝트는 Hawai National Energy Institute (HNEI) 주관 

하에 그림 6과 같이 하와이에 위치하는 하와이대학 캠퍼스

와 2개의 섬에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Manoa 

캠퍼스에는 약 25 MW 용량의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

여 EMS의 고급 기술과 분산전원의 제어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비용을 최소화를 평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Molokai 섬은 2.5 MW PV를 DC로 연결하며, 시스템이 설치

에서 신뢰성과 Resiliency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코

넛 섬에 500 kW의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청정에

너지원을 적용하고 이를 통합 제어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DC 마이크로그리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주

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3.1.2 Bosch DC Microgrid Project

  Bosch사에서는 DC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시 기존의 AC 시스

템 대비 DC 마이크로그리드의 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손실 적음

  ∙ 높은 신뢰성

  ∙ 정전 시 높은 Resiliency

  ∙ 효과적인 비상 전력 공급

  ∙ CO2 발생 저감

  3.1.3 Chinese-Danish Cooperation Project

  본 프로젝트는 그림 8과 같은 구조로 덴마크와 중국의 공

동연구를 통하여 Intelligent DC microgrid Living Lab(iDClab)

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알보그대학에 설치된 iDClab의 기본 구성은 다

음과 같다. 

  ∙ 제어기 설계를 위한 실시간 디지털 모듈

  ∙ 4개의 양방향 DC/DC 컨버터 (실시간 디지털 모듈로 제어)

  ∙ 정전력 부하

  ∙ 전력저장장치

  ∙ 스마트 미터

  ∙ 멀티 터미널 중전압 연결

  ∙ PV 및 EV 등 DC 전력장치 외에 DC 세척기, DC 오븐, 

DC TV 등 DC 가전 적용

그림 6 Moku o Lo’e DC Microgrid

그림 7 Bosch DC Microgrid Project

그림 8 공동연구 구조

그림 9 iDC lab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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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현황

  국내 DC 마이크로그리드 연구는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기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2009년부터 DC 배전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DC 배전에 적합한 AC- 

DC 정류기와 같은 전력변환장치도 개발하였으며, 다음 구성의 

테스트 연구실을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절연변압기, AC 전원 모의장치

  ∙ AC 모의부하, DC 모의부하

  ∙ DC 선로 모의장치

  ∙ DC 선로 고장 모의장치

  ∙ AC/DC 컨버터, DC/DC 컨버터

  ∙ 태양광 모의장치

  ∙ 3상 인버터, 단상 인버터

  ∙ 배터리 충/방전기, 배터리 및 BMS 

  ∙ ±750/±350 및 바이폴/모노폴 전환 가능

  ∙ 주요부 전압, 전류, 전력 실시간 감시 및 직렬통신을 통

한 주요 구성품 제어

  그리고 직류배전 장거리 저부하 공급용 저압 직류배전 실

증인프라를 구축하여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독립섬 

저압 직류배전망 실증사이트 구축이 추진 중에 있다. 

  전기연구원은 직류배전용 테스트 연구실을 구축하여 DC 

배전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20 

kW 병렬 운전 양방향 정류기 전원, 10 kW급 수용가 배전 

전력변환장치 및 IDC(internet data center) 직류배전 전원 등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전압에 적용 가능한 전력

변환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AC home과 

DC home의 소비전력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DC 

배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력 변환장치를 개발

하고 있다. 

4. 맺 음 말

  DC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원 기반의 분산전원 

및 전력저장장치의 적용 효율 고도화와 CO2 저감 등의 장점

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DC 배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구 및 실증사업을 통

한 관련 기술 개발이 된다면 세계 DC 배전 기술 주도 및 시

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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