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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 적용 가능한 BESS의 SoC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출력전압 제어기법

NeW Output Voltage Control Scheme Based on SoC Variation of BESS Applicable 

for Stand-alone DC Micro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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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ew output voltage control scheme based on the SoC variation of th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applicable for the stand-alone DC microgrid. The proposed control scheme provides relatively lower variation of 

the DC grid voltage than the conventional droop metho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control scheme was verif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for a typical stand-alone DC microgrid which consists of BESS, photo-voltaic (PV) panel, engine 

generator (EG), and DC load. A scaled hardware prototype for the stand-alone DC microgrid with DSP controller was set up 

in the lab, and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was installed in the DSP controller.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and actual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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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여 부하에 전

력을 공급하는 소규모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는 상용 전력망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이에 연계하여 운전되고, 상용 전력망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오지나 낙도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전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낙도의 경우 통상 디젤엔진발전기를 사용하여 수용가

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가와 환경 문제 때문에 독

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1], [2].

마이크로그리드는 구성 요소들을 교류로 연결한 AC 마이크로

그리드와 직류로 연결한 DC 마이크로그리드로 구분된다. AC 마

이크로그리드는 전압과 주파수 제어가 필요하고, 무효전력을 소

모하며 재투입 시 동기화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에 DC 마이크로

그리드는 전압 제어만 필요하고,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원과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직류를 출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전

력변환이 요구되어 시스템의 비용과 손실이 낮은 장점을 갖는다

[3]-[5]. 따라서 오지나 낙도에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의 보급

이 증가할 경우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보급도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서 DC Grid 전압을 제어하는 방

법에는 각 분산전원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부하의 전력

을 검출하여 통신망을 통해 중앙제어기로 전송하여 생산, 저장, 

소비 전력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 있으나 고속통

신망을 필요로 한다. [6]-[9]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이 제

안되었다. 그러나 통신망에 장애가 생길 경우 시스템의 오동작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통신망 설치 

장소의 제한이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전압을 전력의 흐름에 따라 자

율적으로 제어하는 Droop 제어가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율

적으로 제어하는 Droop 제어는 간단하며 고속 통신망을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Droop 제어는 일반적으로 각 분산전원의 출력과 DC Grid사이

의 저항 성분에 의해 동작하며 저항 성분은 실제로 삽입하거나 

가상의 등가저항을 이용한다[10]-[12]. 저항을 실제로 삽입하게 

되면 비용 및 크기의 증가 때문에 비실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Droop 제어는 가상의 등가저항을 이용한다. Droop 제어의 방법

은 출력 DC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장치의 출력 DC Grid 전압

이 등가저항 성분에 의해 떨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출력 DC 

Grid전압과 출력 DC전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등가저항의 값

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13].

일반적인 Droop 제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14]-[16]에 상

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4]에서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와 분산

전원들이 DC Grid 전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어가 수행되며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보호를 위해 SoC(State-of-Charge)에 따

른 운전 영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기기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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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DC Grid전압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압제어기를 

통해 기준전압으로부터 출력 DC전류와 등가저항을 곱한 값을 감

하여 산출된다. 또한 SoC의 운전 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벗어나면 

등가저항 값을 크게 하여 보호하게 된다. 하지만 출력 DC 전류

를 통해 DC Grid 전압을 산출하므로 전류의 변동이 다소 큰 경

우 출력되는 DC Grid 전압의 변동도 크게 되고, SoC가 운전 영

역을 벗어나서 커진 등가저항 값에 의한 영향이 시스템의 불안정

을 유발한다. 

[15]는 DC Grid전압을 일반적인 Droop 제어를 적용한 후 기

준전압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각 분산전원의 

출력 전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된 기준 전압은 각각 다

르게 되어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타당성을 검증 했지만 하드웨어를 통해 진행된 

실험결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

하다. 

Droop 제어에서는 등가저항 값에 따라 전압과 전류사이의 특

성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6]에서는 부하의 변

동에 따라 등가저항 값을 바꾸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부

하의 변동이 있을 때 등가저항 값의 변화 때문에 과도현상이 크

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지와 낙도와 같이 부하의 변

동이 잦은 곳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17]에서는 계통,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슈퍼 캐패시터, 태양

광 발전 및 부하가 연계된 DC 마이크로그리드 운용 전략을 제안

하였다. 계통이 DC Grid전압을 제어하고, 계통 고장 시 배터리에

너지저장장치가 DC Grid전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

용 전략은 태양광 발전, 슈퍼 캐패시터, 계통, 배터리에너지저장

장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DC Grid전압의 크기에 따라 

부하의 전력을 부담하는 구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의 과충전과 과방전으로부터의 보호 알고리즘이 없으며, 

계통 고장 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DC Grid전압을 제어할 때 

과도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없어 시스템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전압안정도를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는 배터리에너

지저장장치의 SoC 변동을 이용하여 DC Grid전압을 산출하는 방

식이며 기준 DC Grid전압은 기저전압에 SoC와 매개변수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분산전원은 출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 DC전류가 SoC에 비해 큰 

변화 폭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식이 출력 DC전류 기

반이었던 Droop 제어 방식보다 DC Grid전압 변동이 낮다는 장

점을 갖는다. 또한 Droop 제어 방식에서 빈번한 전류 변동에 따

른 전압변동이 문제이지만 제안하는 방식은 고정된 매개변수로 

인해 안정적이며 SoC의 크기만 고려하기 때문에 제어의 속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동작타

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PSCAD/EMTDC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동작과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

드웨어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실험을 실시하여 실제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

그림 1은 대표적인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을 나타

낸 것이다. 분산전원으로는 태양광발전과 디젤엔진발전을 사용하

였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더해져 구성되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적이므로 수용가에 안정적

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하고 태양

광발전의 출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디젤엔진발전기

를 결합하였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의 개방전압은 DC 전압이며 DC Grid의 

동작전압보다 낮으므로 승압하기 위해 3상 인터리브 부스트 

DC-DC 컨버터를 사용한다. 또한 일사량과 기타요인에 따라 출력

이 변동하기 때문에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 기법을 사용한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는 DC Grid의 전압제어를 통해 충/방전 

시 승압 또는 강압하여 전체 시스템의 전력을 조절한다. 또한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류 리플을 낮추기 위해 3상 인터리브 양

방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한다[18]. 

디젤엔진발전기는 3상 교류발전기이므로 3상 AC/DC 컨버터에 

의해 DC Grid에 연결된다. 교류부하는 3상 DC/AC 컨버터에 전

력을 공급받고 직류부하는 동작전압에 따라 DC Grid에서 직접 

받거나 DC/DC 컨버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그림 1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stand-alone DC microgrid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서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

력전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DC Grid의 전압을 유지하는 

Droop 제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Droop 제어기는 그림 

2(a)에 보인 것처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 DC전류를 측정

하여 여기에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 를 곱한 결과를 DC Grid 전압의 정격 치에서 감하여 

Droop 전압의 기준치를 산출한다. 그림 2(b)는 이러한 관계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이는 식 (1)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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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제안하는 DC 전압 제어기: (a) 제어기 구성, (b) 제어 곡선

Fig. 3 Proposed DC voltage control: (a) Controller structure, 

(b) Control curve

(a)

(b)

그림 2 Droop에 의한 DC 전압제어기: (a) 제어기 구성, (b) Droop 

곡선

Fig. 2 DC voltage control by Droop: (a) Controller structure, 

(b) Droop curve

여기서, 은 등가저항의 역할을 하여 실제로는 저항이 존재

하지 않아도 순환전류는  ×  경로가 추가되므로 제거 될 

수 있다.

DC Grid 전압을 로 하였을 때 는 전압변동률 ∆
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정격용량 에 따라 식 (2)와 같

이 정해진다.

  

∆ ×_
              (2)

3.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동작 제어

 

3.1 BESS DC 전압제어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C 전압 제어기법은 그림 3(a)에 보인 

바와 같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를 검출하여 게인 값을 

곱한 결과를 기저 전압에 더하는 방식이며 그 원리는 그림 3(b)

와 같고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게인 값과 기저전압 값

을 도출하기 위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의 운용범위와 DC 

Grid 전압의 동작범위를 이용한다. 식 (4)와 같이 배터리의 SoC

가 최대일 때 출력 DC Grid전압의 크기가 최대가 되고 식 (5)와 

같이 배터리의 SoC가 최소일 때 출력 DC Grid전압의 크기가 최

소가 된다. 식 (4)와 식 (5)를 연립하게 되면 식 (6)과 같이 나타

난다. 따라서 전압변동률을 고려하여 도출된 DC Grid 전압의 동

작범위와 SoC의 운용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기저전압  와 게

인 값 을 도출할 수 있다. 

     ×               (3)

_     ×            (4)

_     ×            (5)

_  _     ×     (6)

DC Grid 정격 전압이 400V이고 전압변동률이 5%면 DC Grid 

전압 동작범위의 최저치는 380V 최고치는 420V로 정해진다. 또

한 에너지 저장장치 SoC의 운용범위를 20%에서 90%로 가정하

면 DC Grid 전 최종 제어는 식 (7)과 같이 나타난다.


   ×               (7)

제안하는 제어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SoC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 (8)에 보인 전류적산법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SoC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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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는 초기 SoC를 나타내고 는 배터리의 총용량

이며 는 배터리 방전전류를 나타낸다.

3.2 BESS 제어 안정도 분석

그림 4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전압을 제어하는 제어

기의 블록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압제어루프에 전류제어루프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4 전압제어기 폐루프 블록선도

Fig. 4 Voltage controller closed-loop block diagram

그림 5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컨버터 소신호 모델링을 위

한 등가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각 변수의 값과 PI제어기의 상수

는 표 1과 같다.

그림 5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컨버터 등가회로

Fig. 5 Equivalent circuit of the BESS converter

양방향 초퍼의 소신호 모델을 이용하여 방전과 충전 시 전류

제어의 전달함수  를 와 의 관계로 표시하면 아

래 식과 같다.

  

 


                  (9)

식 (9)의 전류제어의 전달함수  와 PI제어를 포함한 전류

제어기의 폐루프 전달함수  는 표 1의 파라미터를 대입하면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표    1 양방향 초퍼의 회로와 PI 제어 파라미터 

Table 1 Circuit and PI control parameter for bidirectional 

chopper

Items Parameter

 400[V]

 4[mH]

 2200[μF]

 0.5

 50[Ω]

 1

 100

 0.5

 10

전류제어기의 폐루프 전달함수  의 보드선도를 그리게 

되면 그림 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충분한 

위상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전류제어기는 안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전류제어기 폐루프 전달함수의 보드선도

Fig. 6 Bode diagram of current controller closed-loop transfer 

function

양방향 초퍼의 소신호 모델을 이용하여 방전과 충전 시 전압

제어의 전달함수  를  와 의 관계로 표시하면 

아래 식과 같다.

  

 


 







          (11)

식 (11)의 전압제어의 전달함수  와 PI제어 및 전류제어

기를 포함한 전압제어기의 폐루프 전달함수  는 표 1의 파

라미터를 대입하면 식 (1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기학회논문지 65권 7호 2016년 7월

1180

 

(a)

(b)

그림 8 SoC 변동에 따른 시스템 동작모드: (a) 상태천이도, (b) 

SoC 동작범위

Fig. 8 System Operation MODE with respect to SoC variation: 

(a) State transition, (b) SoC operation range

  
   

   
   (12)

전류제어기를 포함한 전압제어기의 폐루프 전달함수  는 

그림 7과 같이 보드선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보드선도에서 충분

한 위상 마진과 게인 이득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전압제어기는 안

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전압제어기 폐루프 전달함수의 보드선도

Fig. 7 Bode diagram of voltage controller closed-loop transfer 

function 

3.3 시스템 동작모드

본 논문에서 엔진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가 20%에 도달하

기 전에는 엔진발전을 가동하지 않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가 20%에 도달하여 DC Grid전압이 최저치에 도달하면 엔진

발전을 최대출력으로 가동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에

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한다. 태양광발전은 SoC가 20%에서 90%인 

영역에서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 하고 잉여전력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

치에 공급한다[19]. 그러나 일조량이 강하여 태양광발전의 생산

량이 평균보다 많고 수용가의 전력소모가 적을 경우 배터리의 

SoC가 상한치인 90%에 도달함에 따라 DC Grid 전압이 상한치

에 도달하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보호를 위해 태양광발전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저감한다.

그림 8(a)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에 따른 3가지 동작

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모드 1은 배터리의 SoC가 20%와 90%사

이에 있을 때 태양광발전은 MPPT제어를 통한 최대출력인 

MP_MODE로 동작하고 엔진발전은 가동하지 않는다. 모드 2는 

배터리를 보호하는 구간으로써 SoC가 90%에 도달했을 때 태양

광발전은 MP_MODE에서 저출력모드인 RP_MODE로 전환하고 

엔진발전은 가동하지 않는다. 모드 3은 배터리 SoC가 20%에 도

달하였을 때 태양광 발전은 MP_MODE로 동작하고 엔진발전은 

최대출력으로 동작한다.

그림 8(b)은 SoC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가상한 곡선으

로 SoC가 하한치 20%에 도달하면 엔진발전을 가동하고 SoC가 

60%에 도달하기 까지는 태양광발전과 엔진발전이 병렬로 가동하

며 SoC가 60%에 도달하면 엔진발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배터리

는 태양광발전에 의해서만 충전된다. 그리고 SoC가 상한치인 

90%에 도달하면 태양광발전의 출력을 저감하고 부하가 증가하여 

SoC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면 태양광발전은 최대출력으로 동작

한다. 

4.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

제안하는 제어방식을 그림 1에 보인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

드 구성을 대상으로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

행하였다. 태양광발전에 사용된 태양전지는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도출된 동특성 방정식을 C코드로 모델링을 하였다.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에 사용된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도출된 Shepherd 모델을 사용하였다[20]. 엔진발전은 엔진의 속

도와 토크 특성을 간단히 모델링하여 내장된 발전기모델과 결합

하여 사용하였다.

표 2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엔진발전, 태양광발전, 배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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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ly

Battery

Rated

power

Rated

Voltage

Rated

Current


Internal

Resistance

6[kWh] 250[V] 24[Ah] 4[mH] 0.00046[Ω]

PV

Rated

power

Rated

Voltage

Rated

Current
 

6[kW] 350[V] 17[A] 3[mH] 260[μF]

EG

Rated

power

Rated

Voltage

Rated

Current

Rated

RPM

Rated

Frequency

4[kW] 220[V] 10[A] 1714[rpm] 400[Hz]

Load

Rated

power

Rated

Voltage

Rated

Current


Rated

Frequency

3[kW] 220[V] 8[A] 3[mH] 60[Hz]

표    2 주요 요소의 정격 파라미터

Table 2 Rated Parameter for Major Components

Section Checking Point

A Battery discharging mode

B
SoC Limit Control of EG operation

(Stand-by → Start-up)

C
Battery charging mode 

(by EG maximum power operation)

D
SoC Limit Control of EG operation

(Stand-by → Start-up)

E
Battery charging mode

(by PV MP_MODE operation)

F
SoC Limit Control of PV operation

(MP_MODE → RP_MODE)

G
Battery discharging mode

(by PV RP_MODE operation)

H
SoC Limit Control of PV operation

(RP_MODE → MP_MODE)

I
Battery discharging mode

(by PV MP_MODE operation)

표    3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토 항목

Table 3 Checking Items by Simulation

너지저장, 부하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부하의 평균 사

용전력은 3KW, 최대 사용전력은 4KW로 가정하였고, 배터리에너

지저장장치의 경우 부조일수는 2일, 운용범위는 20%에서 90%, 

배터리 평균사용시간은 8시간, 배터리전압은 250V로 가정하여 용

량을 산정하였지만 시뮬레이션 시간 내에 각 모드 간 SoC에 따

라 전환되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용량의 1/10인 6KWh로 

산정하였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출력특성은 온도, 먼지와 이물질, 

모듈별 배전 손실을 고려하여 80%의 효율로 가정하여 6KW로 

정하였다. 엔진발전은 수용가의 최대전력을 고려하여 4KW로 정

하였다. 

전체 시뮬레이션은 23초 동안 실시하였다. 부하의 전력량은 임

의로 설정했으며, 태양광 발전은 8초 이후로 일조량에 따른 출력 

전력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그림 8에 보인 모드전환의 과정

이 잘 반영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표 3에는 시뮬레이

션을 통해 점검해야 하는 내용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9는 위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파형

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부터 부하, 태양광 발전, 엔진 발전,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력을 나타내며 SoC, 배터리에너지저장장

치의 출력 전류, DC Grid전압을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초기 SoC를 25%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구간 A는 

모드 1상태로 태양광 발전의 동작은 MP_MODE지만 8초 이후에 

일조량이 발생한다고 가정 했으므로 출력 전력이 0kW이며 엔진

발전도 SoC의 운용 범위 중 하한치에 도달하지 않아 발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의 총 출력 전력이 0kW이기 때문에 

부하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부담하고 

있고 이에 따라 SoC는 25%에서 20%까지 감소하고 있다. 또한 

DC Grid 전압은 SoC변동에 의해 385V에서 최저 전압인 380V까

지 감소하고 있다.

구간 B는 100% 부하의 전력을 부담하고 있던 배터리에너지저

장장치가 SoC 하한치인 20%에 도달하여 비상시라 판단되기 때

문에 모드 1에서 모드 3으로 모드전환이 동작되는 구간이며 모

드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엔진발전은 최

대 출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며. 태양광 발전은 구간 A와 같이 

MP_MODE지만 일사량이 없으므로 출력 전력은 0kW이다. 

구간 C는 모드 3으로 동작하는 구간이며 엔진발전이 최대 출

력인 4kW로 발전하고 있다. 최대 출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엔진

발전에 의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충전모드로 전환되어 SoC

는 20%에서 60%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DC Grid 전압은 380V에

서 SoC가 60% 일 때의 전압 403V까지 증가하고 있다.

구간 D는 SoC가 60%에 도달하게 되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어 모드 3에서 모드 1로 모드 전환이 동

작되는 구간이다. 엔진발전은 비상시에만 발전하기 때문에 안정

적이라고 판단되면 가동을 중지하게 된다.

구간 E는 태양광 발전이 이전의 구간과 같이 MP_MODE로 동

작하고 있고 8초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량에 의해 전력 생산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9.5초 전까지 전력 생산량이 부하 전력에 미

치지 못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는 방전모드로 동작하고 있지만 

9.5초 이후 일조량의 계속된 증가로 인해 생산되는 전력도 증가

하여 부하의 전력을 부담하고 있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충전

모드로 전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SoC도 9.5초 까지

는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간 F는 SoC의 상한치 90%가 되었을 때 모드 1에서 모드 2

로 모드 전환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태양광 발전의 MP_MODE로 

인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과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

력 모드인 RP_MODE로 모드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가 충전모드에서 방전모드로 전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간 G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드 2에서

의 동작이며 태양광 발전은 전체 부하량의 평균 전력량인 3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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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s by Proposed method

그림 10 Droop 제어와 제안하는 제어의 DC Grid 전압 시뮬레이

션 결과 비교

Fig. 10 Simulation result comparison of Grid DC voltage by 

droop control and proposed control
보다 낮은 2kW로 발전하고 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는 방전

모드이며 SoC가 90% 아래로 떨어질 때 까지 RP_MODE는 유지

되고 있다. 이때의 동작 DC_Grid전압은 최대 동작 전압인 420V

이다. 

구간 H는 SoC 상한치 90% 이하로 떨어져서 모드 2에서 모드 

1로 모드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모드전환이 매끄럽게 되고 있으

며 전압변동상태 없이 420V보다 약간 낮은 전압에서 동작되고 

있다.

구간 I는 구간 E와 같이 태양광 발전은 MP_MODE로 동작하

고 있고, 일조량이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는 방전모드가 된다. 따라서 SoC는 서서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DC Grid전압도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앞서 표3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은 그

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두 검증이 되었다. 배터리에너지저장

장치의 SoC는 운용 범위인 20%와 90%사이에서 운전되고 있으

며, SoC변동에 따라 DC Grid 전압 또한 380V와 420V사이에서 

제어되고 모드 전환 시 매끄러운 모드 전환을 통해 안정성을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SoC가 하한치인 20%와 상한치인 90%에 도

달했을 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그림 10은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영 전략 중 가장 

유사한 [14]의 Droop방식과 제안한 방식의 DC Grid전압을 비교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위에서부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

력, SoC, Droop방식을 적용한 DC Grid전압, 제안한 방식을 적용

한 DC Grid전압이다. 그림 9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배터리에너

지저장장치의 전력을 기준으로 제안한 방식과 Droop방식의 DC 

Grid 기준전압을 산출하였다.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DC Grid전

압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를 검출하고 를 산출하여 

DC Grid전압 식을 통해 나타내었고, 기존 Droop방식을 적용한 

DC Grid전압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 전류를 검출하고 

을 산출하여 DC Grid전압 식을 이용해 나타내었다.

Droop 방식을 적용한 DC Grid전압은 배터리 출력 전류를 통

해 DC Grid전압을 산출하기 때문에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

력 파형과 흡사하고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한 DC Grid전압은 

SoC를 통해 DC Grid전압을 산출하기 때문에 SoC 파형과 일치한

다. DC Grid전압은 두 방식 모두 설정된 동작범위인 380V와 

420V 사이에서 동작하고 있다. 

그림 10에 SoC가 하한치 20%에 도달하고 상한치 90%에 도

달하여 모드 전환이 동작되는 구간이 표시되어있다. 1초와 2초 

사이에 SoC가 하한치 20%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때 배터리에너

지저장장치의 보호를 위해 모드 전환을 하게 된다. Droop 방식은 

엔진발전의 가동을 위해 등가저항의 크기조절을 통해 DC Grid전

압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짧은 순간 385V로 감소했다가 415V까

지 약 30V의 전압이 변하며 최대 7.5% 전압변동률이 생기게 된

다. 반면에 제안하는 방식은 SoC가 하한치에 도달하게 되면 DC 

Grid전압도 하한치에 도달하게 되어 엔진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다. 또한 모드 전환이 일어날 때 매개변수 가 변하지 않으므

로 DC Grid전압의 값이 급변하지 않는다.

17초와 18초 사이에 SoC는 상한치 90%에 도달하게 되어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보호를 위해 모드 전환을 하게 된다. 이 

때 Droop 방식은 모드 전환을 위해 등가저항을 크게 조절하여 

DC Grid전압을 변화시킨다. 등가저항 값이 커지면 DC Grid전압

의 크기가 420V로 증가했다가 385V까지 약 35V의 변동이 크게 

존재하며 최대 8.75%의 전압변동률이 생긴다. 반면에 제안하는 

방식은 SoC가 증가하다가 상한치에 도달하면 DC Grid의 최대 

동작전압인 420V에 도달하여 태양광 발전의 모드가 매끄럽게 전

환된다.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시스템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전압변동현상에 의해 DC Grid전압은 동작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하

는 방식은 매개변수 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전압변동현상

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Droop 방식에 비해 제안하는 방식이 

안정도가 높으며 시스템 규모의 관계없이 독립형 DC 마이크로그

리드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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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Parameter

Nominal Voltage 207[V]

Capacity 16[Ah]

AC-IR 1.1[mΩ]

C-Rate 8[C]

Energy Density 146[Wh/kg]

Chemistry HP NMC

표    4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사양

Table 4 Specifications of BESS

그림 11 축소모형 하드웨어 실험장치

Fig. 11 Scaled hardware set-up for experiment

그림 12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한 실험 결과

Fig. 12 Experiment results with Proposed method

그림 13 Droop 제어와 제안하는 제어의 DC Grid 전압 실험 결

과 비교

Fig. 13 Experiment result comparison of Grid DC voltage by 

droop control and proposed control

5. 실험을 통한 결과 분석

그림 11은 제안하는 제어방식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비교분

석하기 위해 실험실에 제작 및 설치한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

드의 하드웨어를 보인 것이다. 실험결과를 시뮬레이션결과와 상

호비교하기 위해 실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진행하

였으며 실험 지속시간은 총 85초간으로 하였다. 구성요소의 정격

용량도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태양광발전은 PV 시뮬레이터를 

6KW로 시간에 따라 출력을 변동하였고 엔진발전은 5kW 용량의 

모터-제너레이터 세트로 구성된 엔진발전 시뮬레이터를 최대출력

을 4kW로 고정하였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는 3.31KWh 용량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SoC 및 기타 정보는 BMS를 

통해 CAN 통신을 사용하여 정보를 송신하였으며 기본 사양 정

보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부하는 3상 저항부하를 사용하였고 시

뮬레이션과 같이 시간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다르게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oC 운용 범위를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SoC의 상한치는 50.8%, 하한치는 49.2%로 설정하였고 SoC변화

를 보이기 위해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12에 실험 결과파형을 나타내었다. 위에서부터 부하, 태

양광 발전, 엔진 발전,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전력을 나타내며 

SoC,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출력 전류, DC Grid전압을 순서대

로 나타내었다. 부하 전력은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시나리오로 진

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과도 

상태 없이 DC Grid로부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시뮬레이터에 입력된 일사량 데이

터에 의해 출력이 변동되고 있으며 MP_MODE와 RP_MODE의 

제어가 원활히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엔진발전은 비상

시 가동 될 때 최대출력으로 일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점검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구간에 따라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oC와 DC Grid전압의 파형 패턴이 같은 것으로 보아 

SoC에 따른 DC Grid전압의 제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oC에 따른 DC Grid전압이 동작 범위 내에 유지되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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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와 하한치에 도달했을 때, 분산전원의 모드 전환을 통해 배

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보호도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에는 [14]에서의 Droop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DC Grid기준전압을 비교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있다. 6초

와 10초 사이, 53초와 57초 사이 모드 전환이 발생할 때의 전압

변동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과 같이 Droop 방식 경

우 등가저항 값이 변하게 되어 전압변동현상이 존재하는 반면에 

제안하는 방식은 안정적으로 모드 전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드 1에서 모드 3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6초와 10초 사이에서 

Droop 방식을 적용한 DC Grid 전압은 390V에서 415V까지 변하

며 전압변동률은 6.25%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드 1

에서 모드 2로 전환되는 과정인 53초와 57초 사이에서 420V에

서 390V까지 변하며 전압변동률은 7.5%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하는 방식은 매끄러운 모드 전환이 수행되며 

이를 통해 Droop 방식보다 안정적임을 검증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DC Grid의 출력전압을 조절하는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SoC를 기반으로 출력전압을 조절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제어방식의 우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엔

진발전, 배터리에너지저장, 부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해 PSCAD/EMTDC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하드웨어 구현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에 축소모형의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

드와 제어기를 설치하고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실험

을 실시하여 제안하는 제어와 Droop 제어의 성능을 비교분석하

였다.

제안하는 제어방식은 Droop 제어방식에 비해 출력전압의 변동 

폭이 좁고 완만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제안하는 제어방식은 독립형 DC 마이크로그리드에 많

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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