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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임피던스 선로를 갖는 인버터기반 분산전원의 부하전압 

불평형을 보상하는 드룹 제어 

Droop Control to Compensate Load Voltage Unbalance for Inverter-based Distributed 

Generations with Unequal Impedance Lines

양 원 모*․김 현 준*․한 병 문†

(Won-Mo Yang․Hyun-Jun Kim․Byung-Moon Han)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droop control scheme to compensate the unbalanced line-to-line voltage of unbalanced 

3-phase load which is coupled with two inverter-based distributed generations through unequal impedance lines. Unbalanced 

line-to-line load voltages occur due to using single-phase loads, which brings about bad effects on the coupled inverters and 

the distributed generations.  In order to compensate the unbalanced line-to-line voltages, a positive sequence voltage control 

was used for sharing the active and reactive power and a negative sequence control was used for reducing the negative 

sequence voltag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cheme was first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s, and then experiments 

with a hardware set-up built in the lab.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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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산발전을 기존의 계통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기인 

인버터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1] 분산전원 연계형 인버터의 중

요한 역할은 유·무효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출력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조절 한다. 또는 병렬 운전을 위해 각각의 인버터들은 전

압과 주파수 조절에 참여하기 위한 전압원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인버터들은 또한 병렬 운전시 전력 품질 관리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압 불평형은 분산전원 및 전압원 

인버터에 손실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러므

로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는 전압 불평

형율을 2% 이내로 권장한다.[2] 전압 불평형의 주요 원인은 상

과 중성점 사이 또는 상과 상 사이에 연계된 단상 부하 때문이

다. 따라서 불평형 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STACOM), 직렬 수동 필터, 병렬 

수동 필터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7] 하지만, 이러한 불

평형 전압 보상 방법들은 역상분 무효 전력 및 전압과 전류를 

주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력 변환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심각

한 부하 불평형의 경우에, 수동 필터에 의해 주입된 전압과 전류

의 크기는 매우 크게 되며, 필터의 정격을 초과 할 수 있는 단점

이 존재한다. 

[8, 9]에서는 추가적인 전력변환기의 설치 없이 분산 전원 연

계형 인버터의 적절한 제어 기법을 통해서 불평형 전압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10-15]에서는 불평형 전압 보상을 위해서 드

룹 제어 방식을 바탕으로 한 제어 기술들이 제안 되었다. 드룹 

제어의 경우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출력 전압과 주파수 정

보만을 이용하여 병렬 운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어의 신뢰성이 

높고 시스템 설치 비용이 낮은 이점을 갖는다.

[12]는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역상분 무효전력-컨덕턴스()

의 드룹제어를 통해 불평형 전압을 보상 한다. 컨덕턴스와 역상

분 전압의 곱으로 생성된 지령치는 전압제어 루프 출력에 더해진

다. 이는 불평형 전압을 보상할 수 있지만 드룹 전압 제어 루프

의 출력에 불평형 보상 지령 신호가 입력되기 때문에 외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불평형 전압 보상과 드룹 제어 사이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불평형 선로 임피던스에 대한 무효전력 

분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13]에서는  정지 좌표 변환을 기반으로 인버터 병렬 운전

을 위한 드룹제어 및 불평형 부하보상 기법이 제시 되었다. 전압 

불평형을 보상하기 위해 [13]에서는 역상분 무효전력, 불평형 보

상 이득 상수와 역상분 출력 전압을 곱해주어 Q-V전압 제어루프

의 입력에 더해주어 불평형 전압을 보상하였다. 하지만 불평형 

전압 이득 상수를 구하기 위해선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야 되고 

갑작스런 전력 변화에 대응하는데 속응성이 낮은 단점을 가진

다. [14,15]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중앙제어기에서 불평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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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버터 등가 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for Inverter

압에 의해 발생된 역상분 전압 보상값을 계산한 후, 발생된 지

령치를 저속 통신을 사용하여 각각의 로컬 인버터에 보내주어 보

상하게 된다. 중앙제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의 의존도가 매

우 높으며, 통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상

분, 역상분 전압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정상분 전압제

어기는 유·무효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드룹 제어로 사용되고, 역

상분 전압 제어기의 경우 역상분 전압을 감소함으로써 불평형 전

압을 보상한다. 또한 병렬 운전시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에 의해 

야기되는 무효전력 분담 정확성도 효과적으로 향상 시켰다. 무효 

전력 분담 정확성은 정상분, 역상분 선로 전압 강하를 간단한 사

칙연산을 통해 전압 지령치에 보상해줌으로써 제어하였다.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에 따른 무효 전력 분담 정확성과 불평

형 부하 보상에 대해 분석하고 제안된 드룹 제어의 검증을 위해 

PSCAD/EMTD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된 배터리 모델과 

전력변환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또한 5kw급 하드웨어 프로

토 타입 2대를 제작하여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타당성을 얻기 위

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드룹 제어 및 순환 전류

2.1 일반적인 드룹 제어 원리

통신시스템 없이 여러 대의 인버터를 병렬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룹 제어는 제안되었으며, 기존의 산업현장에서는 UPS 

시스템 또는 독립 운전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

었다[16],[17].

일반적인 드룹 제어는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의 위상과 크

기를 조절하여 유·무효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드룹 제어는 다음

의 수식 (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Pk Pω ω (1)

*= −
q

V E k Q (2)

는 인버터 출력전압의 크기, 는 인버터 출력전압의 주파수

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무부하 상태에서 Point of 

Common Connection(PCC)단 전압의 주파수와 크기이다. 그리고 

와 는 주파수와 전압 드룹 계수이다. 

그림 1은 교류 계통에서 전력조류를 나타내기 위한 인버터의 

간략한 등가회로를 보여준다. 출력 임피던스를 통해 인버터에서 

PCC 단으로 흐르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수식(3),(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 )= − +
EV V EVP cos cos sin sin
Z Z Z

φ θ φ θ (3)

2

( )= − −
EV V EVQ cos sin sin cos
Z Z Z

φ θ φ θ (4)

 와 는 각각 출력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이며  는 PCC 

단 전압이고 는 PCC단 전압과 BESS출력 전압 사이의 위상차

이다.

와 의 일반적인 Droop제어는 2가지 중요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가정1: 출력 임피던스는 순수한 유도성 성분이 지배적이다. 대

부분의 병렬 운전되는 인버터의 경우 필터 인덕터가 저항 성분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버터의 출력 임

피던스는 제어 루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큰 출력 인덕터를 삽입하거나 LCL 출력 필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또는 가상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출력 임피던스를 

순수한 유도성 성분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    과 

같이 식 (3)과 (4)는 식 (5)와 (6)처럼 다시 나타낼 수 있다.

=
EVP sin
X

φ (5)

2

= −
EV VQ cos
X X

φ (6)

가정2 : 동기화가 이루어졌을 때 PCC단 전압과 인버터 출력

전압 사이의 위상차 의 값이 작다면 ≈로 ≈로 가

정할 수 있다. 이는 수식 (7)과 (8)로 나타낼 수 있다.

=
EV

P
X

φ (7)

( )= −
V

Q E V
X

(8)

이러한 가정을 통해 와 는 선형적으로 와 에 의존적이

며 비례하게 된다. 드룹 제어에서 인버터는 유효전력제어에 위상

차  대신 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각 장치들의 초기 위상차

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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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병렬 운전되는 인버터의 dq회전 좌표계 등가 회로 (a) 인

버터1의 d축 등가 회로, (b) 인버터2의 d축 등가 회로, (c)

인버터1의 q축 등가 회로, (d) 인버터2의 q축 등가 회로

Fig. 3 Equivalent Circuit for Two Parallel Operated INV in 

dq Rotating Frame: (a) INV.1’s d-axis equivalent 

circuit, (b) INV.2’s d-axis equivalent circuit, (c) 

INV.1’s q-axis equivalent circuit, (d) INV.2’s q-axis 

equivalent circuit

2.2 순환 전류 분석

드룹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병렬운전 인버터들의 출력전압은 

비례하거나 동일해야 한다. 특히 무부하나 경부하시 각 인버터의 

출력 전압차는 병렬 운전되는 인버터 사이에서 순환 전류를 야기

한다. 

그림 2 병렬 운전 하는 인버터 등가 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for Two Parallel Operated Inverters

그림 2는 선로 임피던스를 고려한 병렬 운전되는 인버터의 등

가회로를 보여준다. 이를 동기 회전 좌표 변환을 거쳐 수식적으

로 알아본다면 병렬 운전되는 2대의 인버터에서 각각의  드

룹 제어 수식은 (9)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드룹 수식은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i P ik Pω ω (9)

*

*

= −

=

di d q i

qi q

V E k Q

V E
(10)

정상상태에서 인버터1과 인버터2의 주파수는 선로 임피던스와 

무관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식 (9)에 의해 정확한 유효전력 분담

은 수행된다.

하지만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가 고려된다면, 서로 다른 전압 

강하로 인해 무효 전력 분담 오차가 발생한다. 식 (10)을 적용한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를 고려한 병렬 운전하는 인버터의 등가 회

로를 그림 3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식 (11), (12)과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
1 1 1 1 1 _ 1

*
1 1 1 1 _ 1

= + − +

= + +

d q d q L d

q q d L q

E k Q R I X I V

E R I X I V
(11)

*
2 2 2 2 2 _ 2

*
2 2 2 2 _ 2

= + − +

= + +

d q d q L d

q q d L q

E k Q R I X I V

E R I X I V
(12)

수식 (11)과 (12)를 통해, 순환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무효

전력 분담 오차는 수식 (13)을 통해 표현 될 수 있다. 

1 2

2 2 2 2
1 1 1 1 _ 1 2 2 2 2 _ 2

( )

( ) ( )

−

− + − − + − −
=

d q L L q d q L L q

q

Q Q

RI X I V V R I X I V V

k

(13)

는 동기 회전 좌표 변환된 각 컨버터의 유·무효 출력 

전압, 


는 인버터 출력 전압 지령치, 는 유·무효 

부하 전압,  는 유·무효 출력 전류, 는 선로 저항과 

리액턴스이다. 그러므로 병렬 운전되는 인버터1과 인버터2의 무

효전력 분담 오차는 선로 임피던스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선로

의 임피던스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나 동일한 선로 임피

던스를 지닐 경우는 무효전력 분담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무효전력 드룹 계수 에 비례하여 공급한다. 

2.3 제안된 무효전력 분담 기법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병렬운전시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전압 드룹 계수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인버터 출력 전압차가 발생하여 무효전력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dq동기 기준 회전 좌표계를 적용한 전압 드룹 제어 수

식 (11)과 (12)에서 알 수 있듯이, 불균등 선로 저항에 의해 발생

하는 전압강하는 유효분 전류 에 의해 발생하며, 유도성 성분

에 의한 전압강하는 무효분 전류 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한

다. 따라서 유·무효전류 성분과 선로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되는 

전압강하 성분을 전향 보상해준다면 병렬운전시 인버터 출력 전

압 오차를 보상할 수 있다. 식 (10)의 Q-V 드룹 제어 수식에 선

로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되는 전압강하 성분을 전향 보상해주면 

식 (14)와 같다. 

*

*
1

= − + −

= + +

di d q i i di i qi

qi q i qi i di

V E k Q R I X I

V E R I X I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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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qs

de
+

de
-

qe
+ qe

-

ɵ̂
-ɵ̂

-ɵ̂

ω̂

ω̂

-ω̂

-ω̂
ɵ̂

그림 5  정상분/역상분 동기 기준 좌표계

Fig. 5 Positive/Negative-Sequence Synchronous Reference 

Frame

식 (14)를 적용한 병렬 운전되는 등가 회로를 그림 4에서 보

여준다. 그림4 와 같이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되는 

전압 강하를 상쇄 하는 전향 보상항을 추가 함으로써 불균등 선

로 임피던스에서도 정확한 무효 전력 분담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Ed

ωLiIqi

Idi

INVi

+  kqQ1  -
+

-
Vdi

Ri Li

VL_di

+

-

*

ωLiIqi-Ri -Li

(a)

Eq

ωLiIdi

Iqi

INVi

+

-
Vqi

Ri Li

VL_qi

+

-

*

ωLiIdi-Ri -Li

(b)

그림 4 제안된 인버터 드룹 제어 (a) d축 등가회로 (b) q축 등가

회로

Fig. 4 Proposed Droop Control for Inverter: (a) d-axis 

quivalent circuit, (b) q-axis equivalent circuit

3. 불평형 전압 보상 기법

3상 전압원 인버터의 출력에 불평형 부하를 연계 하면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하에는 역상분 전압이 나

타난다. 따라서, 역상분 전압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면 전압 

불평형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불평형 전압 보상 기법은 기존의 전

압 제어기를  동기 회전 좌표계를 적용하여 독립적인 정상분과 

역상분 전압 제어기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분 전압 제어

기의 경우 기존의 ,  드룹 제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

게 되고, 역상분 전압 제어기를 통해 역상분 전압을 감소함으로

써 불평형 전압을 보상한다. 

먼저 정상분과 역상분의 독립적인 전압 제어기를 구성하기 위

해서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동기 회전 좌표계를 정방향, 역방

향으로 각각 회전을 시킨다.[18] 이때 전압이 3상 평형이 아니라

면 정지 좌표 변환에 의해 수식 (15)와 같이 영상분 전압을 제거

한 기본파 성분을 정상분과 역상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 
 와 

 는 정지 좌표 변환된 정상분, 역상분 순시 

유·무효 전압, 
 와 

 는 정상분, 역상분 유·무효 전압 크기

의 최댓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정상분과 역상분 초

기 위상각이다. 

cos( ) cos( )

sin( ) s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s

dqs dqs dqs
qs

dq dq

v
v v v

v

t t
V V

t t

ω φ ω φ

ω φ ω φ

(15)

 드룹에 의해서 위상각이 결정되고 회전 좌표 변환을 수

행하면 수식 (16), (17)로 표현이 가능하다. 
  와 

 는 회

전 좌표 변환된 정상분, 역상분 전압을 나타낸다. 

2( )
( )

2( )

2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e
dqe

qe

dq dq

dq

v

v

cos tcos
V V cos

sin tsin

sin t
V sin

cos t

ωφ
φ

ωφ

ω
φ

ω

v

(16)

2( )
( )

2( )

2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e
dqe

qe

dq dq

dq

v

v

cos tcos
V V cos

sin tsin

sin t
V sin

cos t

ωφ
φ

ωφ

ω
φ

ω

v

(17)

수식 (16), (17)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분과 역상분 DC전압 

성분에 의 전력 주파수 성분이 커플링 되어있다. 따라서 전력 

주파수를 디커플링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정상분과 역상분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6은 정상분, 역상분을 검출하는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추출된 정상분 전압 제어기는 드룹제어를 수행하고, 역상분 전

압제어기를 통해 역상분 전압을 감소함으로써 불평형 전압을 보

상한다. 

그림 7은 제안하는 전체 드룹 제어 블록도를 보여준다.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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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림 6 정상분 & 역상분 추출을 위한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of Positive & Negative Sequence 

Extraction

Vdc

L 

C

rL

u· Vdc

iL_abc

iC_abc

io_abc

vo_abc

그림 8 LC필터를 지닌 인버터 구성도

Fig. 8 Inverter Circuit with LC Filter

드룹 제어의 경우  직류 성분을 제어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

템의 안정성과 속응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정상분, 역상분 전

류를 통한 간단한 연산으로 선로 전압 강하를 보상할 수 있으며, 

전압 강하 값을 전향 보상하기 때문에 PCC단의 전압도 공칭 전

압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유·무효 전력 분

담 또한 향상된다. 그리고 역상분 전압 제어기를 통해 역상분 전

압을 감소함으로써 동시에 불평형 전압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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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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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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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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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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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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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하는 인버터 드룹 제어기

Fig. 7  Proposed Droop Control for Inverter

4. 드룹 제어기 설계

4.1 폐루프 모델링

그림 8은 LC 필터를 포함하는 3상 인버터의 구성을 보여준다. 

는 DC Link단의 전압을 의미하고 는 인버터의 출력전압, 

은 인덕터 전류, 는 출력 전류이다. 그리고 출력 필터 

인덕터의 저항은 로 나타내었고 필터 커패시터의 직렬 등가 

저항은 우려되는 주파수의 범위를 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려

하지 않았다[19]. 

따라서 인버터의 대신호 동작을 나타내는 선형 미분 방정식은 

식 (18), (1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_
_ _ _ _

L abc
in abc o abc L abc L abc

di
L u v v r i

dt
= ⋅ − −

(18)

_
_ _ _

o abc
c abc L abc o abc

dv
C i i i

dt
= = −

(19)

위의 두 식은 상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변수들

은 동기 회전 좌표계를 통하여 축 성분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디커플링 성분을 PI제어기를 통해 최종 출

력 되는 지령 값에 보상해 준다면 다음과 같이 디커플링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성분의 식 (20), (21)으로 나타낼 수 있다.

_
_ _ _= ⋅ − − ⋅L dq

dc dq o dq L L dq

dI
L u V V r I

dt
(20)

_
_ _ _= = −o dq

c dq L dq o dq

dV
C I I I

dt
(21)

는 모듈레이션 타입에 따라 three-level에서는 (-1,0,1), two 

level에서는 (-1,1)로 변한다. 비선형 제어와 궤환 선형화 제어에 

따라 식 (20), (21)은 (22)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 >는 스

위칭 한주기의 평균값을 의미한다[20, 21].

2
_ _

_2

_
_ _

< > < >
+ + < >

< >
+ + < > = < ⋅ >

o dq o dq
L o dq

o dq
L o dq dc dq

d V d V
LC r C V

dtdt
d I

L r I u V
dt

(22)

인버터의 출력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 직류 값에서 제어기의 

이득 설계가 쉽고, 제어 대역폭이 낮아도 정상상태 오차가 영

(Zero)이 되는 PI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_ _ _ _

_ _ _

( )

( )

< ⋅ >= − < >

+ − < >∫
dc dq p o ref dq o dq

i o ref dq o dq

u V K V V

K V V d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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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폐루프 전달함수 G(s)의 보드 선도

Fig. 10 Bode Plot for Source Transfer Function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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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I전압 제어기의 Step 응답

Fig. 11 Step response of PI voltag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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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I전압 제어에 따른 출력 전압 파형

Fig. 12 Output voltage waveforms using a PI voltage control

따라서 식 (22), (23)을 이용하여 Closed-loop 출력 전압 동특

성은 다음과 같은 식 (24)으로 표현 가능하다. 

_ _ _3 2

2

_3 2

( 1)

( 1)

+
=

+ + + +

+
−

+ + + +

P i
o dq o ref dq

L P i

L
o dq

L P i

K s K
V V

LCs r Cs K s K

Ls r s
I

LCs r Cs K s K

(24)

s는 Laplace연산자를 나타내며 위의 수식으로부터 two- 

terminal Thevenin 등가회로로 인버터는 모델링 될 수 있다. 식

(25)에서 G(s)는 전압 이득,  는 출력 임피던스이고, 그림 9 

는 폐루프 시스템의 Thevenin등가회로를 보여준다. 

_ _ _ _( ) ( )= ⋅ −o dq o ref dq o o dqV G s V Z s I (25)

Vo_dq

Io_dq

Zo(s)
G(s)·Vo_ref_dq

그림 9 인버터 폐루프시스템의 등가 회로 

Fig. 9 Closed-loop Equivalent Circuit for Inverter

4.2 전달 함수 G(s)의 분석

그림 10은 표 1에 명시된 파라미터를 통한 인덕터의 기생 저

항에 따른 G(s)의 주파수 응답을 Matlab을 통해서 보여준다. 주

파수 응답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인덕터의 기생 저항에 따른 

영향은 직류 출력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표 1 인버터 및 제어변수 파라미터

Table 1 Circuit and Control Parameters for Closed-loop INV.

Inverter parameters

          

       

Control Parameters

  ,   
 

그림 11은 Matlab을 통해 설계된 PI 전압 제어기의 Step 응

답을 보여주며 그림 11은 PSCAD/EMTDC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직류 출력 전압 지령치와 직류 출력 전압을 보여준다. 그림 11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동기 회전 좌표를 통해 설계된 전압 제어

기를 사용함으로써 적은 이득으로도 빠른 동특성을 얻을 수 있으

며 정상상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출력 전압이 전압 레퍼런스를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력 임피던스 분석

적절한 병렬운전을 위해서, 인버터의 폐루프에 따른 출력 임피

던스 또한 검토 되어야 한다. 그림 13은 보드 선도를 통해서 출

력 임피던스  의 주파수 응답을 보여준다. 동기 회전 좌표

계를 사용하지 않고 정지 좌표계를 사용한 교류전압으로 드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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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filter Line Impedance

LC-filter Line Impedance
Load

그림 14 시뮬레이션 구성도

Fig. 14 Configuration of simulation

Items Inv.1 Inv.2

Rated Power 5kVA 5kVA

Frequency droop
Coefficien Kp 0.0008 0.0008

Voltage droop
Coefficient Kq 0.001 0.001

DC_link
(lithium-polymer Battery) 336∼470.4V 336∼470.4V

PCC voltage 220Vrms 220Vrms

Filter Lf 1[mH] 1[mH]

Filter Cf 20[uF] 20[uF]

표 2 인버터 회로와 제어 파라미터

Table 2 Circuit and Control Parameters

표 3 선로 임피던스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Table 3 Scenario of line impedance and simulation

Case Line 
Impedance

INV. 1 0.1 + j0.1885 [Ω]

INV. 2 0.2 + j0.3770 [Ω]

0∼10s 10∼20s 20∼30s 30∼40s

P_load 5 [kW] 10 [kw] 8 [kw] 4 [kw]

Q_load 0 [kVar] 0 [kVar] 6 [kVar] 3 [kVar]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인덕터 기생 저항의 값이 커질수록 출

력되는 전압의 주파수 근처()에서 출력 임피던스는 저항

성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출력 임피던스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정의된 드룹 제어 

수식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유·무효전력 제어에 커플링이 발생하여 

정확한 유·무효전력 제어를 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을 가진다. 출력 

임피던스를 가상 인덕터 제어를 통해 기생 저항의 존재에도 항상 

출력전압의 주파수에서 출력 임피던스가 유도성이 되도록 하는 방

식이 있지만 이는 제어의 복잡성을 가져오게 되며 고주파 노이즈

의 발생으로 하이패스 필터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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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출력 임피던스 Zo(s)의 보드선도

Fig. 13 Bode Plot for Source Impedance Transfer Function 

하지만 동기 회전 좌표계를 사용하여 드룹 제어를 수행한다면 

인덕터 기생 저항의 존재에도 직류 성분에서는 항상 유도성 성분

으로 보이게 되어 정확한 전력 디커플링을 할 수 있게 된다.

5. 컴퓨터 시뮬레이션

제안하는 드룹 제어기를 지닌 인버터 병렬운전의 무효전력 분

담 특성과 불평형 전압 보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PSCAD/EMTDC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인버터에 연계된 

분산전원은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실제와 유사

한 성능의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터리의 특성이 시뮬레이션 

안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PSCAD/EMTDC 내부에 C 코

드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고 SOC측정 방식은 전류 적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22].

그림 14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인버터의 구성을 보여준다. 표 

2는 인버터와 제어 파라미터이다. 드룹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최

대 주파수 변동률은 ±1%, 전압 변동률은 ±3%로 설정 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평형 부하에서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에 의

해 발생되는 무효전력 분담 오차를 분석하고 난 후 전압 불평형 

보상을  수행 하였다. 그림 15는 표 3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평형 

부하에서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되는 무효 전력 분담 

성능과 제안된 제어 기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여준다.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를 모의하기 위해 인버터 1 보다 인버터 2

의 임피던스 성분이 2배가 되도록 설계 하였고, 10s 간격으로 부

하를 스텝 변화 하여 총 40s 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15(a)는 선로 전압 강하를 보상하지 않은 일반적인 드룹 

제어를 통한 병렬 운전시의 유·무효전력 분담 성능을 보여준다.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로 인해 각각의 인버터에서 서로 다른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때문에 병렬 운전 되는 인버터 사이에 전압차

이가 발생하여 무효 전력 분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선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 때문에 실제 지령 전

압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설정된 유효 전력보다 낮은 값으로 부

하 분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대용량으로 갈수록 제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용량에서는 출력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더욱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5(b)는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되는 전압 강

하를 보상한 제안된 제어 기법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드룹 제어

의 경우 유·무효 전력 분담시 오차가 전 영역에서 그림 15(a)에

서 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무효 전력 분담 오차를 저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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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불평형 전압 보상 전/후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

Fig. 16 Simulation Results of Before/After Unbalanced 

Voltage Compensation

제안된 드룹 제어 방식을 적용하면, 인버터 사이에 무효 전력 분

담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유효 전력도 정확하게 지령값을 추종

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림 15 유·무효전력분담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 (a) 일반적인 드

룹 (b) 제안된 드룹

Fig. 15 Simulation Results of Active and Reactive Power 

Sharing (a) Conventional droop (b) Proposed droop

그림 16은 전압 불평형 보상을 위한 보상전과 보상후를 비교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여준다. 위에서부터 유효전력, 무

효전력, 불평형율, 부하 전압, t=24.0s과 t=27.97s에서의 3상 부

하 전압 확대 파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불평형 전압을 모의 하

기 위해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20~30s까지 부하의 a상을 탈락 시

켰다. a상의 부하의 탈락으로 인해 20s 부터 유·무효 전력은 지

령치 보다 낮아지게 되고, 불평형율(VUF)은 8%로 IEC의 기준에

는 적합 하지 않다. 전압 불평형율은 식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_

_

100
−

+
= ⋅dq rms

dq rms

V
VUF

V
(26)

전압의 불평형에도 불구하고,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에 의해 발

생되는 전압 강하를 보상하였기 때문에, 무효전력 분담 오차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t=25s에, 불평형 전압을 보상하기 위해 역상분 전압 제어기를 

통해 역상분 전압을 감소시켰다. t=25s 이후에, 부하에 유·무효 

전력 분담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역상분 전압을 감소함으로써 불

평형율이 거의 0%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24.0s에서 확대된 불평형 전압파형과 t=27.97s에서, 불평형 전

압 보상이 된 3상 평형 전압 파형을 그림16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불평형 전압 

보상 방법은 유·무효 전력의 과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독립적으로 정상분 제어기와 역상분 제어기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6. 실험 결과

그림 17은 제안한 드룹 제어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제작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를 나타낸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2대,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 로컬 제어기,  

불평형 부하를 모의하기 위해 R-L 자동 부하 시험기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5kVA 용량의 전력변환기 2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의 모든 조건은 시뮬레이션의 타당성과 제시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2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림 18은 불균등 선로 임피던스를 지닌 인버터 병렬 운전시 

실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18(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무

효전력이 부하에 공급시 선로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 강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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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구성

Fig. 17 Configuration of prototype hardware

(a)

(b)

그림 18 유·무효전력분담 실험 결과 파형 (a) 일반적인 드룹 (b)

제안된 드룹

Fig. 18 Experimental Results of Active and Reactive Power 

(a) Conventional droop (b) Proposed droop

그림 19 불평형 전압 보상 전/후 실험 결과 파형

Fig. 19 Experimental Results of Before/After Unbalanced 

Voltage Compensation

하여 무효전력분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b)는 제안된 드룹 제어를 적용한 실험 파형을 보여준다. 전압

제어기에 선로 임피던스값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 강하를 전향 보

상 해주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효 전력 분

담 정확성이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는 불평형 전압 보상전과 보상후의 실험 결과 파형을 

보여준다. 위에서부터 유·무효전력, 전압 불평형율, 부하 전압, 부

하 전압 확대 파형을 나타낸다.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s 

동안 불평형 전압을 모의하기 위해 a상 전압을 개방하였다. 이로 

인해 불평형 전압이 발생하여 전압 불평형율은 약 8%가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유·무효 전력분담은 독립된 정상분 전압 제어

기로 수행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무효전력 분담 오차는 발생하

지 않게 되고, t= 25s에서, 역상분 전압 제어기를 통한 불평형 전

압 보상을 수행 하였다. 불평형 전압 보상 제어가 시작될 때, 무효

전력 분담이 오차 없이 공급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안된 

제어기는 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드룹 제어 방식은 인버터 병렬 운전시 불

균등 선로 임피던스에 의해 발생되는 무효전력 분담 오차와 전압 

불평형을 보상한다. 일반적인 드룹 제어에서 발생되는 무효전력 

분담오차는 동기 기준 회전 좌표계를 통해 유·무효분 전류와 

선로 임피던스의 단순한 연산을 통해 전향 보상함으로써 향상 시

켰다. 또한 불평형 부하에 의해 발생되는 불평형 전압을 보상하

기 위해 독립적인 정상분, 역상분 전압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이때 

정상분 전압 제어기는 유·무효 전력을 분담하기 위한 드룹제어를 

수행하고, 역상분 전압 제어기는 불평형 전압을 보상 하도록 제

어 된다. 이로 인해 불평형 전압 보상 제어시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유·무효전력 분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속 정확한 드룹 

제어기를 구현할 수 있었다. 

제안된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분석을 위해 회전 좌표계를 적

용한 제어 디자인 절차는 상세하게 기술 하였다. 제안된 드룹 제

어기법의 타당성과 검증을 위해 5kw급 인버터 2대를 시뮬레이션

과 실험장치로 구성하여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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