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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전에 의한 계통연계형 도서의 
저압 무순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Development of Low-voltage Seamless Transfer Microgrid on 
Grid-connected Type Islands by Autonomous Operation

김 정 헌*․권 정 민**․윤 상 윤†  

(Jeong Hun Kim․Jung-Min Kwon․Sang-Yun Yun)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research on low-voltage microgrids to maintain a continuous power supply to critical 

loads on grid-connected islands in Korea. The low-voltage microgrids of this paper focused on that changes public office 

buildings into uninterrupted microgrids by autonomous operation. For this, a microgrid controller (MGC) and a power 

conditioning system (PCS) that allow a seamless transfer between grid-connected and grid-isolated operation are 

proposed. The proposed PCS operates with a silicon controlled rectifier (SCR) switch and employs a simple structure. It 

supplies power continuously without operators through a coordinated operation between MGC and PCS. In addition, 

proposed MG has a schedule operation for minimizing electricity charges and provides ancillary services that enable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operation purpose of utility distribution networks. To demonstrate the 

uninterrupted low-voltage microgrid proposed in this study, a microgrid was implemented and tested in a public office 

building in Anjwa Island, Jeollanam-do in Korea. A seamless, autonomous operation history, despite system disturbances, 

was obtained through a long-term demonstration of ope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icrogrid 

technology can be used to achieve energy resilience in grid-connected island areas.

Key Words : Low-voltage microgrids, Grid-connected islands, Seamless transfer, Autonomous operation, Power 

conditioning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 drk9034@jnu.ac.kr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Research 

Institute, Korea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Korea 

수일자 : 2017년  9월 18일

최종완료 : 2017년 10월 10일   

1. 서  론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한 신재생에 지 기반의 분산형 에

지원(dispersed energy resources)의 배 계통 유입확 는 

력산업의 주요 화두가 되고있다. 이 에서도 수요지에 발

  에 지 장장치를 함께 설비하여 경제성  신뢰도 

향상을 추구하는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MG)의 요성 

역시 날로 증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상시 독립계통으로 

운 하는 도서지역의 력공  안정성 확보  디젤발 기

의 연료비 감을 한 에 지 자립형 MG 구축이 수 년 

부터 진행되어왔다[1]. 이러한 국내의 MG의 보 은 력공

의 안정화  신재생에 지 설치를 통한 에 지 자 율을 

높이기 한 목 의 연계형 MG의 보 으로 이어졌다.

연계형 MG의 경우, 단일 건물 등에 구축하는 캠퍼스/상

업용 MG와 다 의 건물 는 수용가를 1개의 MG로 묶어 

구축하는 유틸리티/커뮤니티 MG로 구분할 수 있으며[2] 크

게 두 가지의 목 으로 구축된다. 하나는 력회사 계통의 

외란발생 시의 독립운  환을 통한 력공 의 신뢰도 향

상  해당 부하의 력 자생력(resiliency) 증 이다. 다른 

하나는 내부 발   부하 제어자원을 활용한 력요  감

소  시장 참여를 통한 이득의 추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의 목 에 해 다루고 있다.

시뮬 이션  테스트 베드를 이용한 강제  독립운  상

황에서의 분산 원 등의 무순단 독립운  환  연계운  

복귀를 한 제어기 설계에 한 내용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무순단 독립운  환이란, 빠른 시간

(수 ms) 이내에 독립운  환을 하여 이로 인한 부하의 정

(interruption)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Mohamed 

등은 독립운  환  연계운  복귀를 한 제어요소들에 

한 계층  제어방식을 제안하 으며[3], Vandoorn 등은 

독립운   연계운 시의 압기  드룹제어 방식을 제안

하 다[4]. Chen 등은 3상 인버터의 고속스 치를 이용한 

환 제어에 해 다루었다[5]. 한, 력품질 에서의 

연계  독립운  환시의 제어에 한 연구들도 발표되었

다[6-8]. Kwon은 싸이리스터  3상 인버터를 이용하여 계

통연계  독립운 이 모두 가능한 PCS를 제안하 다[9]. 

그러나 이제까지의 마이크로그리드 개발은 외란시의 운 모

드 환과 외란제거 후의 정상운  복귀의 모든 과정이 무

인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며 일부과정에 화면을 이용한 운

원의 확인  제어가 필요한 구조 다. 이러한 방식은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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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crogrid의 자율 운  방안 제안

Fig. 1 Proposed autonomous operation scheme of MG

모의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시스템의 개발비용과 그 운 비

용을 증가시켜 그 확 보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육지의 력계통과 연결된 계통연계형

(grid-connected type) 도서지역 계통의 압 무순단

(seamless transfer) 마이크로그리드의 개발  실증에 해 

다루고 있다. 도서 지역의 요 부하인 공서 건물에 마이

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무인 자율운  시스템을 이용해 

력공  신뢰도 증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등에 한 에

지 자생력을 높이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를 한 PC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

(microgrid controller)와 이의 운 상 용을 한 핵심설비

인 에 지 장장치 용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를 

개발하 다.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는 스 쥴 운 을 

통해 정상운 시에는 력요  감과 비상시에는 무순단 

독립운 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한 개발된 PCS는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스 치와 조하여 동작하

며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구성 형태로 제안

되었다. 운 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와 

PCS간 조운 을 통해 무순단 독립운   연계운  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제안한 마이

크로그리드 제어기의 운 방식  PCS 제어기 등에 한 

설계를 요약하 으며, 3장에서는 국내의 남 신안지역의 

공서에 해 2장의 제안내용에 따른 실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시험결과를 제시하 다. 장기간의 운 시험을 통해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가 력회사 계통의 외란에 해 자

율 인 무순단 독립/연계 운 을 수행한 이력을 제시하 다.

2. 무순단 압 자율운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2.1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원설비는 태양

 등의 신재생에 지와 에 지 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비상용 디젤발 기 등으로 구성된다. 상시

에는 력회사의 배 계통(power grid)에 연계하여 력요

을 최소화하고, 비상시는 ESS를 이용한 독립 운 을 통해 

해당 계통  지역의 에 지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반 인 운 은 PC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가 수행하며, 운 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형 자율운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의 마이크

로그리드 운 의 흐름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흐름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계통 독립운 (grid-isolated operation) 모드 : 력회

사 계통에서 외란이 발생하면 ESS의 PCS는 외란을 감지하

고 일정 압  주 수(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CVCF) 운  모드로 자동 환되며, 동시에 SCR 

스 치를 개방하여 계통의 토폴로지를 변경한다. 독립운  

수행  ESS SOC가 15% 미만인 경우가 되면 비용으로 

설비된 디젤 발 기를 수동 기동하며, 95% 이상인 경우 태

양  발 기가 정지하게 되고 이것은 마이크로그리드 제어

기에 의해 제어된다. 여기서의 각 수치는 마이크로그리드 제

어기에서 변경 는 무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디젤 발

기는 장시간 독립운  수행 시 해당 공서 건물의 근무

원(유지보수원이 아닌)에 의해 수동 기동되며 그 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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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CS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PCS

경우(근무 외 시간)에는 ESS SOC 최소 설정치(5% 미만)가 

되면 ESS는 정지된다. 디젤발 기가 기동되는 경우 기  부

하를 담당하면서 ESS는 계속 CVCF 운 을 수행하여 독립

계통에 력을 공 한다. 외부계통이 정상이 되면 PCS는 

상동기를 확인한 후 ESS의 운 모드를 기운 으로 환

하며, SCR 스 치를 투입하게 된다. PCS는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에 진행 결과를 달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는 

시스템의 정상을 확인하고 스 쥴 운 으로 환된다.

2)계통 연계운 (grid-connected operation) 모드 : 국내에

서는 공공기  건물의 상업  력 매는 허용되지 않으므

로, 낮시간 동안 태양  발 으로 최 한 면사무소 기료를 

감하기 한 운 을 수행한다. 이를 해 부하가 고 

TOU(time of usage) 요 이 가장 싼 경부하 시간(23~09시)

에 주로 ESS 충 을 수행하고, 공공기 의 업무시간인 부

하 시간(09~18시)에는 ESS의 SOC 상태에 따라 력 속

(PCC)의 역조류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해 충/방 을 수행

한다. 이외의 시간 (18~23시)는 ESS를 기 모드로 운 한

다. 한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의 경우 상 의 배 운 시

스템인 DMS(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의 지령을 

받아 연계운   력 속 의 제어목표값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배 운 의 압  조류제어의 목 으로 수용

가 마이크로그리드의 태양 , ESS와 같은 분산형 원을 자

원으로 활용하기 한 것이다.

2.2 PCS 구성  제어 알고리즘

그림 2는 2.1에서 언 한 무순단 압 MG용 ESS의 PCS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컨버터의 각 상은 독립 으로 제어되므로 AC 불평형 부

하의 환경에도 정상 으로 작동한다. DC/DC 컨버터는 배터

리를 충 하기 한 벅(buck) 컨버터로 혹은 배터리를 방

하기 한 부스트(boost) 컨버터로 동작하며, 이를 통해 최

화된 충·방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SCR 스 치는 력

회사 배 계통과의 연계/독립 운 으로의 토폴로지 변환을 

담당한다. SCR 게이트 드라이버(driver)는 별도의 보드로 제

작하여, PCS와 제어보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동작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DC/DC 컨버터는 배터리 충  

에는 벅(buck) 컨버터로써 동작한다. 시비율(duty) DSb1과 

DSb2는 다음과 같다.

   
  

                      (1)

공칭 시비율 Dn과 비례 분(PI) 제어기로부터의 제어 시비

율(controlled duty) Dc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Vbat와 Vcd는 각각 배터리 압과 DC Link의 압

을 의미한다. 오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여기서, Vcd,ref는 DC Link 기  압, VBMC는 배터리 충  최

 압, IBMC는 배터리 충  최  류, 그리고 Ibat는 배터

리로 흐르는 인덕터 류를 의미한다. 오차 계산을 변경함으

로써, 배터리는 정 류 는 정 압으로 충 할 수 있게된다. 

한, 배터리는 DC Link 압 VCd가 기  압 VCd,ref로 유

지되지 않을 때 DC Link 압을 제어할 수 있다.

  배터리가 방 할 때, DC/DC 컨버터는 부스트(boost) 컨버

터로 동작하게 된다. 시비율 DSb1과 DSb2는 다음과 같다.

  
   

                      (4)

부스트 컨버터의 공칭 시비율 Dn과 PI 제어기로부터의 제

어시비율 Dc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5)

오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통분리or   ma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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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negative edge time t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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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정된 phase loop lock

Fig.  3 Modified phase loop lock

여기서, VCd,max는 DC Link 최  압을 의미한다. 오차 계

산을 변경함으로써, 배터리는 정 류 방 을 할 수 있게된

다. 한, 배터리는 계통과 끊어졌을 때 DC Link 압 VCd

를 제어할 수 있으며, DC Link 압이 최 치보다 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계통 연계시 3상 컨버터는 기  류

가 음수일 경우는 한 측 계통과 MG의 AC부하로 력을 

공 하고, 양수일 경우는 계통으로부터 력을 공 받게 된

다.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SCR은 계통과 컨버터를 분리하

고, 컨버터는 무순단 력 공 을 해 3상 사인  압을 

출력하게 된다. 한, AC 불평형 부하에서도 동작하기 해 

각 상 압은 독립 으로 제어된다[10, 11]. a상 컨버터 스

치 Si1의 시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7)

여기서, ma는 PI 압 제어기의 출력이고, ωt는 그림 3에서 

계산된 값이다. 그림 3은 계통 복구시 동기화를 한 상동

기루 (phase-locked loop, PLL)의 흐름도이다. PLL에서는 

modified zero-crossing edge-detection method가 사용되었

다[11]. 계통의 peak time t90°는 positive edge time tp와 

negative edge time tn을 통해 계산된다. 그 후, 동기화 시간

은 재 peak time과 의 peak time간 차이의 평균값에 의

해 결정된다. 매 제어시의 단  상각(degree step)은 다음

의 식에 의해 결정된다.

∆  ° ×


계통연계시 
∆  ° ×


계통분리시 

               (8)

여기서 Tconst는 계통 사인  주기에 한 상수값이다. 추정

한 상각 ωt는 단  상각 △ωt를 더해가며 계산된다. 만

약 추정한 상각 ωt와 계통에서 측정한 값 사이의 상 오

차(ωterr)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보정하게 된다.

2.2 PCS 기능시험

실계통 구축  시험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S의 

제어 알고리즘에 한 기능시험을 시작품을 상으로 수행

하 다. 시험을 한 계통 구성도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한 시험 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PCS가 무순단 독립운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능( 체시간 10ms 이하[12])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기능시험 결과  일부를 그림 5에 도시하 다.

3. 실증사이트 구축  시험

3.1 실증사이트 구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  PCS 제어 

방식에 따른 도서지역 요부하에 한 무순단 마이크로그리

드 기술은 실증 사이트 구축  시험을 통해 실증되었다. 본 

논문의 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한 사이트 구축은 남서

부 지역의 도서( 남 신안군 안좌도) 내의 공공기 (면 사무

소) 건물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섬은 육지로부터 배 계

통이 연계되어 있는 연안지역의 도서이며 국내에는 이와 유사

한 서남부의 많은 도서가 존재한다. 섬 지역의 배 계통의 경

우 계통내의 사고에 의한 고장 외 구간의 복구를 한 연계선

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통연

계형 섬지역에 해 고비용의 연계선로 확충방안 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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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kW Load             (b) 8.5kW Load
       during Discharging           during Charging

그림 5 PCS의 기능시험 수행결과

Fig. 5 PCS function test results

그림 4 기능시험 계통도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functional test system

 

표   1  시험 조건  결과

Table 1 Test conditions and results

Operation

Mode

Load 

Capacit

y (kW)

Load 

Power 

Factor

Switchover 

Time(ms) Test 

Results
Standard Measured

Discharge 5 1 10 6.60 Success

Discharge 5 0.85 10 8.70 Success

Discharge 10 0.85 10 4.10 Success

Charge 5 0.85 10 3.63 Success

Charge 8.5 0.85 10 3.05 Success

그림 6 압 MG 실증 사이트 구성도

Fig. 6 Configuration of the low-voltage MG site

표   2  PCS 사양

Table 2 Parameter of the PCS

Parameter Value

Grid Voltage 3-phase 4-line 380V

Battery Voltage 200～700V

Rated Power 50kW

Switch Sb1,Sb2 1200V 600A

Switch Si1~Si6 1200V 300A

Switching Frequency 10kHz

Inductor Lbat 0.2mH

Inductor La, Lb, Lc 0.5mH

공공기  건물에 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력공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섬 지역의 계통운  안정화  에 지 

자생력 확보방안을 실증하고자 하 다. 

실증 계통은 육지에서 공 되는 송 선로(154kV) 1회선과 

도서 내부에 1개의 배 선로(distribution line, D/L)로 구성되

어 있다. 인근의 다른 도서들을 경유하는 2개의 D/L로의 몇 

개 안되는 연계 이 존재한다. 실증 부하는 해당 D/L의 시작

 인근에 치하며, 따라서 인근 선로의 부하 상황에 따라 

해당 D/L의 외란 발생시의 연계 을 통한 복구가 어려워 신

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를 한 기자재의 운송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지역의 행

정 심인 해당 부하의 높은 신뢰성 유지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압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원설비로는 내부 부하에 

한 자 능력 확보를 한 신재생에 지(태양 ), 외부고장

시의 력공  지속  충/방  스 링을 통한 기요  

감을 한 에 지 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비 원 성격의 소형 디젤 발 기 등으로 구성된다. 태

양  발 기의 용량 설계를 해 해당 부하의 연간 요 고

지서를 기 으로 설치 상건물의 연간 력사용량(kWh)을 

분석하여 필요 발 량(89,413kWh)을 산출하 고, 태양  엔

지니어링 툴인 PVSYST v5.66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 한 

지난 10년간의 일사량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 70kW 정

도를 설치하면 필요 발 량을 거의 만족(86,200kWh)하는 것

으로 악되었다. 

한 ESS/PCS의 용량은 면사무소 건물 직  부하(32kW) 

 부 건물(8kW)등에 력공 을 고려하여 100kWh/50kW

로 설계하 으며, 장기 인 유지를 해 건물내부에 치시킬 

수 있는 니 -나트륨(Nickel Natrium, NaNiCl2) 배터리를 설

치하 다. 본 연구에서의 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

을 한 계통구성도를 그림 6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시에는 력회사 망에서 력을 공 받다가, 외

란( 압 품질까지 포함)이 발생하면, 앞서 2 에서 언 한 마

이크로그리드 제어기와 PCS의 조운 에 의해 무순단 독립

운 으로 환되게 되며, 외란이 복구되면 자율 으로 정상상

태 운 으로 복귀하여 운 을 지속한다. 앞서 2 에서 언 한 

PCS의 사양을 표 2에 나타내었고, 구축된 실증사이트의 사진

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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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rsion to independent operation during charging (voltage)

(b) Conversion from independent operation to connected operation 
during charging

(c) Conversion to independent operation during discharging (voltage)

(d) Conversion from independent operation to connected operation 
during discharging

그림 8 ESS충/방  운   외란발생에 한 무순단 독립

운  환 시험 결과

Fig. 8 Test results for seamless conversion to GI and GC 

operations by a disturbance during ESS charging/ 

discharging operation

 

   (a) Site Overview             (b) Rooftop PV  

   (c) Indoor Battery                (d) PCS

그림 7 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이트 사진

Fig. 7  Photos of low-voltage MG site

3.2 실증사이트 시험

실증사이트에서의 시험은 독립/연계운  환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것과 상  배 운 시스템에서의 지령에 의한 

력 제어를 통한 계통 자원화 활용성을 측정하 다. 독립/연

계운 의 무순단 환을 시험하기 해, 계통연계 운   

계통 원 공 을 수동으로 off시켜, 10ms 내에 PCS가 독

립운  모드로 환하여 부하에 력을 공 할 수 있는지 

시험하 고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MG 최상 단 

기 차단기(air circuit breaker, ACB)를 개방하여 실증사이

트를 강제 정 상태를 만들고, 정 압(380V)과 정주 수

(60Hz)를 유지하며 부하에 력이 공 되었는지 확인하

다. 무순단 독립운  환은 PCS의 충  운 과 방  운  

상태 각각에 하여 시험 실시하 으며, 계통 복 시에도 무

순단으로 계통연계 운 으로의 자동복귀가 가능한지 확인하

다. 그림 8(a)와 8(b)는 충   갑작스러운 외란에 의한 

독립운  환과 연계운  복귀 시의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란 발생 시 계통 압

이 0V가 되고 부하측 압은 약 6ms 이내에 복구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8(b)는 력회사의 계통이 복구(ACB 투

입)되어 PCS에 의한 상 동기화에 의해 자동으로 계통 복

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c)와 8(d)의 

경우는 방 시에 수행된 무순단 독립운  환  자동 연계

운  복귀시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서 충 시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성공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는 상 의 배 운 시스템의 요구에 따른 마이크로

그리드 제어기의 유효 력 충/방  제어의 시험결과를 보

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축된 마이크로그리드가 

상 시스템의 요구에 의해 정합하게 응동하고 있음을 확인

하 으며 이를 통해 해당 마이크로그리드가 배 계통의 운

을 한 제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장기 실증시험을 통한 무순단 자율운  이력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율운 에 의한 마이크로그리드 무

순단 독립운 의 안정  운 을 시험하기 해 실계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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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  DMS의 요청에 의한 MG 제어기의 유효 력

제어 결과 (PCC 제어 목표값 –20kW)

Fig. 9 Results of power control of the MG controller 

according to the request of upper-level DMS (PCC 

control target –20kW)

(a) History of operation responding to actual disturbance 1

(b) History of operation responding to actual disturbance 2

그림 10 실제 외란 발생시의 운  이력 

Fig.  10 Operation history during the actual disturbances

에서의 장기간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실증시험의 목 은 

력회사 배 계통의 외란 발생 시 무순단 독립운 의 환

과 외란 제거시의 연계운  복귀  스 쥴 운 으로의 환 

등의 일련의 과정이 운 원이 없는 무인상태에서 자율 으로

(autonomous)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한 것이다. 

실계통의 외란(고장 등) 발생에 의한 2건의 무순단 독립운  

이력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그리드 제어기 내에 

련 이벤트 발생시의 이력의 자동 장 기능을 이용하여 무

순단 독립운  환  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a)는 1번에 2개의 이벤트(1시 4분~1시 6분 그리

고 1시 9분~1시 10분 사이)가 연달아 발생한 경우이다. 2번

의 계통정 이 발생하 으며, 이에 한 무순단 독립모드 

응이 수행되었음을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정  

발생( 란선 계통 0kW)에서 ESS 충   PCS가 계통 정

을 감지하면서 면사무소 부하를 추종하며 무순단 독립모

드로 환  응함을 볼 수 있다. 계통 복  후 다시 계통 

연계모드/ESS 충  모드로 환한 것을 확인하 다. 두 번

째 정  발생에서는 계통 연계모드로 복귀 후 정 이 재발

생하면서 시스템이 면사무소 부하를 추종하며 무순단 독립

모드로 환  응함을 볼 수 있다. 복  후 다시 계통 연

계모드/ESS 충  모드로 환하여 연속된 정 에도 정상

으로 사이트가 운 된 것을 확인하 다. 한 그림 10(b)는 

 다른 날짜의 22시48분 ~ 22시54분 사이 정 이 발생한 

것에 한 무순단 독립운  응 기록이다. 그래 에서 ESS 

충   계통 정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면사무소 부하를 

추종하며 독립모드로 환  약 5분간 부하에 력공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통 복  후 다시 계통 연계모드로 

환하고 ESS 충 을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압 연계형 MG는 실제 배 계통 이상 시, 사이트의 독립 

계통 구성을 통하여 무순단으로 면사무소 부하를 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 실증 이력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마이크로그리드가 기존의 시스템들과 달리 운 원이 

없이도 자율 으로 외란에 한 처를 수행하고 정상상태 

운 으로 복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연계형 도서 지역 요부하에 한 자

율운  형 무순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의 실증  연구결과

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연계/독립운  환을 한 마이크로그리드 제

어기와 PCS를 통한 무순단 운 모드 환은 마이크로그리

드 내 부하에  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환속도인 

10ms 이내의 성능을 가진다. 한 이 성능은 실험실에서의 

시험 결과는 물론, 실 계통에서의 실제 비상상황에서의 수차

례 운  이력을 통해 입증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마이

크로그리드 제어기의 운 은 운 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운 (자율운 )을 그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 은 다

양한 이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장기간의 실증 시험을 통

한 수차례의 실계통 외란 발생의 처리 결과를 통해 그 가능

성을 입증하 다. 이것은 소규모 마이크로그리드의 실계통 

용시 문제 으로 작용하는 운 원 상주 근무에 의한 경제

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했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크로그리드는 향후 

유사한 형태의 도서  산간지역의 배 계통 내의 요부하

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해당 부하의 

신뢰도 증 는 물론, 력회사의 계통에 외란 발생시의 지역

의 에 지 자생력 증 를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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