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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과도 상 해석 로그램  하나
인 EMTP-RV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태양 지와 연료 지에 의해 각각 
발생되어진 에 지원을 공통의 DC-BUS에 연계하여 운 하는 마이크로
소스와 마이크로그리드를 모델링하 다. 한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이크
로그리드의 운 형태와 부하변동에 따른 마이크로소스의 동특성을 분석
하 다. 

1. 서    론
 
   최근 환경문제와 화석연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세계 으로 신
재생에 지를 이용한 원의 개발  보 이 요한 테마로 두 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계통에 연계되어 부하에 력을 공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독립운 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진 2  이상의 마
이크로소스(MicroSource)와 장장치, 그리고 부하가 혼재된 하나의 독
립 인 력망으로 정의한다[1][2]. 
  풍력발 이나 태양 발 , 마이크로터빈, 연료 지 등이 마이크로소스
의 주요 에 지원으로 사용되며, 에 지원의 용기술이나 종류에 따라 
그 동특성이 달라지고 과도 응답시간 한 다양하기 때문에 정 압원이
나 정 류원으로 모델링하여 마이크로소스의 운  특성을 분석하는 것
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상 인 압원 인버터 모델을 
태양 발 과 연료 지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치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의 운 형태에 따른 마이크로소스운  동특성을 과도 상 해석 로그
램  하나인 EMTP-RV를 이용하여 구 하 다. 
  

2. 본    론

2.1 DC-BUS기반의 모의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모의에 사용되어진 계통연계형 PV/연료 지 복합발  시스
템이다. 태양 지어 이  DC/DC컨버터로 구성된 태양 발 시스템과 
연료 지(PEMFC)  DC/DC컨버터로 구성된 연료 지발 시스템을 공
통직류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이를 계통과 연
계하여 운 형태와 부하변동에 따른 특성을 알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 다. . 

<그림 1> 모의시스템 구성
 
  
2.1.1 태양전지특성방정식
  태양 발 시스템의 태양 원은 압원이나 류원으로 구성되는 

일반 인 원과는 다르게 일사량과 태양 지의 표면온도에 의해 출력
압과 류가 모두 변화하는 독특한 압 류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

이다. 한 EMTP/RV에서 제공되는 라이 러리만으로는 비선형 인 출
력특성을 가지는 태양 지의 특성을 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태
양 원에 태양 지의 압 류특성방정식을 가지는 원을 모델링하
여 시뮬 이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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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지는 Anode와 Chathode를 RC회로 통합하여 연료 지의 특성
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등가회로를 구 할 수 있다.

2.1.3 DC/DC BOOST CONVERTER CONTROL
  
  Boost형 DC/DC 컨버터는 부하에 따라 변동되는 낮은 압을 인버터
에서 요구되는 출력 압을 발생할 수 있도록 약 500  까지 승압 시켜

야하고 DC Link단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그림 
2와 같이 여러 가지 DC/DC컨버터  비교  구 이 쉽고, 출력 압의 
피드백 루 방식으로 출력부하에 따라 듀티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
하변동률이 우수한 Boost 컨버터를 채택하여 승압하 다.  

<그림 2> DC/DC BOOST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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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INVERTER CONTROL 
  인버터 제어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운  변동에 해 빠르게 응답하여
야 하며, 독립 인 유무효 력의 제어가 가능하여야한다. 인버터의 각상
의 스 치를 조작하기 해 부하로부터 인버터 류  압을 제어 입
력으로 받아 d-q좌표 변환을 하여 계산된 P, Q 와 E는 유효 력  
압제어에 모듈의 출력 와 V가 인버터의 출력기 신호가 되고 이를 삼

각 와 비교하여 인버터스 치에 인가될 게이트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3> 3Phase-INVERTER

 

2.2 시뮬레이션
  
  마이크로그리드에 시스템을 용시키기 해서는 계통과의 연계운  
시 일정한 출력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독립운  모드로 환 시에 마이크
로그리드 내 부하의 력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안 으로 력
이 공 되어야 한다. 그림 4와 같이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을 간단하게 
모델링하여 연계운 에서 계통과 분리되어 독립운 으로 환 시, 그리
고 독립운   부하증가에 따른 동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4> 마이크로그리드  EMTP모델

<그림 5> DC-BUS voltage

<그림 6> INVERTER Frequency and voltage

<그림 7> Power output in the form of driving available

  그림 5는 태양 지와 연료 지가 각각의 DC/DC CONVER에서 제어
되어 DC-BUS에 연계되어 나타난 출력 압을 나타낸다. 출력 압은 
V_ref로 설정된 압에서 ±5V 범  내의 리 가지는 DC 압이 출력
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DC-BUS로부터 인버터를 통해 출력된 압과 주 수를 나타
낸다. 그림 7은 태양 지/연료 지로 구성된 마이크로소스와 계통, 부하
의 유효 력의 흐름을 나타낸다. 5 에 연계운 인 계통을 분리시켜 
독립운 모드로 변환 시 계통에서 공 하던 부하의 유효 력을 마이크
로소스에서 안 하게 공 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독립운  모드에서 7
에 부하를 증가시켜 부하에서 요구되어지는 유효 력이 안 하게 공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BUS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해석을 위해 
마이크로소스인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를 DC-BUS에 공통으로 연계하였
고,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전형태와 부하 증감에 따른 동특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태양전지와 연료전지가 공통의 DC-BUS에 연계된 EMTP/RV 모델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전형태와 부하변동에 따른 과도현상들이 전압제어 
및 유효전력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동작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마
이크로그리드 실증 단지(KNU-Grid)구축에 앞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전
형태에 따른 마이크로소스의 운전 동특성을 미리 분석해봄으로써 실증
시험단계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도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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