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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operational analysis results of 
the DC micro-grid using detailed model of distributed 
generation. Detailed model of wind power generation, 
photo-voltaic generation, fuel-cell generation was implemented 
with the user-defined model of PSCAD/EMTDC software that 
is coded with C-language. Various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DC micro-grid can operate without any problem in 
both the interconnected mode and the islanded mode. The 
operation analysis result confirms that the DC micro-grid 
make it feasible to provide power to the load stably. 

1. 서    론

  최근 수십 kW 용량의 태양 발 과 풍력발 을 기반으로 하
는 소규모 력망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력망을 마이크로그리드라 하며 분산 원과 부하를 결합하는 
력망이 AC로 되어있는 AC 마이크로그리드와 DC로 되어있는 
DC 마이크로그리드로 구분할 수 있다[1]. 친환경 분산 원인 태
양 이나 연료 지의 경우 출력이 직류형태이고, 수요가 증하
는 디지털부하의 경우 직류 원을 필요로 하여 DC 마이크로그리
드 는 DC 에 해 심이 고조되고 있다[2]. DC 마이크로
그리드는 각 원별로 발생되는 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아 
시스템의 비용이 낮고, 보호나 감시도 용이한 장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각 신재생 분산 원에 
한 동작특성을 분석하고 PSCAD/EMTDC 소 트웨어를 이용
하여 모델링을 구 하 다. 구 한 분산 원 모델을 이용하여 간
단한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고 에 지 리기법에 타당한 
시나리오를 정하여 계통연계와 단독운  시의 동작을 검증하
다.

2. DC 마이크로그리드

  2.1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그림 1에 보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분산 원으로는 출력조
이 불가능한 풍력발 과 태양 발 , 출력조 이 가능한 연료
지발 을 사용하 고 에 지 장으로는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
를 사용하여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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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풍력발 기는 2kW 구자석동기발 기로 3상 PWM 컨버터에 
의해 DC 그리드에 연결되며 풍속에 따른 출력의 효율이 변동하
는 특성이 있어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기법을 
용하 다. 태양 지는 출력 압의 승압을 해 무변압기타입의 

부스트컨버터를 사용하며 용량은 1.5kW이다. 일사량과 온도에 
따라 출력 특성이 변동하고 이에 따라 효율이 변하므로 MPPT
기법을 사용하 다. 연료 지는 PEM(Proton Exchange 
Membrane) 방식으로 스택용량은 1kW 이며, 류리 에 큰 
향을 받는 특성과 낮은 출력 압을 고려하여 류형 방식의 3상 
DC/DC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 다. 에 지 장용 컨버터는 충·
방 이 가능한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하며 류리  감소
를 해 Interleaved 방식의 컨버터를 사용하 다. 에 지 장은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체 인 에 지를 리하는 요한 역할
을 하며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를 사용하여 력 운용의 안정성
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력공 을 가능하도록 하 다. 계통연계
인버터는 일반 인 3상 PWM 컨버터를 사용하며 계통연계 시에 
DC 그리드 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면서 계통의 무효 력과 고조
함유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부하는 여러 형태가 존재 가
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부하의 경우를 다루지 않고 가
변 항을 사용하여 통합 인 부하로 모의하 다[3].

  2.2 에너지 운용기법
  본 연구에서는 에 지운용기법에 해 계통연계 시와 단독운  
시로 나 어 근하 다. 에 지 장으로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
를 사용하여 연계운 이나 단독운  시 부하가 원하는 고품질의 
력을 공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는 계통연계 시에 에 지
운용기법에 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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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크로그리드의 계통연계 운전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하곡선은 일반 인 하루 동안의 요구량
을 표 한 것이다. 분산 원으로부터의 출력이 부하에 공 되고
도 남으면 에 지 장에 잉여 력을 충 하며, 분산 원에서의 
출력이 부족하면 에 지 장에서 력을 방 하여 부하에 력
을 공 한다. 격하고 은 력의 변화는 슈퍼커패시터가 감당
하며, 긴 시간 동안의 방 한 력의 변화는 배터리에서 리하
도록 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컨버터는 충 동작에서 방 동작, 방
동작에서 충 동작으로 천이되는 구간에서 력의 충·방 을 
실시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컨버터의 동
작을 멈추고 배터리의 컨버터가 동작을 하여 력 리를 수행한
다. 그림 3에 단독운 시의 에 지 운용기법에 한 개념도를 나
타내었다. 슈퍼커패시터의 컨버터에서 DC 그리드의 일정 압제
어를 수행하며 격한 에 지의 변화에 해서 보조의 역할을 
하고 배터리 컨버터에서 력 리를 수행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컨버터는 압제어를 수행하면서 충·방  동작이 천이 될 때에 
배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의 에 지를 보충해 다. 이때, 
배터리 컨버터에서 력 리를 수행하므로 슈퍼커패시터의 컨버
터에서 압제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해야 하는 력의 부담
은 히 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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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이크로그리드의 단독 운전

 2.3 에너지저장의 제어 
  그림 4는 계통연계 시 에 지 장의 운용기법에 해 나타낸 
것이다. 에 지 장은 PDG와 PLOAD의 차에 의하여 충·방  동작
을 수행한다. PLOAD가 PDG보다 클 경우에 Charge Mode로 동작
하고 이때 충 되는 력은 두 측정값의 차이가 된다. 먼  슈퍼
커패시터의 컨버터가 동작하며 설정한 최 압까지 증가하면 
동작을 멈추고 배터리 컨버터가 동작하여 력 리를 수행한다. 
배터리가 완 히 충 되면 컨버터는 동작을 멈추고 이때 잉여
력은 계통으로 공 하도록 한다. PDG가 PLOAD보다 클 경우에는 
Discharge Mode로 동작하고 이때 방 되는 력은 두 측정값의 
차이가 된다. 슈퍼커패시터 컨버터가 동작하여 력을 방 하고 
최소 압까지 감소하면 동작을 멈추고 배터리 컨버터가 동작한
다. 배터리가 완 히 방 하게 되면 동작을 멈추고 부족한 력
을 계통으로부터 공 받도록 하며, 배터리가 완  방 되지 않으
면 계속하여 력 리 제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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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통연계 시 에너지저장 운용

그림 5는 단독운  시 에 지 장의 운용기법에 하여 나타낸 
것이다. 슈퍼커패시터 컨버터에서 DC 그리드의 일정 압제어를 
수행하며 격한 에 지의 변화에 해서 보조의 역할을 하고 
배터리컨버터에서는 력 리를 수행한다. 배터리가 충 을 계속
하면서 설정한 최 압까지 증가하면, 출력을 조 할 수 있는 
분산 원의 컨버터를 제어하여 체 분산 원의 출력을 이도
록 한다. 배터리가 방 을 계속하면서 설정한 최소 압까지 감소
하면 요하지 않은 부하를 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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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독운전 시 에너지저장 운용

3.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 

 계통연계 시와 단독운  시에 해 5  동안 시뮬 이션을 모
의하 으며 0.5 까지 계통과 연계운 하고 1.5 까지 1  동안 
단독운  상황을 발생시키고, 시뮬 이션이 끝날 때까지 계통연
계 모드로 운 하여 동작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6(a)의 왼쪽 
에서부터 분산 원의 출력 합, 부하의 소모 력, 에 지 장에

서 리해 주어야 하는 력과 계통 력을 나타낸다. 계통연계나 
단독운  어느 상황에서도 부하가 원하는 만큼의 고 품질의 
력을 지속 으로 공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단독운 이 발
생하거나 재연계시에 빠른 속도로 안정된 력을 공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a)의 오른쪽 그래 는 에 지 장의 동작 특
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에서부터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의 
력,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만의 력변동, 슈퍼커패시터의 압을 
나타내었다. 단독운  발생 시 일정 압 제어모드로의 신속한 
환이 이루어지며 배터리에서는 큰 부하의 변동에 해 충 모드
에서 방 모드로 신속히 환되어 안정된 력공 을 보인다. 계
통과 다시 연계되는 시 에서는 계통연계시의 운용 알고리즘으
로 모드 환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슈퍼커패시터의 
압은 설정해놓은 압의 제한치에서 제어되며 용량이 한계에 다
다르면 배터리 컨버터가 동작하여 력 리를 수행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b)에 계통 류와 DC 그리드 압을 나타내었
다. 체 시뮬 이션 동안 DC 그리드의 압은 일정하게 제어되
고 있으며 계통 류는 계통에 연계하여 운 하기 한 기 치
인 5%보다 낮은 고조 를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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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뮬레이션 결과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는 각 신재생 분산
원에 한 동작특성을 분석하고 PSCAD/EMTDC 소 트웨어
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구 하 다. 타당한 시나리오를 통해 제안
하는 DC 마이크로그리드는 계통연계와 단독운  시 모두 부하에 
안정 인 력공 과 각 분산 원의 효율 인 운 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심이 증가하고 있는 DC 
시스템과 스마트그리드에 한 기 연구로 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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