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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다양한 디지털기기에 따른 DC 부하의 증가와 함께
기존 배전망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AC 그리드와 태양광과 연료전
지 같은 DC 전원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운용하는 DC 그리드를 통합
하는 AC/DC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AC 그리드와 DC 그리드를 연계 제어하는 연계(interlinking) 컨버
터의 제어기를 설계하고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TMS320F28335
DSP(Digital Signal Processor)와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eMEGAsim으로 구성된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시스
템을 구축하고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1. 서    론

디지털 DC 부하의 증가로 DC 배전과 함께 DC 마이크로그리드의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1-4].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AC 그리드
와 DC 그리드가 공존하는 형태의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출현이 예
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6].
AC/DC 마이크로그리드는 계통 연계형과 독립형으로 운전될 수 있다.
특히 AC/DC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운전하게 될 경우, AC 그리드의 주
파수와 DC 그리드의 전압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된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주파수와 DC 전압 제어는
AC 그리드와 DC 그리드를 연계 제어하는 연계(interlinking) 컨버터의
droop 제어를 통하여 수행되었다[7]. 이러한 droop 제어를 이용한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주파수 및 전압 제어는 제어기 설계과정에서
허용된 정상상태의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roop 제어 수행과
정에서의 정상상태 오차를 보정하는 개선된 droop 제어를 적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droop 제어가 적용된 연계 컨버터 제어기를
설계하여 TMS320F28335 DSP와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eMEGAsim으로 구성된 HILS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2. 본    론

  2.1 AC/DC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본 논문에서 AC/DC 마이크로그리드는 그림 1과 같이 AC 그리드,
DC 그리드, 연계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AC 그리드의 경우 두 개의
제어 가능한 전원, 디젤발전기, 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DC 그리드의
경우 두 개의 제어 가능한 전원과 부하로 구성되어있다. AC 그리드와
DC 그리드는 연계 컨버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AC/DC 마이크로그리드 구성도

  2.2 연계 컨버터 제어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주파수 제어와 DC 전압 제어에 개선된
droop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AC 그리드의 주파수와 DC 그리드의 전압
을 제어하는 연계 컨버터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연계 컨버터는 AC 그리드와 DC 그리드의 발전량과 부하량 상태에 따

라 제어 대상을 결정한다. AC 그리드의 부하량이 발전량보다 클 경우
연계 컨버터는 AC 그리드의 주파수를 제어하고 DC 그리드의 부하량이
발전량 보다 클 경우 연계 컨버터는 DC 그리드의 전압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연계 컨버터 제어 블록도

  2.3 HILS 환경에서 연계 컨버터 제어기 성능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는 HILS 환경에서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연계 컨버터
제어기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TMS320F28335 DSP
와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eMEGAsim으로 구성된 HILS 시스템을
구축하고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상태를 두 가지 Case로 나누어, 설
계된 연계 컨버터 제어기의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표 1은 AC/DC 마이
크로그리드 내 구성요소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eMEGAsim RTDS기반의 HILS 환경

<표 1> AC/DC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요소 별 용량

구성요소 용량

AC 그리드

AC Source 1 90 kW

AC Source 2 50 kW

AC Load 200 → 300 kW

Diesel Generator 150 kW

DC 그리드

DC Source 1 80 kW

DC Source 2 50 kW

DC Load 50 → 150 kW

연계 컨버터 80 kW

HILS 환경에서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연계 컨버터 제어기 설계 및 테스트

지현균, 유형준, 김학만, 이병하

국립인천대학교

Design and Performance Test of Controller of Interlinking Converter in AC/DC Microgrid 

in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Environment

Hyeon-Kyun Ji, Hyeong-Jun Yoo, Hak-Man Kim, Byeong-Ha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528 -

  2.3.1 Case 1: AC 그리드의 부하변동
Case 1은 10초부터 AC/DC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 모드로 운전되고
이 후 20초에 AC 그리드의 부하가 200 kW에서 300 kW로 변동하는 경
우이다.
그림 4는 AC 그리드의 부하변동으로 AC 그리드의 전력이 부족한 경
우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각각의 요소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연계 컨버터가 개선된 주파수 droop 제어를 통해 DC 그리드로부터 AC
그리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droop 제
어와 달리 정상상태의 오차가 제거된 주파수와 DC 전압이 각각 60 Hz
와 800 V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AC 그리드의 전원 및 부하와 연계 컨버터의 유효전력

(b) DC 그리드의 전원 및 부하와 연계 컨버터의 유효전력

(c) AC 그리드의 주파수 및 DC 그리드의 전압
<그림 4> AC 그리드의 부하변동시 AC/DC 마이크로그리드 상태

  2.3.2 Case 2: DC 그리드의 부하변동
Case 2는 10초부터 AC/DC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 모드로 운전되고
이 후 20초에 DC 그리드의 부하가 50 kW에서 150 kW로 변동하는 경
우이다.
그림 5는 DC 그리드의 부하변동으로 DC 그리드의 전력이 부족한 경
우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각각의 요소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Case 1과 반대의 경우가 되어 연계 컨버터가 개선된 DC 전압 droop 제
어를 통해 AC 그리드로부터 DC 그리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droop 제어와 달리 정상상태의 오차가 제거된
주파수와 DC 전압이 각각 60 Hz와 800 V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AC 그리드의 전원 및 부하와 연계 컨버터의 유효전력

(b) DC 그리드의 전원 및 부하와 연계 컨버터의 유효전력

(c) AC 그리드의 주파수 및 DC 그리드의 전압
<그림 5> AC 그리드의 부하변동시 AC/DC 마이크로그리드 상태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MS320F28335 DSP와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인
eMEGAsim으로 구성된 HILS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
을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 연계 컨버터 제어기는 AC 그리드와 DC
그리드의 발전량과 부하량 상태에 따라 개선된 주파수 droop 제어 또는
개선된 DC 전압 droop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전력이 부족한 AC 그리드
또는 DC 그리드로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하여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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