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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저압 직류(LVDC)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의 배전가능거리와 분산전원 수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전압 제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분산전원에 설치된 지능형 제어노드에서 자율적인 전압, 전류, 전력측정
을 수행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압제어 민감도를 산출하며 실
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함께 중앙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중앙 관리
시스템은 교류계통과 연계되는 주(Main) AC-DC 전력변환기와 각 분산
전원과의 협조제어를 통해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을 실시간으로 제어한
다. 제안하는 전압제어 원리의 구현을 위해 본 논문은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개발된 마
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은 실시간 OS를 탑재한 범용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로 구성되며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여 멀티-에이전트 네트워크
를 구성한다.

1. 서    론

저압 직류(LVDC: Low-Voltage DC)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는 전
력변환기를 통해 직류로 전력을 공급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계통으로 직
류전원 및 직류부하 연계 시 교류(AC) 마이크로그리드에 비해 에너지
효율 및 전력제어에 장점을 가진다. 이는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에서는 직
류-교류간의 전력변환 횟수가 줄어들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
며 교류 계통과 달리 역률이나 주파수 동기 등의 제어가 필요 없기 때
문이다[1]. 이에 최근에 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수용가 주변의
380~400V급의 저전압 직류배전망에서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배
전계통에 태양광 전원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직류 마이크로
그리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는 대상계통의 형태에 따라 전압이나 용량이 달
라지는데 본 논문은 그림 1과 같이 폴(pole) 전압 ±750V, 폴간 전압
1500V인 저압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를 대상으로 한다. 직류 마이크로그
리드는 주 전력변환기(Main Converter)인 AC/DC 전력변환기를 통해
22.9kV 교류 배전계통에 연계된다. 그림 1의 대상 계통은 저압으로 구
성하여 설비비 및 운영비를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로손실이
증가하고 전압제어가 더욱 까다롭다. 참고논문 [2]에서는 대상계통의 구
성방식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림 1> 저압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계통도

표 1은 전압유지율을 ±10%로 맞추기 위한 1500V LVDC 배전계통의
전력전송 가능거리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부하가

100kW일 때, OW 60
선로를 이용할 경우 3.22km가 되면 말단전

압이 10% 이하로 떨어지므로 그 이하의 거리로 배전선로를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압계통의 경우 배전선로의 저항성분이 상대적
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전송가능 거리 뿐 아니라 부하용량
및 분산전원 연계용량에 제약이 생긴다. 즉, 표 1의 결과에서 부하를 태
양광 전원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연계된 태양광 전원의 용량이 증가함
에 따라 전압상승이 커지므로 배전선로의 길이에 따라 수용 가능한 태
양광 전원의 한계용량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저압 직류 마이크로그리드가 갖는 배전가능거리 제약의 문제 및 분산전
원 수용률 제약의 문제를 지능화된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즉, 부하와 분산전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배
전계통의 전압을 안정된 영역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서 배전거
리를 확대하고 분산전원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음으로 보이고자 한다.

<표 1>  LVDC 배전계통의 전력전송 가능거리 (전압유지율=±10%)
Load [kW]

Line Type
50 100 150 200 250 300

OW 38 mm2 4.03 2.01 1.34 1.01 0.81 0.67

OW 60 mm2 6.45 3.22 2.15 1.61 1.29 1.07

OW 150 mm2 16.60 8.30 5.53 4.15 3.32 2.77

2. 본    론

  2.1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 개발
본 논문에서의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구성
한다. 주요 분산전원이나 주요 부하에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스마트
제어노드(SCN)를 설치하며 교류 계통과 연계하는 Main AC/DC
Converter에는 마이크로그리드 및 스마트 제어노드를 관리하는 중앙 전
력관리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 PMS)을 설치한다. 일반적으
로 배전계통 관리를 위해 SCADA 기반의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는데 상용의 EMS는 제어 및 관리기능이 뛰어나지만
고가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의 32-bit 임베디드 시스템과 PC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서 효과적인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스마트 제어노드는 설치된 위치에서 전압,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며
전압과 전력 사이의 민감도를 주기적으로 계산하며 분산전원의 상태를
판단하고 제어명령을 전달한다. <그림 2>의 왼쪽 위 사진은 스마트 제
어노드로 사용하기 위한 ARM 기반의 Cortex M3 제어보드의 외관을
보여준다. 중앙 PMS 및 타 제어노드와의 통신을 위해 이더넷(Ethernet)
모듈을 이용하며 분산전원과의 통신을 위해서는 CAN 통신을 이용한다.

<그림 2>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 개념도 

중앙 PMS는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체 운영을 관리하며 특별히 분
산전원의 상태와 전압유지 상태, 분산전원의 출력에 따른 전압민감도 등
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는 마이크로그리드의 상태 및 분산전원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는 중앙 PMS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보여준다. 중앙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 개발

최민석*, 트린피하이*, 조정현*, 정일엽*, 김주용**, 조진태**  

국민대학교*, 한전전력연구원** 

Development of DC Microgrid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lligent Agent Systems

Min-Seok Chio*, Trinh Phi Hai*, Hector Cho*, Il-Yop Chung*, Ju-Yong Kim**, Jin-Tae Cho**

Kookmin University*, KEPCO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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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

PMS와 스마트 제어노드 사이에는 Contract Net Protocol을 이용한 대
화형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림3> 마이크로그리드 상태 및 분산전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2.2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 기법
본 절에서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직류전압제어 알고리즘을 설명
하고자 한다. 전압제어 알고리즘은 주 전력변환기와 분산전원의 협조제
어를 통해 구현하며 알고리즘은 주 전력변환기 제어(Main AC/DC
Converter Control) 모듈과 분산전원의 유효전력 출력 제어(Active
Power Control) 모듈로 구성된다.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전압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 전
력변환기의 제어를 통해 전체 배전계통의 전압이 정상범위로 유지되도
록 하는 제어를 우선 수행한다. 주 전력변환기는 일반적으로 교류 배전
계통의 OLTC나 SVR과 같이 배전계통 전체의 전압을 올리거나 낮춘다.
OLTC나 SVR은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 탭을 조정하므로 시지연이 크게
발생하지만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주 전력변환기는 출력제어가 수주기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중앙 PMS에서는 주 전
력변환기의 출력전압과 전압문제가 검출된 노드의 전압사이의 관계식을
계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 전력변환기의 출력단 전압의 제어명령을 구
한다. i+1번째 버스의 전압이 변동하였을 때, i번째 버스 전압을 식 (1)
및 (2)와 같은 순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이 때,    
      


  

  (2)

주 전력변환기의 출력제어로도 충분한 전압제어가 불가능하다면 분산
전원의 출력을 이용하여 전압제어를 수행한다. 분산전원의 출력변동에
따른 특정 버스 전압제어 성능은 전압-유효전력 민감도(VSF: Voltage
Sensitivity Factor)로 정의할 수 있다. VSF는 dV/dP의 형태로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은 배전계통 조류해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하는 Newton-Raphson 법을 이용한 전력계통 조류계산식에서
각 버스의 미소 전압변동과 버스에 유입되는 유효전력의 미소변동 사이
에는 아래와 같은 선형화된 관계가 성립한다.

      (3)

이때, [J]는 자코비안(Jacobian) 행렬이다. 식 (3)에서 전압-유효전력 민
감도(VSF) 행렬은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전압-유효전력 민감도
행렬은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자코비안 행렬의 역행렬이다.

 






 


          (4)

식 (2)로부터 버스 “”에 연계된 분산전원의 출력변동에 따른 버스

“”와 “”의 전압민감도는 식 (5)과 (6)와 같다. 전압-유효전력 민감도
가 크다는 것은 유효전력을 공급하였을 때 전압제어 효과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여러 대의 분산전원이 존재하는 경우 전압-유효전력 민감
도 값이 큰 분산전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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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2.3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 모의 해석
<그림 5>는 앞 절에서 설명한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 선능
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계통의 단선도를 나타낸다. 8개의 주요 버스를 갖

는 방사형 계통으로 선로는 배전계통에서 많이 사용하는 OW 58

를 사용하고 분산전원은 4번, 5번, 6번 및 7번 버스에 연결되었다고 가
정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을 정격에서 ±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하는 <그림 5>에 도시한 바와 같을 때, 조류계산을 수
행하면 <그림 6> (a)번의 ∆로 표시한 청색 그래프와 같은 전압 프로파
일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말단 8번 버스의 전압이 0.8992 pu로 전압보
상이 필요하다. 식 (1)과 (2)를 통해 주 전력변환기의 출력전압 제어값
을 구해보면    만큼 증가해야 함을 구할 수 있다. <그

림 6> (a)번의 ○로 표시한 녹색 그래프는 주 전력변환기 제어 후의 전
압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말단 8번 버스의 전압이 0.95 p.u.로 보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 전력변환기 제어가 수행된 후에 5번 버스에 20kW의
부하가 추가로 연결되었다면 계통의 전압 프로파일은 <그림 6> (b)번
의 ∆로 표시한 청색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말단 전압이 0.9114 pu로
전압보상이 필요하다. 이 때, 각 분산전원의 전압제어 민감도를 계산하
면 7번 버스의 분산전원의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오며 0.106 pu의 추가
출력이 필요하다. 분산전원의 출력제어를 수행하면 <그림 6> (b)번의
○로 표시한 녹색 그래프와 같이 계통전압이 정상범위로 다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 성능검증을 위한 대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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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한 전압제어 기법의 모의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의 저압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 기법
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안한 전압제어 원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배전
계통의 전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류 마이크로
그리드의 배전가능거리와 태양광 전원 등 분산전원의 수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 개발된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 등에 활
용되는 범용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제어성능을 내면서도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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