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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에 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에 지 수  황에도 큰 향을 끼치고 있다 

[1-2]. 발 소의 블랙 다운시 Battery Panel에서 원을 공 받아 DC MOTOR를 기동하여 요한 시설

에 원을 공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IM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37kW  DC MOTOR 기동 

제어를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기 기동 류는 정격 류 170A의 200% 이내에서 동작

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 시켰다.

1. 서론

  최근 에 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에

지 수  황에도 큰 향을 끼치고 있다 [1-2]. 그리고 

력 수 의 어려움이 있어 발 소의 설비 요성이 두

되고 있다. 정상 운  인 SCA FAN의 AC MOTOR에 

정   AC 원 차단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운 이 

불가능할 때 DC BATTERY CHARGE에 의해 DC240V 

원을 받아 SCA FAN DC MOTOR를 신속히 기동시킴

으로써 신뢰성을 유지하며 발 소 운 을 원활히 한다.

2. DC Motor 원리

   복권 직류 동기는 기자와 계자가 분리되어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데 운  특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1) ∅ 

(2)  ∙∅∙ 

(3)   ∙ 

(4)   ∅

(5)  ∙   ∙  ∅

∅  : 동기의 자속(Flux)

  : 계자 류

  : 동기 축 토오크(Torque)

  : 기자 류

  : 아마추어 공  압

  : 기자 회로 항

  : 동기 역기 압(EMF)

  : 회  속도

보통 동기의 자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것은 계자 류를 일정하게 하면 된다. (식 1) 

동기의 출력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크면 이 여분의 토크

는 가속 토크가 되어 동기의 속도는 상승한다. 기자 

류를 증가시키면 출력 토크도 증가하며(식 2), 기자 

류는 아마추어 공 압에 의하여 조 된다.(식 3) 식

(4)는 동기 역기 압이 속도에 비례함을 나타낸다.

동기의 속도는 즉, 아마추어 공 압에 비례하고, 

동기의 자속, 즉 계자 류에 반비례 한다.(식 5) 

최  자속, 최  역기 압시의 정격 속도를 기  속도

(base speed)라고도 하는데 계자 류를 이면 속도를 

그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를 약계자(Field 

weakening)라고 부르고 동기는 약계자 역에서 운 된

다고 한다.

2.1 시스템의 구성

(그림 1)은 DC MOTOR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3상 

상 정류기는 3상 AC 압을 받아 DC240V로 일정하게 

압을 유지하게 해주고, 동 항반에는 MC1에서 MC6

과 기동 항(RA), 제어기로 구성된다. 제어기는 정격 계자

류가 흐르도록 정격 계자 류가 흐르도록 한다.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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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RA)은 최  기동시 MC1 MAIN POWER 

CONTACTOR로 ‘START’ 신호에 의해 1  지연 후 DC 

MOTOR의 원을 공 한다. MC2 ~ MC6까지 기동 류

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순차 으로 MC2 ~ MC6까지 

ON 되어 기동완료  정상 운 을 한다. 한 동기에는 

아마추어 항(Ra)가 있으며 동기Datasheet 상으로는 

0.0153Ω 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표 1>은 DC Motor 사양을 나타낸다.

<표 1> DC MOTOR 사양

kW 37 VOLT 240

ARM 

AMPS
170

FIELD 

AMPS
1.87

FIELD 

VOLT
240

FIELD 

OHMS 25℃
90

RPM 1780 TYPE CDL409AT

 2.2  기동 류 제한

200% 기동 류 제한 만족을 한 기동 항(R_A) 선

정 : 0.7Ω, 10kW 200% 기동 류 제한 만족을 하여 기

동 항(R_A)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최  기동시 동

기 속도는 ‘Zero’임으로 아마 어 EMF(역기 압)도 ‘Zero’

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용하여 기동 항

(R_A)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아마추어 항(R_a)은 동기 Datasheet 상으

로 0.0153Ω임으로, 다음과 같이 기동 항(R_A)을 구할 

수가 있다.

 


    Ω
                                               

∴ 기동 항(R_A)은 허용 오차를 감안하여 : 0.7Ω으

로 선정한다. 기동 항의 용량(Watt)은 항으로 통해 흐

르는 기동 류가 350A에서 서서히 30 간 어들어 170A

로 되기 때문에 평균 260A를 30 간 흘렸을 때를 가정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상기에서 구한 47.32kW는 260A를 연속 통 하 을 경

우의 항의 Watt이며 실제로는 1분 이내만 견디면 됨으

로 이런 경우 항의 부하율(Duty rate)을 감안하여 1/5이 

되고 약 10kW로 선정하면 된다.

∴ 기동 항(R_A)의 용량(Watt)는 여유율을 감안 하

여 : 10kW로 선정한다.

 기동 항(R_A) 선정 : 0.7Ω, 10kW

 2.3  PSIM 시뮬 이션

(그림 2)는 DC Motor 기동 제어의 PSIM 시뮬 이션 

회로를 구성하 다. ①은 DC Motor 기동 제어의 입력 원

으로 DC240V를 입력한다. ②은 DC Motor Data를 입력한

다. ③은 DC Motor 기동제어의 항 기동반에 해당된다.

(그림 2) PSIM 시뮬 이션 회로

 2.4  PSIM 시뮬 이션 결과

(그림 3)은 PSIM 로그램 시뮬 이션 결과이다. 기동 

류 제한에서 선정한 기동 항(RA, 0.7Ω)으로 최  기

동 시는 동기 속도가 Zero임으로 EMF(역기 압)도 

Zero가 된다. 따라서, 기 기동 류는 355A가 된다. 

동기가 회 하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EMF(역기 압)도 

커지게 되고, 회 속도에 반비례하여 기동 류는 어들

고 동기는 회 속도를 계속 증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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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SIM 시뮬 이션 결과

3.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PSIM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37kW  

DC MOTOR 기동 제어를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기 기동 류는 정격 류 170A의 200% 이내에서 

동작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 시켰다. DC MOTOR 기동  

시스템은 발 소의 운 에 있어 안정도에 기여를 할 것으

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장에 실제로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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