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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변동을 이용한 개선된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

조제희1, 김용욱1, 김래영✝

An Improved Grid Impedance Estimation using PQ Variations
Je-Hee Cho1, Yong-Wook Kim1, and Rae-Young Kim✝
Abstract

In a weak grid condition, the precise grid impedance estimation is essential to guaranteeing the high
performance current control and power transfer for a grid-connected inverter. This study proposes a precise
estimation method for grid impedance by PQ variations by employing the variation method of reference
currents. The operation principle of grid impedance estimation is fully presented, a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phase locked loop is analyzed. Estimation error by a synchronization angle in the park’s transformation using
the phase locked loop is derived. As a result, the variation method of reference currents for accurate estimation
is introduced. The validation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several simulation results and
experiments based on a 2-kW voltage source inverter prototype.
Key words: Grid impedance estimation, Grid connected inverter, Phase looked loop (PLL), PQ variations
1. 서 론

최근 계통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을 적용한 신재생 에
너지용 분산전원의 적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섬이나 산
과 같은 계통연계가 취약한 Weak Grid를 통해 전력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인버터의 부피 및 무게를
줄이고, 전력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3차 저주파 LCL
필터와 같이 작은 인덕턴스를 갖는 고조파
필터를 적용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 이에 따라 계
통 임피던스가 고조파필터의 임피던스에 비해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갖게 될 경우, 전류제어기의 안
정도 및 응답특성은
상대적으로 큰 계통 임피던스에 의
해 저하된다[2]. 이러한 성능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통 임피던스의 보상이 제어기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며, 계통 임피던스의 적절한 추정이 반드시 요구된
다. 추정된 계통 임피던스 값은 보상제어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류고조파 감쇄를 위한 전향보상기법
[3]
이 있는데 , 이 기법은 계통 임피던스로 인한 계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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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왜곡성분을 계통 임피던스 값을 이용하여 제어기
내부에서 보상한다.
계통 임피던스의 영향력이 큰 계통연계 시스템에서
적응 가능한 제어기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임피던
[4]
스 추정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 임피던스 추정 기법은
크게 수동적 방법(passive method)과 능동적 방법
(active method) 두 가지로 나뉜다. 수동적 방법은 시스
템에 이미 내제되어있는 선전류 및 선전압과 같은 비
특성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로 전압에 포
[5]-[6]
함되어있는 왜곡성분에 의존적인데 , 이는 측정을 위
한 적절한 크기 및 반복성을 갖지 않으므로 계통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능동적 방법
(active method)은 계통연계형 시스템의 고의적인
변동
[7]-[10]
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신호를 통해 추정한다 . 능동
적 방법의 변동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과도상태
방법(transient method)과 정상상태 방법(steady-state
method)으로 나뉜다.
과도상태 방법은 시스템에 순간적인 전류를 발생시켜
그에 따라 순시적으로 발생하는 전압 및 전류의 임펄스
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이 방법은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성능의 A/D 분석장치를 요구하
거나 노이즈
및 랜덤에러 제거를 위한 수학적 기술이
요구된다[11]. 정상상태 방법은 알고 있는 신호를 주기적
으로 계통에 주입하여 정상상태 영역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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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상상태 방법 중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크
기를 순시적으로 변동시키고, 그에 따른 두 개의 동작점
에서 측정된 전압과
전류를 통해 계통 임피던스를 추정
하는 방법이 있다[12]. 계통 임피던스의 계산은 측정된 전
압, 전류의 d-q 변환된 값을 이용하는데, 이때 Phase
Locked Loop (PLL)로 추정된 각( )을 통해 d-q 변환된
다. PLL은 3상 계통전압의 d-q 변환된 값을 가지고 계
통의 위상신호를 갖는 q축 성분을 0이[13]-[14]되도록 제어하여
계통의 위상과 동기화되는 기법이다 . 하지만, PLL
로 인하여 0으로 수렴한 q축 전압이 계통 임피던스의
계산에 오차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 임피던스 추정을 위해 측정된 전
압 및 전류의 d-q 변환 시 PLL로 발생되는 오차에 대
한 분석을 하였다. PLL의 동작원리에 따라 PQ변동 시
측정되는 전압을 d-q상의 벡터도로 나타내어 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PQ변동을 이용한 계통 임
피던스 추정기법에서 정확한 계통 임피던스 추정값을
얻어내기 위해 전력변동의 지령방법을 제안한다.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은 전류제어기를 사용하는 3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전류지령의
변동을 통한 전력변동이 이루어진다.
3상 계통연계형 시스템에서 계통의 위상과 동기화시
키기 위한 PLL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안한 방
법을 통해 PLL에 따른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오차를 해
소할 수 있다. 제안하는 전류지령의 변동 방법은 수학적
인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효성을 증명하였으며, 3
상 2kW 계통연계형 인버터 프로토타입 (Prototype)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계통 임
피던스의 추정 성능을 검증한다. 실험용 하드웨어를 통
한 검증 시 추정된 계통 임피던스 값을 전향 보상 기법
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2. PQ변동을 이용한 계통 임피던스 추정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은 그림1
의 (a)와 같이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출력 전력(유효전력
 , 무효전력 )의 크기를 변동( ∆ , ∆ )시키고, 그림
1의 (b)에서와 같이 전력변동에 따른 전류 및 전압의 변
화량을 두 개의 동작점(1, 2)을 가지고 측정하여 임피던
스 값을 계산한다.  과  , 그리고  ,  는 두 동작점
에서의 전압 및 전류의 값이다.  는 계통전원의 순수
전압,  는 계통 임피던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3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전류제어를
하기 때문에 d-q상의 전류의 지령 값을 조절하여 전력
을 변동시킨다. 전력변동을 위한 d-q상의 전류지령은 수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  는 각각 d축 및 q축의 전
류지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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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in two operating points: (a) ac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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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의 두 동작점(1, 2)에서 전압방정식은 식 (2)
와 같이 쓸 수 있다. 이때 두 동작점 간에 계통전압 및
계통 임피던스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두
전압( ,  )의 차를 구하면 식 (3)과 같이 되며 측정이
불가능한 순수 계통전압  는 제거된다. 따라서 측정된
전류와 전압의 변동량 만으로 계통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계통 임피던스( )는 식 (4)와 같이 저항( )과
인덕턴스( )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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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추정은 abc상에서 측정된 전압과 전류의 d-q 변
환된 값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식 (3)을 식 (5)와 같이
d-q상의 값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식 (5)에서 각 동작점의 전압 및 전류의 변동량을
∆ 로 정의하고,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 다시 쓰면 식
(6), (7)과 같다. 식 (4)와 식 (7)  의 실수부와 허수부
에 해당하는 각각 성분으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식 (8)과
같이 계통 임피던스의  및  에 대한 계산 수식을 얻
어낼 수 있다.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동작점 간
에 전압 및 전류의 변동량(∆ , ∆ , ∆ , ∆ )을 이
용하여 계통 임피던스를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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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g. 3. System block for the grid impedanc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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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정되지 않는다. 이는 q축 전압을 0이 되도록 기준축이

이동하는 PLL의 동작원리에 따르므로 불가피하다.

3.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에서 PLL의 문제

PLL을 사용하게 되면 본 논문에서 다루는 PQ변동을
이용한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에서 계통 임피던스 계
산 시 사용되는 q축 전압 변화량(∆ )의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PLL의 동작원리에 따라 계통의
위상과 동기화 되면서 주파수 성분을 갖는 q축 전압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PLL에 의한 q축 전압의 측정
오차에 대한 내용을 벡터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류지령의 변동 전후를 두 동작점으로 놓고, 각 동작
점의 전압을 계통전압의 위상과 동기화된 d-q상의 벡터
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ds-qs축은 정지좌표계,
dPLL-qPLL축은 계통의 위상과 동기화되어 ωgrid의 각속도
를 갖는 회전좌표계이다.  과  는 PCC에서 각 동작
점에서의 전압벡터, ∆ 와 ∆ 는 전류지령의 변동 전
후 d-q상 전압벡터 크기의 변화량이다.  은 계통과
동기화되는 시점에서의 초기 각, ∆ 는 전류지령의 변동
후 전압벡터가 ∆ 만큼 이동한 각의 변화량이다.
그림 2의 (a)는 전류지령의 변동 전 전압벡터이며, 계
통의 각속도  로 동기화되어 dPLL-qPLL축으로 회전하
고 있다. 이때 계통과 동기화된 전압벡터  이 dPLL축으
로 고정되어 회전하며  의 q축 성분은 0이다.
그림 2의 (b)에서 전류를 임의 값으로 키우기 위해 전
류지령을 주었을 때 전압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었
다. 이때 d-q축 전압벡터의 변화량은 계통 임피던스 계
산에 필요한 정보이며, 전류지령의 변동 전의 기준축인
dPLL로부터 ∆ 만큼의 변화량이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
만 전류지령의 변동에 따라 전압벡터가  에서  로
이동하면 PLL로 인해 계통전압의 위상과 다시 동기화
되어 기준축이  로 고정된다. 따라서 ∆ 만큼의 변화
량이 제거되어 q축 전압벡터의 변화량(∆ )이 제대로


























4. 개선된 계통 임피던스 추정 기법
4.1 계통 임피던스 추정을 위한 시스템 구성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PQ
변동을 이용한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을 적용하기 위
해 구현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플랜트 (Plant)는 DC link
를 입력으로 L필터를 사용한 3상 계통연계형 인버터이
며, 전류제어를 통해 전류지령의 크기를 바꿔 전력을 변
동시킨다. 인버터와 계통 임피던스 간에 연계지점인
Point of Common Coupling (PCC)에서 전압( ) 및
전류( )의 측정으로 인버터제어 및 계통 임피던스를
계산한다. 전류지령( ,  )을 변동시킴으로써, PCC에서
측정된 전압 및 전류의 d-q 변환 값( ,  )의 변
화량을 통해 계통 임피던스를 계산한다. 하지만, 앞 장
에서 살펴봤듯이 PLL로부터 얻는  로 d-q 변환 시 q
축 전압값( )이 거의 0으로 수렴하여 계통 임피던스
계산의 오차를 유발한다.
 

 







  

  



  

4.2 계통 임피던스를 고려한 시스템의 모델링

그림 3의 계통 임피던스를 포함한 계통의 등가회로를
통해 3상 계통연계형 인버터에서 계통 임피던스의 수학
적 모델링을 얻고자 한다. 실제로 순수한 계통전압( ,
 ,  )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Point of Common
Coupling (PCC) 에서 계통 임피던스가 반영된 전압 값
을 통해서 측정이 된다. 따라서 PCC에서의 전압방정식
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을 얻어야 계통 임피던스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3상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
[15]
링은 d-q상의 전압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PCC에서 계통 쪽을 바라본 3상 전압을 표현하면 식
(9)와 같다. abc상의 전압을 d-q상에서 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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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Transform Matrix를 이용하여 d-q 변환을 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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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 (15) 두 식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비교하여 d
축과 q축 전압의 변화량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쓰면 식
(16)과 같다. 앞서 3장에서 살펴봤듯이, q축 전압의 변화
량(∆ )이 PLL로 인하여 측정오차를 유발하므로 d축
전압의 변화량(∆ ) 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 (16)의 ∆ 만을 가지고 계통 임피던스의 저항( )
과 인덕턴스( )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첫 단계이다.


d-q상의 신호에 대한 역변환( )과 Matrix의 미분
항에 대한 몇 가지 수학적 테크닉을 이용하여 abc상의
변수를 전부 d-q상의 변수로 변환하면 식 (10)과 같다.
이때 계통전원이 3상 평형임을 가정하여 영상분은 모두
제거하였다.



   
 
      
    







   
 
 
    

(10)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전압 및 전류의 변수는 정상상태
(steady-state)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식
(10)의 행렬에서 d-q상의 정상상태 영역으로 d-q축 각
성분에 대한 전압방정식으로 다시 쓰면 식 (11)과 같다.









(16)

∆  ∆   ∆
∆  ∆   ∆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계통 임피던스의  와 
추정 시 전류지령의 변동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이다.
 추정 시에는 d축 전류지령만 변동시키고,  추정
시에는 q축 전류지령만 변동시킨다.  추정 시 전류지
령의 조건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은 식 (17)과 같으며,
 추정 시 전류지령의 조건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은
식 (18)과 같다.












(11)

       
       

(17)
∆      
식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q상 각 축의 전류
값은 서로 다른 축의 전압 값에 영향을 준다. 즉, d축
∆      
전류의 크기만 바뀌더라도 q축 전압의 크기가 변하게
(18)
∆     ≠ 
된다. 따라서 d-q상의 어떠한 전류지령 값이 바뀌더라도
d-q축 전압의 크기 모두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추정 시 전류지령의 조건 식 (17)을 식 (16)의
전압방정식을 통해 d-q상의 전압에 대한 계통 임피던스 ∆ 에 적용하면 인덕턴스 변수는 제거되어 저항 변수
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만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추정 시 전류지령의 조건
식 (18)을 식 (16)의 ∆ 에 적용하면 인덕턴스 변수만
4.3 제안하는 추정 기법의 원리
그림 2의 벡터도에서 각 동작점의 전압벡터( ,  )를 남게 된다. 이를 적용하여  및  각각에 대하여 정
d축과 q축 성분으로 분리하여 표현하면 식 (12)와 같다. 리하면 식 (19)와 같다.
이 수식에 앞 절에서 구한 식 (11)를 대입하면 수식(13)
 ∆
∆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9)
∆
∆
∆     ≠ 






































         

(12)

               
               

(13)

식 (13)을 이용하여 두 동작점 간에 전압벡터의 차를
구하면 식 (14)와 같이 전압의 변화량(∆)과 전류의 변
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는 식 (15)와
같이 실수부에 해당하는 d축 성분과 허수부에 해당하는
q축 성분으로 분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14)
(15)









식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항 및 인덕턴스 추
정 시 전류지령의 조건을 각각 다르게 하면 d축 전압의
변화량(∆ ) 만을 가지고도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PLL로 인한 q축 전압의 변
화량(∆ )의 측정오차가 발생하였더라도, 오차와 상관
없이 계통 임피던스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전류지령의 변동방법을 기존의 계통 임
피던스 계산식인 식 (8)에 적용하여도 식 (19)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류지령 방법을 적용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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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Vrms]
20 [kHz]
60 [Hz]
560 [μH]
0.27 [Ω]

Rg = 0.27

Rg [Ω]

TABLE Ⅰ
SYSTEM PARAMETERS
Voltage
DC link Voltage 500 [V] Grid
(line to line)
Switching
Rated Power 2 [kW] Frequency
Current Controller 1 [kHz] Fundamental
Bandwidth
Frequency
Filter Inductance 4.3 [mH] Grid Inductance
Filter Resistance 0.12 [Ω] Grid Resistance

( Estimated Value)

( Actual Value)

(a)

Lg = 0.00056
( Actual Value)

L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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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d Value)

(b)

Fig. 6. Waveform of estimation results of grid impedance.

포함한 인버터 측과 계통 임피던스를 포함한 계통 측과
의 연계지점인 PCC에 걸리는 전압이다.
우선  값을 추정하기 위해 d축 전류지령( )이 0인
정상상태 영역을 첫 번째 동작점(그림 4의 ①)으로 놓
고, 0.1초에서부터 2[kW]의 정격전력을 갖도록 전류지령
을 7.42[A]로 올린 정상상태 영역을 두 번째 동작점(그
림 4의 ②)으로 잡는다. 제안한 방법대로  추정 시 q
축의 전류지령( )은 변동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 각 동
작점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여 저장하고 두 동작점 간
의 변화량(∆ , ∆ , ∆ , ∆ )을 구하여  를 계산
한다. 지령전류의 변동결과  의 값은 PLL로 인하여 항
상 0으로 수렴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5는  추정을 위해  의 변동 없이
 만 변동시킨 파형이다. q축 전류지령(  )이 0인 정상
상태 영역을 첫 번째 동작점(그림 5의 ①)으로 놓고, 0.1
초에서부터 전류를 7.42[A]로 올린 정상상태 영역을 두
번째 동작점(그림 5의 ②)으로 잡는다. 각 동작점에서
전류와 전압의 측정값을 저장하고 두 동작점 간의 변화
량(∆ , ∆ , ∆ , ∆ )을 통해  를 계산한다.  의
변동 시와 동일하게  의 값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
 및  의 추정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전류지령의
변동을 주는 0.1초를 전후로 각각의 동작점(그림 4, 5의
①, ②)에서 전류와 전압의 측정값을 저장하였다가 0.2초
부터 저장된 값으로 계통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추정값
을 출력한다. 추정값의 파형은 실제값과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CC에서 신호 측정 시
계통 임피던스로 인한 리플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값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
으로 계산하였다.
 와  의 추정 결과값과 오차율을 표 2에 나타내었
다. 계통 임피던스의 저항 추정값과 인덕턴스 추정값 모
두 실제값과 대비하여 2%의 오차율 이내로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a)






(b)

Fig. 4. Waveform of the dq-axis signal with variations of
d-axis reference current: (a) currents (b) voltages





















(a)
















(b)

Fig. 5. Waveform of the dq-axis signal with variations of
q-axis reference current: (a) currents (b) voltages

임피던스 추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PSIM 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1과 같다.
그림 4는 d축 전류지령의 변동에 따른 d-q상의 전류
( ,  )와 전압( ,  )을 나타낸 파형이다.  ,  는 인
버터에서 계통으로 흐르는 전류이며,  ,  는 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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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
ESTIMATED VALUES OF THE GRID IMPEDANCE
Actual value 0.27 Ω
Resistance ( ) Estimated value 0.2728 Ω
Error rate 1.04 %
Actual value 560 μH
Inductance ( ) Estimated value 568.4 μH
Error rate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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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transformer
(replacement for grid
impedance)



Grid
voltage/current
sensor

3-phase inverter
L-Filter



DSP control board
5%

Error %

4%

Fig. 8. Experimental prototype.

3%
2%
1%

1.63% 1.39%
1.31% 1.25%
1.04% 0.87% 0.79% 0.78%
0.71% 0.81%

0%
-1%

(a)

-2%
-3%
-4%
-5%
0.15

0.18

0.21

0.24

0.27

0.3

0.33

0.36

0.39

0.42

Rg [O]

(a)
5%
Error %

4%
3%
2%

1.76%
1.25% 1.27% 1.21% 1.28% 1.50%

2.09%

1.76% 1.60% 1.76%

(b)

1%
0%
-1%

Fig. 9. Variation of  for estimating  : (a) waveform of
currents (b) estimation of grid impedance

-2%




-3%
-4%



-5%
400

440

480

520

560

600

640

680

720

760

Lg [µH]

(b)

Fig. 7. The estimation error rate of several grid impedances:
(a)  (b)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통 임피던스 값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이전에 설정된 계통임피던스 값( : 0.27[Ω],
 : 560[μH])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변동시켜 계통 임피
던스를 추정하였다. 그림 7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와  모두 2% 이내의 오차율을 얻었다.

(a)









(b)

5.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류지령 변동방법을 적용하여 Fig. 10. Variation of  for estimating  : (a) waveform of
계통 임피던스 추정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용 currents (b) estimation of grid impedance
하드웨어를 그림 8과 같이 구성하였다. 실험 환경은 시
뮬레이션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추정을 위한 계통 임피던스는 절연형 트랜스의 누설 인덕턴스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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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저항으로 대체하였다. DSP 제어보드를 통해 3상 인
버터의 전류제어가 되고, PQ변동을 이용한 계통 임피던
스의 추정 알고리즘도 구현하였다. 전류지령의 변동 전
후로 두 동작점에서 저장된 전압 및 전류의 센싱값으로
계통 임피던스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먼저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을 위해 전류지령 값을 변
동시켰다. 그림 9(a)의 파형은 계통 임피던스의  를 추
정하기 위해 d축 전류지령 만 변동시킨 것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q축 전류지령은 변동시키
지 않았다.  ,  는 DSP 내에서 디지털 값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DSP 제어보드 내의 DAC 출력신호를 통해 나
타낸 파형이다. DAC 출력신호의 Scale을 고려하여
Division을 그림 9(a) 내에 표시하였다. 파형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되는 d-q축 전류가 리플성분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계통 임피던스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에는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Noise
의 경우 계통 주파수 대비 매우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디지털제어 내부에
Low Pass Filter를 추가하였다.
그림 9(b)는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값을 DAC 출력신
호를 통해 나타낸 파형이다. 마찬가지로 DAC 출력신호
의 Scale을 고려한 Division을 표시하였다. Rg의 추정을
위해 d축의 전류지령만 변동시켰으므로 Rg의 추정 결과
만 유효하다. 그림 10(a)의 파형은 계통 임피던스의 
를 추정하기 위해 q축 전류지령 만 변동시킨 것을 나타
낸다. 제안한 방법대로 d축 전류지령은 변동시키지 않았
다. 그림 9(b)는  의 추정값을 DAC 출력신호를 통해
나타낸 파형이다. 마찬가지로  의 추정을 위해 q축 전
류지령만 변동시켰으므로  의 추정 결과만 유효하다.
본 실험에서는 12-bit의 A/D Converter를 사용하여
센싱 전압 및 전류에 대한 디지털신호를 사용하였다. 이
보다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더 높은 bit의 A/D
Converter를 사용하여 ADC Resolution을 키우면 개선될
것이다. 절연형 트랜스의 임피던스 추정 결과  는
0.3844[Ω],  는 643.2[μH]로 계산되었다. 실험 시 사용
된 절연형 트랜스의 누설 인덕턴스 및 기생 저항은 고
정값이 아닌 전류의 크기 및 온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는 힘들다. 따
라서 실험 시 추정한 임피던스 값의 유효성을[3] 검증하기
위해 전류고조파 감쇄를 위한 전향보상기법 을 이용하
고자 한다.
추정된 계통 임피던스 값은 보상제어에 사용될 수 있
다. 계통 임피던스 값을 이용한 보상제어에 관한 연구는
이전에 진행된 바 있는데,[3] 그 중 전류고조파 감쇄를 위
한 전향보상기법이 있다 . 이 기법을 사용한 제어기 블
록도는 그림 11과 같으며, 전류 제어기 내부에 전향보상
을 적용한 것을 나타낸다. 계통 임피던스로 인해 계통
전류에 저차 고조파 성분이 추가되어 왜곡되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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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urrent controller block diagram with feed-forward
compensation.
Before active feed-forward

ia
(a)
2 [A/div]

After active feed-forward

ia
(b)
2 [A/div]

Fig. 12. Feed-forward compensation using the estimated
grid impedance: (a) before active feed-forward (b) after
active feed-forward

제어기 내부에서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왜곡성분을 보상하게 된다. 이 기법을 사용하여 보상된
실험결과를 통해 계통 임피던스 추정값의 유효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그림 12(a)의 파형은 인버터에서 계통 측으로 출력하
는 a상 전류파형이다. 전향 보상 제어를 적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전류의 파형이 깨끗한 정현파로 출력되지 않
고 있다. 이는 계통 임피던스의 영향으로 전류에 저차
고조파 성분들이 추가되어 다소 일그러진 파형을 출력
하고 있다. 그림 12(b)의 파형은 추정된 계통 임피던스
값을 이용하여 전향 보상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인버터
에서 출력되는 a상 전류파형이다. 보상 제어를 적용하지
않은 그림 12(a)의 파형과 비교하여 전류의 파형이 더욱
정현파에 가까운 형태로 출력되고 있다. 파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류에 추가된 저차 고조파 성분들이 전향
보상 기법으로 인하여 감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전향 보상 기법에 사용된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값
이 유효함을 검증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의 변동을 이용
한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에서 계통 임피던스의 값을

PQ변동을 이용한 개선된 계통 임피던스 추정기법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전력변동의 지령방법을 제안하
였다. 먼저 기존의 PQ변동을 이용한 계통 임피던스의
추정기법을 고찰해보았으며, 기존의 임피던스 추정기법
에서 전력변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3상
인버터 시스템에서 Phase Locked Loop 사용 시 d-q상
의 전압  가 임피던스 추정오차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계통 임피던
스 추정 시 d축 및 q축의 전류지령을 개별적으로 변동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PLL로 인
하여 발생하는  의 측정오차와 상관없이 계통 임피던
스 값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으며, 시뮬레이션 및
실험용 하드웨어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실험을 통한
검증 시 추정된 계통 임피던스 값을 전향 보상 기법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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