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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기 추진 선박의 전력 계통은 해상 독립 계통으로, 급격한 부하 

변동이나 발전기와 같은 전력 설비의 탈락 및 선로 단락 사고 등의 

상황에 대하여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계통 내 수동 소자(passive element)와 전력 설비들의 제어를 

고려하여, 과도 부하 응답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제어기 설계가 

요구된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DC 계통을 적용한 전기 추진선은 

연비 개선을 위한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과 전력 변환 장치에 기반한 

빠른 과도 부하를 도입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선박 DC 계통의 과도 부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들은 가변속 운전을 수행하는 엔진-

발전기로 구성된 계통의 과도 부하 응답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문헌들은 과도 부하에 대한 별도의 수식적 분석이나 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높은 전압 제어 성능을 가진 대용량 슈퍼 캐패시터나 

ESS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 부하 응답을 계통 전압 과도와 엔진-발전기의 속도 

과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과도 부하 응답 

개선을 위한 계통 수동 소자 및 전력 설비의 제어기 설계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의 전력 설비는 엔진-발전기-

컨버터, ESS, 전기 추진 인버터로, 이들이 주 제어 대상(plant)뿐만 

아니라 계통의 과도 부하 응답을 개선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DC 

계통은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통해 빠른 과도 부하에 대응하는데, 

일반적으로 부하의 크기에 비하여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과도 부하에 의하여 계통 전압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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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변동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수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한 과도 

전압 제어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과도 전압 제어기의 설계는 계통 선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및 전력 설비를 구성하는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성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최악의 과도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의 변동을 일정 수준 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은 부하율에 따라 최적 연비를 갖는 속도에서 운전되는데, 

일반적으로 부하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적 속도가 낮아지면서 엔진의 순시 

최대 출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가변속 운전을 수행하는 선박 DC 계통은,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따라 순시 최대 출력이 감소하므로, 변화량이 큰 

과도 부하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도 부하 변동이나 계통 내 다른 발전기 탈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엔진-발전기가 가능한 빠르게 가속을 수행하여 순시 

최대 발전량을 확보하는 속도 과도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속도 

과도 제어기는 발전기의 가속을 위하여 발전량을 제한하며, 부족한 

발전량은 ESS 및 추진 인버터가 공급한다.  

제안하는 제어기들은 주제어기와 별도의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도록, 각 계통 설비들의 제어 대역폭 및 역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이러한 분석 및 설계 결과를 시뮬레이션 및 축소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며, 

수식 분석과 시뮬레이션과 축소 실험 결과에서 과도 전압 변동량의 

차이는 정격 전압의 1%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전기 추진선, DC 계통, 과도 부하 응답, 가변속 운전 

학   번 : 2013-30262 



iii 

목차 

초록 .......................................................................................... i 

목차 ........................................................................................ iii 

그림 목차 ............................................................................... vii 

표 목차 ................................................................................. xvi 

제 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1 

1.1.1 DC 계통에 기반한 전기 추진선 ...................................... 1 

1.1.2 DC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기존 연구와 문제점 .......... 11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8 

1.3 논문의 구성........................................................... 29 

제 2장 선박 DC 계통의 설계 및 제어 기준 .......................... 31 

2.1 선박 계통 설계 기준 ............................................. 32 

2.1.1 신뢰성 ........................................................................... 32 

2.1.1.1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전압 영역 .......................................... 33 

2.1.2 소형화 / 경제성 ............................................................ 37 

2.1.3 선박 계통의 에너지 효율 .............................................. 37 

2.1.3.1 엔진 가변속과 효율 ................................................................. 38 

2.1.3.2 전기 추진 체계와 효율 ............................................................ 39 

2.2 선박 DC 계통의 구성 요소 .................................... 42 

2.2.1 엔진-발전기-컨버터 형태의 발전 장비 ....................... 42 

2.2.1.1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제어 [99] ........................................... 44 

2.2.1.2 엔진-발전기와 가변속 운전 .................................................... 46 

2.2.1.3 가버너의 엔진 속도 제어 [100] ............................................. 49 



iv 

2.2.1.4 N-1 Contingency와 발전기 부하율 제한 .............................. 50 

2.2.2 에너지 저장 장치 .......................................................... 51 

2.2.3 선박 부하 ...................................................................... 53 

2.2.3.1 추진 전동기의 속도 제어 [99] ............................................... 54 

2.2.4 과도 부하 ...................................................................... 56 

2.2.5 보호 계전을 위한 선로 인덕턴스와 차단기 .................. 58 

2.3 대상 선박 계통도 및 규정 예시 ............................. 61 

제 3장 제안하는 선박 DC 계통의 제어 및 설계 .................... 65 

3.1 제안하는 제어 전략 및 시나리오 ........................... 67 

3.1.1 제안하는 제어 전략 ...................................................... 67 

3.1.1.1 제어기 구성 .............................................................................. 73 

3.1.2 제어 대역 분리 ............................................................. 80 

3.1.2.1 간소화 분석의 필요성 ................................................... 80 

3.1.2.2 시간 대역 분할 ............................................................. 87 

3.1.3 부하 분류와 시나리오 ................................................... 89 

3.1.3.1 과도 부하의 분류 ..................................................................... 90 

3.1.3.2 제어 흐름도와 시나리오 .......................................................... 94 

3.2 전압 과도 대역의 제어기 분석 .............................. 99 

3.2.1 부하와 CLC 회로 ....................................................... 100 

3.2.1.1 단일 CLC 회로 분석 ............................................................. 120 

3.2.1.2 다중 CLC 회로 분석 ............................................................. 125 

3.2.2 과도 전압 제어기 ........................................................ 131 

3.2.2.1 전압 제어기와 부하 전압....................................................... 132 

3.2.2.2 ESS 전압 제어기 ................................................................... 136 



v 

3.2.2.3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향 전류 보상 ................................. 149 

3.2.2.4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161 

3.2.3 공통 전압 제어 ........................................................... 167 

3.2.3.1 시뮬레이션과의 비교.............................................................. 173 

3.2.3.2 과도 전압 제어기의 발전기 전압 제어 간섭 ......................... 181 

3.3 속도 과도 제어 ................................................... 192 

3.3.1 속도 과도 부하와 엔진-발전기 가변속 제어 ............. 198 

3.3.1.1 저역 동적 제한기(Low Bandwidth Dynamic Limiter) ....... 200 

3.3.1.2 가버너 가변속 지령 ............................................................... 210 

3.3.2 ESS의 속도 과도 제어기 ........................................... 211 

3.3.3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 .......................... 214 

3.4 정상상태 제어 .................................................... 218 

3.4.1 엔진-발전기의 가변속과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 218 

3.4.2 발전기 부하율 동등 제어 ............................................ 221 

3.4.3 ESS SOC 제어기 ....................................................... 224 

3.5 설계를 위한 분석 ............................................... 227 

3.5.1 부하의 분류 ................................................................ 228 

3.5.2 속도 과도 대역 및 정상 상태 설계 예시 .................... 229 

3.5.3 전압 과도 대역 설계 예시 .......................................... 233 

제 4장 시뮬레이션 ............................................................... 239 

4.1 단일 분전반 구조 ............................................... 239 

4.2 4개의 분전반(4SWBD) 구조 ............................. 262 

제 5장 축소 실험 ................................................................ 273 

5.1 실험 장치의 구성 ............................................... 273 



vi 

5.2 축소 실험 결과 ................................................... 276 

제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292 

6.1 결론 ................................................................... 292 

6.2 향후 과제 ........................................................... 295 

참고문헌 .............................................................................. 297 

Abstract .............................................................................. 310 

 

 

  



vii 

그림 목차 

그림 1. 1 선박 추진 체계 (a) 기계식 추진 (b) AC 전기 추진 ............................ 1 

그림 1. 2 전력 변환 장치를 구성하는 스위칭 소자의 안전 동작 영역 예시[38] . 7 

그림 1. 3 일반적인 3상 AC/DC 승압형 PWM 컨버터 .......................................... 8 
 

그림 2. 1 미 해군 규정 MIL-STD-1399 300B의 과도 주파수/전압 제한 [94]

 ......................................................................................................................... 34 

그림 2. 2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가상의 DC 계통 전압 변동 기준 ..................... 35 

그림 2. 3 엔진-발전기 가변속 여부에 따른 상대적 효율 변화 (350kW) ......... 38 

그림 2. 4 다수의 엔진-발전기를 사용한 전기 추진 체계 예시 ........................... 40 

그림 2. 5 선박 DC 계통의 엔진-발전기-컨버터 형태의 발전 장치 ................... 42 

그림 2. 6 일반적인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및 전류 제어기 ........................ 44 

그림 2. 7 350kW 디젤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따른 SFC 변화 예시 ................. 46 

그림 2. 8 엔진-발전기의 최대 효율 가변속 곡선 및 엔진-발전기 최대 출력 ... 47 

그림 2. 9 전자식 가버너에 의한 엔진-발전기 속도 제어 .................................... 49 

그림 2. 10 캐스캐이드 형태의 ESS 전압/전류 제어기 ........................................ 52 

그림 2. 11 추진 인버터의 캐스케이드 속도-전류 제어기 ................................... 54 

그림 2. 12 과도 부하의 시간에 따른 전력 소모량 ............................................... 56 

그림 2. 13 대상 선박의 DC 계통도 ...................................................................... 61 

그림 2. 14 본 논문의 분석의 대상인 단일 분전반의 구성 ................................... 64 
 

그림 3. 1 정상 상태에서의 선박 DC 계통의 전력 흐름 ....................................... 68 

그림 3. 2 정상 상태에서의 전력 설비의 제어 형태 .............................................. 68 

그림 3. 3 과도 부하에 대한 선박 DC 계통의 전력 흐름 ..................................... 69 



viii 

그림 3. 4 과도 부하에 대한 전력 설비의 제어 형태 ............................................ 69 

그림 3. 5 속도 과도 제어 대역에서의 선박 DC 계통의 전력 흐름 ..................... 70 

그림 3. 6 속도 과도 제어 대역에서 전력 설비의 제어 형태................................ 71 

그림 3. 7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체 제어 구조 ................................................. 76 

그림 3. 8 상위 제어기의 전체 제어 구조 ............................................................. 77 

그림 3. 9 ESS 전력 변환 장치의 전체 제어 구조 ................................................ 78 

그림 3. 10 추진 인버터의 전체 제어 구조 ........................................................... 78 

그림 3. 11 수식 분석을 위한 PCC 형태의 선박 DC 계통 구성.......................... 81 

그림 3. 12 계단파와 램프(ramp) 형태로 구성된 준-계단파 부하 전류 예시 .... 83 

그림 3. 13 제안하는 제어기의 흐름도 .................................................................. 96 

그림 3. 14 부하에 따른 계통 전압 분석을 위한 간소화 회로 ........................... 101 

그림 3. 15 계단파 부하에 대한 부하 및 발전기 전압 파형 ............................... 104 

그림 3. 16 펄스 형태의 부하 .............................................................................. 105 

그림 3. 17 펄스 부하에 의한 전압 파형, ω0Δt = π ....................................... 107 

그림 3. 18 펄스부하에 의한 전압 파형, ω0Δt = 2π ....................................... 108 

그림 3. 19 펄스 지속 시간(Δt)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 108 

그림 3. 20 펄스 지속 시간(Δt)에 따른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 109 

그림 3. 21 램프 부하에 대한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 파형 ............................. 112 

그림 3. 22 준-계단파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 ω0Δt = π ...... 114 

그림 3. 23 준-계단파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 ω0Δt = 2π .... 114 

그림 3. 24 준-계단파의 지속 시간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 115 

그림 3. 25 준-계단파의 지속 시간과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변화 ..... 115 



ix 

그림 3. 26 램프 상승 시간과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변화................... 116 

그림 3. 27 램프 상승 시간과 발전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변화 ........... 117 

그림 3. 28 준-계단파 부하의 상승 시간별 부하 전압 파형 .............................. 118 

그림 3. 29 준-계단파 부하의 상승 시간별 발전 설비 전압 파형 ..................... 119 

그림 3. 30 CLC 공진 회로의 임피던스에 대한 보드 선도 (R=1mΩ) ............. 121 

그림 3. 31 CLC 공진 회로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회로 해석 (R=1mΩ) ........ 124 

그림 3. 32 CLC 공진 회로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회로 해석 (R=11mΩ) ...... 125 

그림 3. 33 다중 공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회로도 ...................... 126 

그림 3. 34 부하 인덕턴스와 부하 공진 전압 크기 변화(CL = 1mF) ................ 127 

그림 3. 35 부하 캐패시턴스와 부하 공진 전압 크기 변화(LL = 10μH) ......... 128 

그림 3. 36 부하 인덕턴스와 V1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CL = 1mF) ............... 129 

그림 3. 37 부하 캐패시턴스와 V1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LL = 10μH) ......... 129 

그림 3. 38 부하 인덕턴스와 V2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CL = 1mF) ............... 130 

그림 3. 39 부하 캐패시턴스와 V2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LL = 10μH) ......... 130 

그림 3. 40 이상적 전압원과 계단파 부하로 구성된 간소화 회로 ...................... 133 

그림 3. 41 이상적 전압원과 계단파 부하에 의한 부하 전압 변동 .................... 134 

그림 3. 42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 변화 ... 135 

그림 3. 43 ESS의 전압 제어기 구조 .................................................................. 136 

그림 3. 44 ESS 전압 제어기 설계를 위한 회로 ................................................. 138 

그림 3. 45 CLC 회로에 대한 전압 제어기의 개루프 보드 선도 ........................ 140 

그림 3. 46 다양한 전압 제어 대역폭에 대한 개루프 보드 선도 ........................ 141 

그림 3. 47 다양한 전압 제어 대역폭에 대한 개루프 보드 선도 ........................ 141 



x 

그림 3. 48 전류 제어 대역폭을 고려한 개루프 보드 선도 ................................. 143 

그림 3. 49 전류 제어 대역폭에 따른 고려한 개루프 보드 선도 ........................ 143 

그림 3. 50 전류 제어기를 고려한 전압 제어기의 보드 선도 ............................. 144 

그림 3. 51 부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에 따른 부하 LC 공진 주파수 ............ 146 

그림 3. 52 부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에 따른 계통 CLC 공진 주파수 ......... 146 

그림 3. 53 부하 캐패시턴스와 ESS 전압 제어기 개루프 보드 선도 ................. 147 

그림 3. 54 부하 인덕턴스와 ESS 전압 제어기 개루프 보드 선도 .................... 148 

그림 3. 55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과도 전류 전향 보상 제어 구조................... 150 

그림 3. 56 캐패시턴스 비율에 따른 전향 보상 성능 분석을 위한 회로 ........... 150 

그림 3. 57 전향 보상 제어기의 시간에 따른 캐패시터 전압 변동 .................... 153 

그림 3. 58 캐패시터 비율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 ......................................... 154 

그림 3. 59 캐패시터 비율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 ......................................... 154 

그림 3. 60 전류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 ................................. 154 

그림 3. 61 전류 전향 보상의 성능 ..................................................................... 155 

그림 3. 62 전류 전향 보상의 외란 제거 성능 보드 선도 .................................. 156 

그림 3. 63 전류 제어기 대역폭과 발전 설비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 157 

그림 3. 64 전류 제어기 대역폭과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 157 

그림 3. 65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와 발전 설비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 159 

그림 3. 66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와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159 

그림 3. 67 발전 설비 인덕턴스와 발전 설비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 160 

그림 3. 68 발전 설비 인덕턴스와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 161 

그림 3. 69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active damping) 제어기......................... 162 



xi 

그림 3. 70 능동 댐핑과 계통 CLC 회로 ............................................................ 164 

그림 3. 71 능동 댐핑 제어기 댐핑 계수(kdamp,prop_AD)와 전압 제어 보드 선도 165 

그림 3. 72 추진 인버터 캐패시턴스에 따른 전압 제어 보드 선도 .................... 166 

그림 3. 73 추진 인버터 인덕턴스에 따른 전압 제어 보드 선도 ........................ 166 

그림 3. 74 과도 부하에 의한 공통 전압 변동 분석을 위한 간소화 회로 .......... 168 

그림 3. 75 계단파 부하 변동에 대한 공통 전압 변화량 .................................... 170 

그림 3. 76 발전기 연계 컨버터 전류 제어 대역폭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 170 

그림 3. 77 발전기 연계 컨버터 캐패시턴스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 171 

그림 3. 78 비례 전압 제어기의 이득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 172 

그림 3. 79 비례 전압 제어기 내부 전류 대역폭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 172 

그림 3. 80 시뮬레이션 구성도 ............................................................................ 173 

그림 3. 81 발전기 캐패시터에 따른 발전기 전압 시뮬레이션 결과................... 174 

그림 3. 82 계통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발전기 전압 시뮬레이션 결과 .......... 176 

그림 3. 83 부하 캐패시터에 따른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결과.......................... 177 

그림 3. 84 발전기 전류 대역폭에 따른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 178 

그림 3. 85 ESS 전압 대역폭에 따른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 179 

그림 3. 86 추진 인버터 능동댐핑계수(kdamp,prop_AD)와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 180 

그림 3. 87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계수(kdamp,prop_AD)와 식 3.82의 전압 변동 180 

그림 3. 88 전압 제어기 간섭을 분석하기 위한 회로 ......................................... 181 

그림 3. 89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계통 전압 제어기 구조 ................................. 182 

그림 3. 90 과도 전압 제어기의 발전기 전압 제어기 성능 간섭 ........................ 184 

그림 3. 91 과도 전압 제어기와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 185 



xii 

그림 3. 92 과도 제어기 전압 지령 HPF 대역폭과 전압 제어 성능 변화 ......... 186 

그림 3. 93 과도 제어기 전압 지령 HPF 대역폭과 외란 제거 성능 변화 ......... 186 

그림 3. 94 발전기 캐패시턴스에 따른 전압 제어 성능 변화 ............................. 187 

그림 3. 95 발전기 캐패시턴스에 따른 외란 제거 성능 변화 ............................. 188 

그림 3. 96 ESS의 전압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전압 제어 성능 변화 ............... 189 

그림 3. 97 ESS의 전압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외란 제거 성능 변화 ............... 189 

그림 3. 98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계수에 따른 전압 제어 성능 변화 ............. 190 

그림 3. 99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계수에 따른 외란 제거 성능 변화 ............. 191 

그림 3. 100.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과도 제어기 동작 .................................... 195 

그림 3. 101 전압 범위에 따른 전압 제어 역할 분할 ......................................... 196 

그림 3. 102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발전 제한을 위한 저역 동적 제한기 ......... 200 

그림 3. 103 동적 제한과 발전기 관성 에너지 소모량 ....................................... 204 

그림 3. 104 초과 발전량에 따른 관성 에너지 소모 비율 .................................. 206 

그림 3. 105 속도 과도 대역에서의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 ......... 215 

그림 3. 106 상위 제어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 계산 ...................... 220 

그림 3. 107 발전기 동등 부하율 분담을 위한 상위 제어기 구성 ...................... 222 

그림 3. 108 ESS의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기 .................................. 224 

그림 3. 109 발전기 캐패시턴스(Cg)와 ESS 캐패시턴스(CESS)에 따른 공통 전압

 ....................................................................................................................... 236 
 

그림 4. 1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계통 전압 및 엔진 가변속 운전 ................... 241 

그림 4. 2.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반도체 차단기의 구조 ..................................... 242 

그림 4. 3 단락 사고와 반도체 차단기 동작 시뮬레이션 ..................................... 243 



xiii 

그림 4. 4 차단기 개방(open) 시뮬레이션 .......................................................... 244 

그림 4. 5 단락 사고와 차단기 개방 시뮬레이션 비교 ........................................ 245 

그림 4. 6 계단파 부하 변동 시뮬레이션 ............................................................. 246 

그림 4. 7 차단기 개방(open)과 계단파 부하 변동 시뮬레이션 비교 ................ 247 

그림 4. 8 과도 부하 전류에 따른 계통 전압 변화 ............................................. 248 

그림 4. 9 과도 부하에 따른 전압 변동 : 1ms의 상승시간 ................................ 249 

그림 4. 10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부하 캐패시턴스 증가 ........... 250 

그림 4. 11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부하 인덕턴스 증가 .............. 251 

그림 4. 12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발전기단 캐패시턴스 증가 .... 252 

그림 4. 13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추진 인버터 캐패시턴스 증가

 ....................................................................................................................... 252 

그림 4. 14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발전기 전류 제어 대역폭 감소

 ....................................................................................................................... 253 

그림 4. 15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동 : 정출력 부하의 경우 ...... 254 

그림 4. 16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 속도 ................ 257 

그림 4. 17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전압 영역 ....................... 258 

그림 4. 18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부하 크기 변화 .............. 259 

그림 4. 19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증

가 ................................................................................................................... 260 

그림 4. 20 펄스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261 

그림 4. 21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1의 전압 및 전류 ........................... 265 

그림 4. 22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2의 전압 및 전류 ........................... 265 



xiv 

그림 4. 23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3의 전압 및 전류 ........................... 266 

그림 4. 24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4의 전압 및 전류 ........................... 266 

그림 4. 25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버스타이 전류 ............................................. 267 

그림 4. 26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엔진-발전기 속도 ...................................... 267 

그림 4. 27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1의 전압 및 전류 .................................... 269 

그림 4. 28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2의 전압 및 전류 .................................... 270 

그림 4. 29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3의 전압 및 전류 .................................... 270 

그림 4. 30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4의 전압 및 전류 .................................... 271 

그림 4. 31 펄스 부하에 따른 버스 타이 전류 .................................................... 271 

그림 4. 32 펄스 부하에 따른 엔진-발전기 속도 ............................................... 272 
 

그림 5. 1 축소 실험 구성도 ................................................................................ 273 

그림 5. 2 축소 실험 사진 .................................................................................... 275 

그림 5. 3 축소 실험에서 사용한 엔진-발전기의 최대 출력 및 가변속 곡선 .... 277 

그림 5. 4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 속도 .................. 277 

그림 5. 5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5kW 부하, 10ms .............. 278 

그림 5. 6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5kW 부하, 1ms ................ 279 

그림 5. 7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제어기 대역폭 변화 ........ 280 

그림 5. 8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10kW .............................. 281 

그림 5. 9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5kW, 10ms ..................... 282 

그림 5. 10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5kW, 1ms ..................... 283 

그림 5. 11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10kW ............................ 284 

그림 5. 12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10kW, 1ms .................. 285 



xv 

그림 5. 13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제어기 대역폭 변화 ...... 285 

그림 5. 14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부하 인덕턴스 변화 ...... 286 

그림 5. 15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10ms) ... 287 

그림 5. 16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1ms) ..... 288 

그림 5. 17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 영역과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 . 289 

그림 5. 18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에 따른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 . 290 

그림 5. 19 펄스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 .......................... 291 

  



xvi 

표 목차 

표 2. 1 대상 선박 DC 계통의 전력 설비 .............................................................. 62 

표 2. 2 전력 변환 장치의 선로 파라미터 추정치 ................................................. 63 

표 2. 3 분전반간 선로의 인덕턴스 추정치 ............................................................ 63 

표 2. 4 대상 단일 분전반의 전력 설비 ................................................................. 64 
 

표 3. 1 전력 변환 장치별 제어기 목록 ................................................................. 74 

표 3. 2 각 전력 설비별 제어기 동작 ..................................................................... 75 

표 3. 3 각 제어기별 동작 대역 정리 ..................................................................... 79 

표 3. 4 시간 대역 구분에 따른 제어기 분류 ........................................................ 89 

표 3. 5 분석을 위한 과도 부하의 분류 ................................................................. 92 

표 3. 6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 ....................................................... 98 

표 3. 7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04 

표 3. 8 램프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12 

표 3. 9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21 

표 3. 10 다중 공진 현상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 127 

표 3. 11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34 

표 3. 12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40 

표 3. 13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42 

표 3. 14 ESS 전압 제어기 성능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45 

표 3. 15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52 

표 3. 16 발전기 전류 전향 보상기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56 

표 3. 17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 164 



xvii 

표 3. 18 공통 전압 성분 계산을 위한 파라미터 ................................................. 170 

표 3. 19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 174 

표 3. 20 그림 3.81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식 분석 결과 ................................ 175 

표 3. 21 그림 3.82의 시뮬레이션에서 계통 캐패시턴스 변화 ........................... 176 

표 3. 22 그림 3.83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식 분석 결과 ................................ 177 

표 3. 23 그림 3.84 및 3.85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식 분석 결과.................. 179 

표 3. 24 전압 제어기 간섭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 184 

표 3. 25 전압 제어기 간섭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 205 

표 3. 26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저역 동적 제한기 이득 설정............................ 230 

표 3. 27 ESS 및 추진 인버터의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의 이득 설정 .............. 231 

표 3. 28 정상 상태 제어기의 이득 설정 ............................................................. 232 

표 3. 29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기 대역폭 ......................................................... 233 

표 3. 30 전력 변환 장치의 탈락을 고려한 캐패시턴스 ...................................... 235 
 

표 5. 1 축소 실험을 위한 계통 구성 ................................................................... 275 

표 5. 2 축소 실험을 위한 제어기 구성 ............................................................... 276 

 



1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DC 계통에 기반한 전기 추진선은 종래의 기계식 추진선이나 AC 계통

을 적용한 전기 추진선에 비하여, 신뢰성과 효율 및 제어 성능에 대하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1.1.1절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전기 추진선이 기

계식 추진선에 대하여 갖는 상대적 이점과 DC 계통이 AC 계통에 대하여 

갖는 상대적 이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DC 계통에 기반한 전기 추진선의 

운용에 있어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1.1.2절에서는 선

박 DC 계통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DC 마이크로그리드의 운용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과도 부하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

적인 분석이 부족함을 설명한다.  

 

1.1.1 DC 계통에 기반한 전기 추진선 

 

그림 1. 1 선박 추진 체계 (a) 기계식 추진 (b) AC 전기 추진 

 

기계식 추진 체계는 그림 1.1 (a)에서 보듯이 추진 계통과 전력 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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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리 구조로 인하여 각 계통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므로 각각의 설계가 간편하지만, 이러한 경직된 설계로 인하여 

효율과 신뢰성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효율 관점에서 보면, 

기계식 추진선은 중저속 운항시에 추진을 위한 원동기의 연비가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1-2]. 선박 추진 출력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정격 속도의 70%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정격 추진 출력 대비 

34% 수준의 부하율을 갖는다 [3]. 또한, 선박의 추진 출력은 해양 상황 

및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설계시에 상당한 수준의 여유 출력을 

갖도록 선박의 정격 추진 출력을 결정한다 [3]. 따라서 선박이 다양한 

속도로 운용되는 기계식 추진선의 원동기는, 상당한 시간동안 낮은 

부하율로 인하여 연비가 악화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갖는다. 또한, 디젤 

엔진은 20% 이하의 부하율에서 연속 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을 해당 부하율로 운용한 후에는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갖는다 [4]. 신뢰성 관점에서 보면, 기계적 추진은 원동기의 

병렬화가 어렵기 때문에 원동기 탈락에 대한 대비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진 프로펠러는 단일 원동기에 직결되어 있는데, 원동기의 

병렬을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기어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원동기에 직결된 추진 프로펠러는 원동기의 

윤활/냉각 계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동기가 오작동하거나 탈락하는 경우, 

해당 프로펠러의 동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계식 추진 선의 전력 계통은 선박의 조명, 공기 조화 시스템(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엔진 윤활 및 냉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성격을 지닌다. 이들의 전력 소모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통 구성 방법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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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엔진-발전기 탈락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2대의 발전기가 50% 

이하의 낮은 부하율로 운용되므로, 저부하로 인한 연비 저하 문제를 

근원적으로 갖는다. 

전기 추진 체계를 도입한 선박의 전력 계통은 그림 1.1 (b)와 같이 

선박의 기계 및 전기적 출력에 모두 관여하는 통합 전력 

시스템(Integrated Power System 또는 All-Electric)으로 구성된다 [5-

6]. 이러한 전력 계통은 종래의 기계식 추진 선의 전력 계통에 비하여, 

다양한 구성 및 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 및 운용의 자유도를 

기반으로, 기계식 추진선에 비하여 보다 높은 신뢰성과 효율을 갖는 

계통을 구성할 수 있다 [7-20]. 특히, 별다른 보조 장비 없이 엔진-

발전기를 전기적으로 병렬 구성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엔진-발전기를 

사용하여 효율 및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는 기계식 추진에서 

발생하는 중저속 항해로 인한 저부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설비의 탈락 사고에도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전기 추진에 대한 장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추진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적은 수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원동기의 용량을 달리 하여 구성하면, 정박을 비롯한 저부하 

상황에서도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9]. 

(2)   전기 시스템은 기계 시스템에 비하여 보다 쉽게 

이중화(redundancy)를 갖출 수 있다. 이는, 추진 부하에 대한 

교차 입력(Cross feeding) 및 추진 시스템의 병렬 구성 등을 

통하여 추진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12]. 또 전기 추진선은 추진 전동기와 원동기를 전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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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때문에, 기계 추진 방식에 비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3)   고정 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여도, 가변 피치를 사용한 기계식 

추진에 비하여 선박 제어 특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추진 

전동기는 정지 상태에서도 최대 토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동기와 달리 추진 전동기는 역토크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가변 

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선박의 감속과 역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엔진에 비하여 매우 빠른 토크 제어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13-16]. 

(4)   추진 전동기 및 전력 변환 장치의 유지 보수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유지 보수가 감소한다. 또한, 자동화를 통한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하여 선원의 수를 저감할 수 있다. 또 추진 

전동기는 원동기와 달리 경년 변화에 대한 추진력 감소의 우려가 

없으므로, 선박 설계시 별도의 출력 여유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17-19].  

(5)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 추진선은 엔진-발전기 없이 저속 운항이 

가능하므로, 배출 규제 지역에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다 [20].  

 

최근에는 이러한 전기 추진선의 전력 계통을 DC로 구성하는 연구 및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양 플랜드 지원선인 Dina 

Star(2013)와 케이블 포설선인 NKT Victoria(2017)가 있다. 일반적인 

AC 계통은 발전기의 회전 속도가 계통 주파수에 동기화 되므로, 엔진-

발전기를 고정속으로 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엔진-발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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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속 운전은 저부하에서 연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1-3]. 또한, 

선박 AC 계통은 소수의 발전기로 구성되는 약계통(weak grid)이므로 

부하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수의 필터를 사용하여 계통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AC 계통에 전력 변환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변환 

장치의 스위칭으로 인한 전류 고조파의 저감을 위하여 DC 계통에 비하여 

상당히 큰 인덕터를 선로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이오드 정류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억제를 위해서 복잡한 구조의 변압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필터 인덕턴스는 계통 전류의 

기울기를 제한하므로, 과도 부하에 대한 과도 대응 성능도 함께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큰 선로 인덕턴스를 갖는 선박 AC 계통에서 

매우 큰 전류 기울기를 가지는 펄스 부하의 사용을 위해서는, 계통 전압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보조 설비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AC 계통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DC 계통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DC 

계통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21-35]. 

(1)   DC 계통은 엔진-발전기의 전압 및 속도와 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가 AC/DC 컨버터에 의하여 분리되므로, 엔진 가변속 

운전을 통한 저부하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영구자석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권선형 동기 발전기에 비해 무게/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효율도 상승시킬 수 있다 [21-23].  

(2)   전력 변환 장치로 구동되는 DC 부하를 계통에 연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체 전력 설비의 

무게가 감소하고 계통 효율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 [24-29]. 

먼저, 계통 전압에 저차 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스위칭 

대역의 전류 맥동을 제거하기 위한 캐패시터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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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통 내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부피, 무게, 

손실,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변압기는 부하를 소모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자(Excitation)를 위한 손실 및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DC 계통은 

주파수 및 위상의 개념이 없으므로, 별도의 동기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무효 전력이 없으므로 역률이 항상 1인 

상태로 동작하므로 전선의 무게를 같은 전압의 AC 계통에 비해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3)   계통 선로의 인덕턴스를 제외한 별도의 인덕턴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펄스 부하와 같은 큰 전류 기울기를 가진 과도 부하의 

운용이 가능하다 [30-35]. 

 

DC 계통에 기반한 전기 추진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하율에 따라 다수의 엔진-발전기를 부하율에 따라 가변속으로 운전하여 

효율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최소한의 계통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갖도록 설계하고 전력 보상 설비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계통 

무게 및 부피의 소형화와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도 부하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전력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협조와 과도 응답 개선을 

통한 신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들을 고려한 선박 계통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반복 설계를 요구한다 [36-37]. 먼저, 선박 

계통의 설계 기준인 효율과 소형화 그리고 신뢰성은 상호 간에 대립 

관계(trade-off)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각각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 전력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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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은 일반적으로 수십 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한번 설치되면 차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계통을 설계할 필요기 

때문이다.  

 

선박 계통은 소수의 발전기로 운용되는 해상 독립 계통으로,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반드시 수행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전 설비의 

탈락이나 단락 사고에 대하여서도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계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의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신뢰성을 계통 전압 변동량과 발전량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DC 계통 전압의 전압 변동은 AC 계통의 전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DC 계통을 구성하는 전력 변환 장치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림 1. 2 전력 변환 장치를 구성하는 스위칭 소자의 안전 동작 영역 예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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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변환 장치의 스위칭 소자는 그림 1.2와 같은 제한된 전압-전류 

영역인 안전 동작 영역(SOA, Safe Operating Area)내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영역을 벗어나는 전압과 전류에서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38]. 따라서, 계통 전압의 상한이 증가할수록 높은 내압의 

스위칭 소자를 사용해야하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자의 전압 내압은 모든 시간 대역에서 동일하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계통 최대 전압이 증가한다면 이에 맞추어 높은 내압의 

소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자의 

내압은 불연속적이므로, 계통 최대 전압은 이를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계통 전압의 하한이 감소할수록 스위칭 소자의 전류 용량이 

증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 

상태에서 계통 전압이 10% 감소하면 동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류가 

약 11% 증가하므로, 스위칭 소자의 전류 용량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3 일반적인 3상 AC/DC 승압형 PWM 컨버터 

또한, 발전기나 계통 및 전동기에 연계된 AC/DC 승압(boost) 컨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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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선간 전압의 최대치 보다 낮은 DC 전압이 지속되는 동안, 전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전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AC/DC 컨버터의 대표적인 예로 MMC가 있지만, 

회로 및 제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HVDC 송전과 같은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39-4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3과 

같은 일반적인 3상 AC/DC 승압 컨버터를 사용하기로 하며, 일반적인 

AC/DC 컨버터의 AC 선간 전압의 최대치는 DC 전압의 80%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계통 전압이 50% 이하로 심각하게 낮아지면, 

AC/DC 컨버터의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빠르게 증가하여 

정격 전류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인 계통의 인덕턴스와 동기 

발전기의 차과도 인덕턴스 및 영구 자석 발전기의 인덕턴스를 고려할 때, 

수 ms 이상 저전압이 지속되면 과전류로 인하여 AC/DC 컨버터의 

다이오드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계통 전압이 AC 선간 전압의 최대값 

이하로 지속되는 시간은 수 ms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계식 차단기의 동작 시간은 수십 ms이므로, 단락 

사고 등으로 인한 과전류에 대하여 스위칭 소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종래의 기계식 차단기보다 매우 빠른, 10μs 수준의 차단 

시간을 가진 반도체 차단기(SSCB, Solid State Circuit Breaker)가 

제안되었다 [41-45]. 본 논문에서도 반도체 차단기의 적용을 가정하여,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DC 계통 전압의 상한과 하한을 단락 사고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10% ~ 2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반도체 차단기는 DC 선로의 전류의 크기뿐만 

아니라 전류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동작할 수 있으므로 [45], 매우 작은 

선로 인덕턴스를 가진 계통을 구성할 수 있어 계통 및 계통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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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효율 개선을 위한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을 적용한 엔진-발전기의 

순시 최대 발전량은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 계통의 엔진-발전기는 

정격 속도에서 정속 운전을 수행하므로 엔진의 순시 최대 출력이 정격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DC 계통의 엔진-발전기는 부하량에 따라 

속도가 변하므로 낮은 속도에서는 엔진의 순시 최대 출력이 정격 

출력보다 감소하게 된다 [23]. 이러한 상황에서 계단파에 준하는 과도 

부하의 변동이 발생하면, 총 부하량이 순시 최대 발전량을 초과하여 

발전기만으로는 연속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전력 계통은 소수의 발전기로 운용되는 해상 독립 계통이므로, 

발전 설비의 오작동이나 단락 사고에 의하여 발전량이 감소하여 총 

부하량이 순시 최대 발전량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량 및 

부하량 변동에 대하여 연속 전력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통 및 전력 

변환 장치를 설계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선박 계통의 과도 부하 응답 성능을 고려하여, 

선박 계통을 보다 소형화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선박 계통은 

설계, 제작, 운용에 있어 통상의 육상 전력 계통에 비해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통망 구성 및 계통 설비의 제어 특성을 포함한 설계가 

가능하다. 이는 탈락 및 단락 사고와 보호 계전에 대한 정보와 계통 내 

설치된 모든 부하의 정보를 토대로 최악의 경우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선박 계통의 운용 기간 동안 계통 설비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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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지의 부하를 고려한 설계가 불필요하다. 또한, 선박 

계통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하여 부하의 제한이나 차단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강인한(stiff) 계통을 구현할 필요는 없다.  

 

1.1.2 DC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기존 연구와 문제점 

DC 마이크로그리드(DCMG, DC microgrid)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DCMG에 대하여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형태의 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이들은 범용성을 

위해서 계통과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설계하므로, 계통 구성 및 

부하에 따라 제어기를 최적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통신 

대역폭을 초과하는 과도 부하에 대해서는, 각 분산 전원의 자체적인 과도 

응답 성능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DCMG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계통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부 문헌들은 계통 전압을 강인하게 제어하는 

주제어기(Master, 마스터)에 기반한 제어기를 사용하였다[46-49]. 

이러한 마스터 전압 제어기는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가진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하여, 계통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부하 변동에도 전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터 전압 제어기의 한 사례로, 

충분한 용량의 계통 연계형 컨버터로 매우 큰 용량의 가상 

캐패시터(Virtual Capacitor)를 모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46]. 그런데 

가상 캐패시터를 적용한 계통 연계형 컨버터는 상대적으로 전압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용량의 캐패시터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비교적 높은 전압 대역폭을 

가진 DC/DC 컨버터와 큰 용량의 배터리에 기반한 ESS(Energy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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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47-49]. 이러한 방법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로 인하여 발전량과 부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DCMG이거나, 계통 용량이 최대 부하를 공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DCMG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주전압원으로 사용하는 ESS는 스스로 

SOC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SOC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력 변환 장치 및 

제어기를 필요로 한다. 또는 ESS의 SOC 정보를 계통 전압에 반영하는 

DBS(DC Bus Signaling)를 통해, SOC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스터 형태 전압 제어기는 선로의 저항과 인덕턴스를 무시할 

수 있는 PCC(Point of Common Coupling) 형태의 DCMG에서 주로 

사용한다. 선박과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분전반으로 계통을 구성하는 

경우에, 각 분전반은 PCC가 된다. 이들 분전반 사이에는 선로 저항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PCC의 

전압에 대하여 각각의 마스터 전압 제어기를 사용하면, 다수의 강력한 

전압원이 서로를 외란으로 인식하여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전압원을 가진 DCMG에서는 단독으로 전압을 제어하는 

마스터를 가질 수 없으므로, 분산 제어(distributed control)를 통해 전력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50-64]. 분산 제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압-전력 드룹(droop)이 있다[50-59]. 그러나, 

일반적인 전압 드룹은 선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로 인하여 발전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항 오차를 무시할 수 있는 크기의 

가상의 저항 드룹(VRD, Virtual Resistance Droop)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54-59]. 하지만, 큰 가상의 저항으로 인하여 정상 상태에서도 최대 

5% 수준의 전압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압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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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원에 대한 통신을 필요로 하며, 통신 

대역폭보다 빠른 부하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드룹 저항에 의한 전압 

변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통신에 기반하여 드룹에 의한 전압 변동을 보상하는 대표적인 제어 

방식으로 계층 제어(Hierarchical control)가 연구되고 있다 [60-64]. 

계층 제어는 분산 전원의 부하 분담 및 전력 흐름 제어를 위해 통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통신으로 계통 내 전압 및 전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통의 전력 흐름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계통 전압 분포를 형성한다. 하지만, 계통의 전력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통망 형태 및 파라미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통신 의존도가 

높고 구현의 난이도가 높으며 제어 대역폭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계층 제어는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어를 

수행한다. 첫 번째 계층(Primary) 제어는 통신에 기반하지 않는 분산 

제어로, 각 전력 변환 장치가 드룹 등에 기반하여 각 PCC(또는 분전반)의 

전압을 제어한다. 이러한 분산 제어는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에 

기반하여 계통 구성과 관계 없이 수행된다. 두 번째 계층(Secondary) 

제어는 분산 전원들의 정보를 통신으로 수집하여, 드룹 등에 의하여 

변동한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회복시키며, 세 번째 계층(Thertiary) 

제어는 계통 구성 및 분산 전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통을 해석하여 전압 

분포 및 전력 흐름을 제어한다.  

계층 구조에 기반한 상위 제어기의 사용은 계통의 구성 및 각 분산 

전원의 형태와 관계 없이 계통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 

대역폭을 초과하는 과도 부하에 대한 제어를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첫 

번쨰 계층 제어 및 드룹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14 

구조의 계층 제어는 각 전력 설비의 형태 및 제어 성능과 관계없이, 과도 

부하에 대하여 드룹에 의한 전압 변동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 부하를 고려한 드룹은 선로 저항 오차를 고려하여, 정격 

전압의 5% 수준으로 설정하므로, 사고와 같이 분산 전원의 제어 성능을 

초과하는 부하 변동에 대한 전압 변동 여유가 해당 수준만큼 감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 전압의 상한을 10% 수준으로 고려하므로, 5% 

수준의 드룹을 사용한다면 과도 전압 변동 여유가 5%로 감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드룹에 의한 

전압 변동을 회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64]. 해당 연구는 드룹에 의한 

전압 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ESS를 활용하였다. 신재성 전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으로 구성된 분산 전원의 변동하는 발전량을 

저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ESS를 사용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협조 제어(Cooperative control)을 적용하였다. 신재생 전원은 

각자 최대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류원으로 동작하며, 다수의 ESS가 

가상의 저항 드룹에 기반한 전압원으로 동작한다. ESS의 SOC의 제어를 

위해서, SOC와 기준 전압과의 오차 따라 퍼지 추론(Fuzzy)을 활용하여 

가상 저항의 크기를 변동한다. SOC가 클수록 가상의 저항이 크고, 전압 

오차가 작을수록 가장의 저항이 커진다. 이로인해 높은 SOC를 가진 

ESS가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도록 동작하며, 계통 전압 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통한 정상 상태 전압의 회복은, 부하 

변동에 따른 과도 전압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 시간도 일반적인 상위 제어기 구조에 비하여 빠르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은 금속으로 선체를 구성하므로 무선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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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65-66] 유선으로 통신망을 구성하므로, 

통신에 속도에 제약이 존재한다. 선박의 통신망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CAN(Controller Area Network)에 기반하며, 선박 통신 규정 NMEA 

2000은 200m 수준의 선박에 대하여 250kbps의 통신 속도을 기준으로 

한다 [67]. 이러한 CAN 통신은 일반적으로 버스(bus) 형태로 

구성되므로, 다수의 전력 변환 장치가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빈도는 수 

Hz를 초과하기 어렵다. 이더넷(Ethernet) 및 광통신 기반의 선박 

통신망을 기반으로 수십 ms의 지연 시간을 선박내 통신에 대한 갖는 

연구가 있으나 [68], 현실적인 이유로 일반 선박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선박의 통신 주기는 수 Hz 

이하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 

이외에도 다수의 부하가 통신 대역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 대역을 초과하는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문헌들은 이상적 전압원에 기반한 정상 상태 

제어를 다루고 있어 [35, 69-73],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력 설비를 이상적 전압원으로 가정하는 것은, 전력 변환 장치의 용량과 

제어 대역폭이 충분하여 계통 내 부하 변동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성능을 초과하는 사고 및 과도 부하에 

대해서는 이상적 전압원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전력 변환 장치의 

실제적 성능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의 시간 영역에서의 분석은 전력 변환 

장치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74-76]. 이러한 연구는, 단일 컨버터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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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터 구조에 대한 분석이거나 [74], 계통 인덕턴스를 무시하고 드룹 

저항만을 고려한 경우 [75], 그리고 특정 계통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통계적인 검토에 국한된다 [76-77]. 전압 과도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계통을 대상으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DC 

마이크로그리드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문헌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충분한 용량의 수동 소자나 슈퍼 캐패시터와 같은 

전력 보상 설비를 활용하여 계통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58-59, 63, 70-72, 78-88]. 이러한 방법은, 계통 구성에 상관 없이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지만, 제어기의 성능을 예상할 수 

없어 과도한 캐패시턴스와 전력 보상 설비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일부 문헌들은 계통의 형태를 무시하고 제어기를 구성하여, 사고와 

발전기 탈락 등에 대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71, 

88-90]. 이들이 제안하는 퍼지(Fuzzy)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제어는 계통의 특성과 관계 없이 동작하는 장점이 있어, 다중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퍼지, 히스테리시스 제어기의 경우에 이들 제어기의 기본적인 성능조차 

해석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기반으로 과도 전압 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과도 제어 

성능은 다수의 전압원들이 동시에 동작하는 제어기 보다 낮은 문제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제어기는 과도 부하에 대하여 하나의 전압원이 

제어를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른 제어기가 시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제어기를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하들에 비하여 용량과 대역폭이 훨씬 높은 펄스 형태의 

부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도 제어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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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터 기반의 계통 보상 설비에 의존한다 [51-52, 64]. 일부 논문들은 

ESS와 슈퍼 캐패시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연구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박용 ESS는 신재생 발전의 발전량과 부하량의 차이를 저장하거나,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적 작은 용량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류원(CC 모드)으로 동작하면서 해당 목적을 

수행하며 SOC를 제어한다. 일부 논문은 전압이 큰 폭으로 벗어나면 

DBS에 기반하여 전압원(CV 모드)으로 동작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어 

변화는 모드 변화(Mode change) 형태이므로 전류원으로 동작 중에는 

과도 부하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항상 계통 과도를 

보조할 수 있는 슈퍼 캐패시터로 충분한 과도 제어 성능을 확보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박 DC 계통에 대한 제어를 다룬 한 연구는 상위 제어기와 ESS 및 

슈퍼 캐패시터 등을 모두 활용한다 [91]. 이 연구에서 ESS는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체 계통의 60% 수준의 용량을 갖는 마스터 

전압 제어기로 구성하였지만, 드룹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부하량 변화에 

따라 계통 전압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ESS를 제어하는 

전력 변환 장치의 전압 제어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의 슈퍼 

캐패시터로 과도 부하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ESS와 슈패 캐패시터의 

전압 제어기가 간섭하지 않도록 주파수 분할(Frequency-Division) 

방식을 사용하여 서로의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ESS가 마스터로 동작하며 전압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SOC 제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낮고 높은 SOC 영역에서 계통의 제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18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은 효율 개선을 위한 엔진-

발전기의 가변속 운전과 함께 계단파(step)에 준하는 큰 기울기를 가진 

과도 부하의 도입을 가정한다.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은 엔진의 순시 

최대 출력을 감소시키므로, 효율을 개선하지만 연속 전력 공급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과도 부하는 보다 많은 계통 전압 변동을 

야기하므로, 계통 내 캐패시터나 추가적인 전력 설비가 필요할 수 있어 

소형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도 부하는 별도의 물리적 

설비가 없더라도, 전력 설비의 탈락이나 단락 사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속 운전으로 인하여 낮은 순시 최대 출력을 가진 

상태에서 큰 용량의 과도 부하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하여,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캐패시턴스나 전력 설비의 제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속 전력 공급을 과도 부하에 대한 응답 특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과도 부하 응답은 계통 전압 변동량을 억제하는 

전압 과도 응답과 엔진-발전기의 속도 변동을 보조하는 속도 과도 

응답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서, 기존 연구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본 논문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제어 방법의 이점에 대하여 언급한다. 

 

 먼저, 전압 과도 응답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전력 설비의 

탈락이나 단락 사고 등을 비롯한 과도 부하는 매우 빠른 동특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엔진-발전기에 사용하는 컨버터의 전압 제어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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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 부하는 계통 전압이 10% 이상으로 

크게 변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도 부하로 인한 계통 전압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속 전력 공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1.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력 변환 장치의 안전 동작 영역을 고려한 일정 전압 

범위 내로 계통 전압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통 전압 변동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통의 캐패시턴스를 증가시키거나 슈퍼 

캐패시터와 같은 빠른 동특성을 가진 전력 보상 설비를 사용하는 방안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인 수동 소자 및 전력 보상 설비를 

기반으로 계통 전압 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계통 소형화 및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특히, DC 계통의 전압은 계통 내 캐패시터의 

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DC 계통의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AC 

계통의 발전기 관성 에너지에 비하면 매우 작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큰 

용량의 과도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캐패시터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큰 캐패시턴스를 위해서는 전해 캐패시터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전해 캐패시터의 일반적인 수명은 선박 계통의 수명보다 훨씬 

짧아 전력 설비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별도의 전력 

보상 설비를 활용하여 계통 전압의 변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해당 설비가 

과도 부하의 용량 및 동특성을 상회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락 사고 및 차단으로 인한 과도 부하 변동은 해당 선로에 연결된 모든 

설비의 용량과 같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동특성을 가지므로, 전력 보상 

설비의 크기 및 가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력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전력 보상 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통 캐패시턴스를 최소한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은 캐패시턴스는 필름 캐패시터를 통한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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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통 캐패시턴스를 작게 설계할수록, 동일한 

동특성을 가진 과도 부하에 대하여 계통 전압 변동량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연속 전력 공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통 전압을 일정 수준 내로 

유지해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 설비들의 전압 과도 응답을 보다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력 설비들의 전압 과도 응답 

개선하기 위하여, 각 전력 변환 장치가 최대한 빠르게 동작하도록 

제어기를 구성한다. 전력 변환 장치의 동작은 해당 선로의 인덕턴스와 

전력 변환 장치의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회로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제어기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동작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엔진-발전기 속도 과도 응답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전력 설비의 탈락이나 단락 사고를 비롯한 과도 부하 변동은, 빠른 

발전량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선박 계통은 소수의 발전기로 

운용되므로, 이러한 과도 부하의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중인 발전기들의 

발전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으로 인하여 

엔진의 순시 최대 출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과도 부하로 인한 발전량 

변동이 순동 예비력보다 작은 경우에도 연속적인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전기의 감속이 발생하고 나아가 

발전기가 탈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도 부하 변동에 의한 발전기 

탈락은 추가적인 과도 부하를 의미하므로, 발전기의 연쇄 탈락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순동 예비력을 

기준으로 N-1 Contingency를 만족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엔진-발전기의 가변속으로 인한 발전량 변화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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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엔진-가변속 운전의 속도 변동 수준을 제한하여 

엔진-발전기 순시 최대 발전량의 감소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엔진-가변속을 통한 연비 개선 수준이 저하 되는 문제가 

있어 효율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ESS와 같은 전력 

보상 설비를 사용하여, 큰 부하 변동에 대하여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발전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발전기 용량에 상응하는 전력 보상 설비가 필요하므로 소형화 및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력 설비가 소모하는 전력을 조절하여, 

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하는 동안 최대 수요 전력 제어(demand control)를 

수행하고자 한다. 발전기의 가속은 일반적으로 수 초 내에 이루어 지므로, 

별도의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각 전력 변환 장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고자 한다. 과도 부하 변동에 대하여 발전기의 

가변속 및 ESS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지만, 부하량이 엔진-발전기의 

순시 최대 출력을 초과하면 발전기 가속을 통해 엔진-발전기의 순시 최대 

출력을 부하량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제어기를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전력 보상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전력 설비를 활용한 

제어 전략 및 새로운 제어기 구성을 제안한다.  

 

DC 계통의 과도 부하 응답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1.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상 계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나 전력 보상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선박 DC 계통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선박 

계통은 단일 계통 설비 사고에 대해서는 선박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이중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 계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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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를 포함한 모든 계통 설비의 투입과 탈락 및 분전반 간의 버스 

타이(bus-tie)의 연결 상태를 고려한 관한 가능한 모든 계통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어 구조를 요구한다. 특히, 낮은 부하율에서는 

링버스(ring bus) 형태로 운용하면서, 운용하는 발전기의 수를 저감하고 

부하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선박 계통의 

분전반(SWBD)들이 독립적으로도 동작(Split bus)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스터 형태의 제어 구조는 마스터가 탈락하는 사고에 대하여 

계통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전반의 구성에 따라 

분리된 계통(split bus) 구조에서의 동작이 요구되는 선박 계통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원이 각자 동작하는 

분산 전원 형태의 계통 구성을 구성하고 운용한다. 그런데, 전압 드룹에 

기반하여 각 전력 설비들을 독립적인 분산 전원으로 제어하는 방식은 

높은 범용성을 가지므로 선박 계통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통신을 

기반으로 계통 전압이 회복되는 문제가 있다. 선박 계통에서의 통신을 

고려한 전압 회복은 일반적으로 수 Hz 수준이므로, 빠른 과도 부하로 

인한 전압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터가 없는 분산 제어이면서, 과도 부하로 인한 전압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계층 구조의 제어기를 구성한다. 통신에 기반한 

상위 제어기는 본 논문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본 논문의 상위 제어기 

구조는 계통 구성과 관계 없이 발전기의 부하율을 동등하게 분할하도록 

간단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전략 및 제어 

구조는 통신에 기반하지 않고 지역 정보(local information)를 활용하여 

과도 부하에 대한 응답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 정보만을 활용하는 제어기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첫 번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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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앞서 서술한 대로 

범용성을 목적으로 설계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드룹에 기반하여 

동작하는 독립적 제어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독립적으로 

과도 부하에 대응하므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전력 설비의 동특성 및 용량을 가진 계통 구성에 대하여 전압 

변동량을 예측하고 설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과도 부하의 

크기나 동특성 및 위치를 고려하여 전압 변동을 제한하도록 계통 수동 

소자와 제어기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전력 설비의 구체적인 형태 및 계통을 고려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기 보다는, 계통 구성에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므로 각 전력 설비의 과도 부하 응답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DC 계통은 계통 파라미터에 따라 전력 설비의 과도 부하에 대한 

응답 성능이 달라지므로, 계통 파라미터와 각 전력 설비의 제어기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펄스 부하와 같은 큰 전류 기울기를 가진 

과도 부하에 대한 제어기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로는 인덕턴스는 

가능한 작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력 설비의 동특성을 고려하여 

계통과 제어기를 설계하는 문헌은 찾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각 설비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제어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 사용한 

전력 설비들은 주 제어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제어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전력 변환 장치의 역할 및 성능이 다르게 구성된다. 예를 들어, 

회전기를 구동하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와 추진 인버터는 AC/DC 승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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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이며, 이 보다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운용하는 ESS는 DC/DC 

컨버터이므로 이들의 형태와 그 제어 성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산 전원은 범용성을 추구하므로 이들의 개별적인 성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발전기와 ESS 및 추진 인버터의 

주 제어 대상의 시정수는 계통 전압의 시정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계통의 과도 부하 응답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찾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가변속 운전을 수행하는 선박 DC 계통에 대해, 과도 

부하 및 사고 등이 발생해도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통 전체를 

고려한 전력 설비의 제어 방법 및 계통 파라미터를 포함한 설계를 

제안한다. 엔진-발전기에 가변속 운전을 적용하면 발전 효율은 

향상되지만 엔진-발전기의 순시 최대 출력이 감소하므로, 최적 효율로 

가변속을 수행하는 엔진-발전기는 과도 부하에 대한 연속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선박 DC 계통의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AC 

계통의 엔진-발전기의 관성에 저장된 에너지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과도 

부하에 더욱 취약한 문제가 있다. 기존의 문헌들은 계통의 구조와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설계하므로, 별도의 전력 보상 설비를 사용하여 과도 

부하에 대응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선박 계통의 소형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법은 계통 내 전력 

설비들이 계통 및 자신의 구체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각자 최대한의 

성능으로 계통의 과도 부하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전력 보조 설비 및 수동 소자만으로 계통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도 제어기들은 과도 부하에 대한 일련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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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각 전력 변환 장치가 각자의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선박 계통의 설계와 관찰 및 운용에 대한 높은 

자유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 계통의 효율, 소형화, 신뢰성 

간의 대립 관계(trade-off)를 완화하여 계통 수동 소자 및 계통 보상 

설비의 증대 없이 효율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안하는 제어의 대상 

전력 설비는 엔진-발전기-컨버터와 소용량 ESS 및 추진 인버터이며, 

이들의 용량 및 성능은 일반적인 선박 DC 계통의 것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제안하는 제어의 설계를 위하여, 사고로서의 부하를 포함하여 

계통 존재하는 모든 부하를 고려한다. 또한 다양한 선박 내 전력 설비들의 

운용 및 분전반 간의 연결 상태(Bus-tie)에 대하여도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제어기를 구성한다.  

과도 부하에 대한 응답 성능은 전압 과도 응답과 엔진-발전기의 속도 

과도 응답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제어기를 구성한다. 전압 

과도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및 전력 설비의 

동작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속도 과도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엔진-발전기의 가변속을 고려한 전력 설비의 운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선박 계통을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간소화 하여 수식적으로 전압 

변동을 해석한다. 이 때, 회로 분석을 통해 계통 선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해당 선로를 통한 전력의 흐름이 제한되는 것을 

보이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선로의 계통 파라미터와 전력 

설비의 제어기를 함께 설계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과도 부하 또는 

발전기 탈락과 같은 상황에서도 계통 전압이 일정한 영역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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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도록 계통 및 제어기를 구성한다. 전압 과도 제어기는 전압 제어 

대역폭이 가장 높은 ESS를 기반으로 하지만, 소용량 ESS의 부족한 

전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엔진-발전기와 추진 인버터의 제어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엔진-발전기의 순시 최대 출력을 초과하는 과도 부하에 

대하여 엔진-발전기의 속도 과도 응답을 개선하는 속도 과도 제어기를 

제안한다. 속도 과도 제어기는 증가한 과도 부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엔진-발전기를 가속하여 순시 최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엔진-발전기의 가속에는 시간 및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엔진-발전기의 가속 시간 동안에 부족한 발전량은 ESS와 추진 인버터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 엔진-발전기는 제안하는 저역 동적 제한기에 의하여 

가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를 수행한다. 엔진-발전기의 발전량이 

제한되는 동안, ESS와 추진 인버터는 계통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며 

계통 전압을 제어한다. ESS가 SOC 제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별도의 

모드 변화 없이 계통의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SOC 제어는 

기존의 정전류 제어가 아닌 평균 전류 제어기로 설계되었다. 추진 

인버터는 계통 전압 정보를 기준으로, 추진 부하를 저감하여 최대 수요 

전력 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를 위해서는 단일 계통 설비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어는 발전기, 배터리, 추진 

전동기들의 큰 시정수에 비하여, 이들을 제어하는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기반한다. 이러한 다중 역할 수행은 

전력 변환 장치가 주 제어 대상의 제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통을 보조하는 과도 제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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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따른 발전량 한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속도 과도 제어기를 구성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ESS의 SOC를 제어하는 논문들은 대부분 정전류와 정전압 

제어를 모드 변화를 기반으로 수행하며, 전압 제어와 SOC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추진 인버터의 추진 출력 저감을 

통한 최대 수요 전력 제어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논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는 다수의 전력 변환 장치가 계통 전압을 

제어하거나 부하 전력을 보상하므로, 이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제어 구조는 다수의 고성능 

전력원들이 하나의 부하에 대응하여 동작하는 MISO(Multi Input Single 

Output) 시스템이 되므로, 이들 제어기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여 각 

제어기들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어기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부하 변동에 협조적으로 

동작하도록 역할을 분배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계통 및 제어기의 구성 및 설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및 축소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제어는 선박 설계 기준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계통 신뢰성 측면에서, 펄스 부하와 같은 과도 부하를 비롯하여 단일 

설비의 탈락에도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마스터 형태의 제어기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각 전력 변환 장치들은 계통 및 다른 설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위 제어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통신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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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부하나 계통 구성의 변화에도 제어기의 변경 없이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소형화와 경제성은 측면에서는, 먼저 직류단에 작은 용량의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수십 년의 기대수명을 가진 필름캡을 사용할 수 있어 계통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저감하였다. 또한 선로의 인덕턴스의 

크기를 보호 계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계단파 

형태의 과도 부하에 대해서도, 예비력 확보를 위한 소용량 ESS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전력 보상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효율 측면으로는 최적 효율을 따르는 엔진-가변속 운전의 수행이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ESS의 예비력을 활용한 엔진 

부하율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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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2장은 선박 DC 계통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선박 계통의 설계 기준을 

연속 전력 공급과 소형화 및 효율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어서 선박 

구성 요소를 발전기, ESS, 일반 부하 및 추진 부하, 사고를 포함한 과도 

부하와 보호 계전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계통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은 본 논문에서 과도 부하에 대한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해 제안하는 

제어의 전략에 대하여 설명한다. 계통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제안하는 

제어기의 분석을 위하여 간소화 회로가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시간 대역에 

따라 전압 과도 대역과 속도 과도 대역 및 정상 상태 대역으로 분리한다. 

이어서 사고 및 과도 부하에 대한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와 제안하는 

제어기 동작에 대한 흐름도를 구성한다. 전압 과도 대역은 과도 부하에 

의하여 계통 전압이 변동하는 시간 대역으로, ESS가 전압 제어를 

수행하고, 발전기는 전류 전향 보상을, 추진 인버터는 능동 댐핑을 통해 

협조적으로 제어를 수행한다. 속도 과도 대역에서는 순시 발전량을 

초과하는 부하량에 대하여 엔진-발전기의 가속이 수행되는 대역으로, 

엔진-발전기는 발전량 제한을 통한 가속을, ESS는 전압 제어, 추진 

인버터는 부하 저감 제어를 통해 전압 영역에 따라 부족한 발전량을 

보상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과도 부하에 대하여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압 과도 응답과 속도 과도 응답에 관련한 제어기와 대상 

선박의 계통 파라미터의 설계 예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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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은 3.1.3절의 시나리오의 부하에 대하여 3장에서 수행한 분석 및 

설계를 기반으로, 단일 분전반 및 4개의 분전반으로 구성한 선박 DC 

계통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5장은 단일 분전반으로 구성한 선박 DC 

계통에 대한 축소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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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박 DC 계통의 설계 및 제어 기준 

 

본 장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언급한다. 2.1절에서는 선박 계통을 설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기준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선박 계통의 설계 기준으로 신뢰성을 위한 

위한 연속 전력 공급과, 소형화와 경제성, 그리고 효율이 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과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전압 영역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 선박 효율 개선을 엔진-

발전기의 가변속과 전기 추진 체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2.2절에서는 선박 DC 계통을 구성하는 전력 설비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선박 DC 계통은 엔진-발전기-컨버터로 구성된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 일반 부하와 추진 부하를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과도 부하로 구성된다. 과도 부하는 펄스 부하와 같은 특수 부하를 

비롯하여 단일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와 차단으로 인한 부하 변동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락 사고에 대한 보호 계전으로 반도체 

차단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2.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의 계통도와 

전력 설비들의 용량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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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박 계통 설계 기준 

선박 전력 계통은 선박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관계된 전기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러한 선박 계통은 선박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기준으로서 

신뢰성을 위한 연속 전력 공급과, 소형화와 경제성, 그리고 효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계 기준들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선박의 목적에 

따라 각 항목 간에 우선 순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 기준의 목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1.1 신뢰성 

  선박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독립 계통으로, 항해 및 통신과 관련된 주요 

부하들에 대한 연속적인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주요 부하는 

선박의 종류 및 운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 중인 

군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 및 작전 부하에 대한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된다. 케이블 포설선과 같이 바다 위에서 위치를 제어하는 선박(DP, 

Dynamic Positioning)은 이와 관계된 스러스터(Thruster)들이 중요하며, 

항구에 접안 중인 선박들은 추진 부하가 이에 해당한다.  

선박 계통의 신뢰성을 위해서 계통 선로의 단락 사고 및 차단과 단일 

계통 설비 탈락에 대한 정상 운전(N-1 contingenc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통 단락 사고는 상당한 수준의 사고 전류를 유발하므로, 차단기를 

통해 해당 선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보호 계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락 사고에 의한 선로의 차단은, 해당 선로의 하위 

설비들이 계통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선박 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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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설비들은 오작동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탈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일 전장품의 탈락에도 해당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중화(Redundancy)가 요구된다 [10-12]. 이러한 

이중화는 계통 설비의 중복 설치 및 운용을 통한 기능적 이중화와 물리적 

위치를 분리하는 공간적 이중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물리적 

설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능적 이중화만을 고려한다.  

  기능적 이중화는 선박 내 계통 설비들의 병렬적 구조와 분산 제어를 

필요로 한다. 마스터(Master)-슬레이브(Slave) 형태의 제어기는 마스터 

탈락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로 한다. 

발전기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드룹이나 통신을 활용한 병렬 운전을 

수행하며, 추진 부하도 분리된 분전반(SWBD, switch board)에서 교차 

입력(Cross feeding)이 가능하도록 계통을 구성하기도 한다. 

선박 계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0년이 넘는 선박의 

기대 수명과, 그 시간 동안 유지 보수를 포함한 설비의 교체 및 수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통 설비의 적정 수명을 

선박의 기대 수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여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대 

수명이 짧은 전해 캐패시터와 같은 부품을 선박 계통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 

 

2.1.1.1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전압 영역 

선박 내 부하에 대한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과도 부하 또는 

발전기 탈락 및 단락 사고 등의 상황에서도 계통 전압을 일정 내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선박 DC 계통의 전력 설비들은 대부분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되며, 이들을 구성하는 스위칭 소자는 과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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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과도 전압의 변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계통에 연결되는 전력 설비들은 이러한 전압 

변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도 전압 제어 또한 해당 전압 변동 수준 이내에서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DC 선박 전압 변동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선박 AC 계통의 

전압 변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선박 AC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미 

해군 규정 MIL-STD 1399 300B를 들 수 있다 [94]. 그림 2.1은 AC 

440V, 60Hz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 변동에 대한 허용 

범위를 보여준다. 주파수는 2초 이내의 시간 동안 5.5%의 변동을 

허용하고, 전압은 2초 이내의 시간 동안 20%의 변동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상선은 육상 AC 계통 규정을 준용하는데, 육상 과도 규정은 각 

국가 또는 해당 인증 기관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를 수 있다. 

 

 

그림 2. 1 미 해군 규정 MIL-STD-1399 300B의 과도 주파수/전압 제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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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DC 계통에 대한 전압 변동 기준은 논 본문을 작성하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육상 DC 계통에 대한 전압 변동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DC 계통의 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95-98], 일부 제안들은 현실적인 구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상 

상태에 전압 변동폭에 관해서는 다수의 초안들에서 10%를 제안하고 

있지만, 과도 전압 변동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고, 펄스 부하, 발전기 탈락과 같은 최악의 부하에 

대한 전압 변동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2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가상의 DC 계통 전압 변동 기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1000V DC에 대한 가상의 전압 변동 기준은 

그림 2.2와 같다. 정상 상태 전압 변동은 최대 +/-10% 수준이며, 과도 

제한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상의 전압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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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과도 전압의 상한은 스위칭 소자의 내압과 관계가 있으며, 하한은 

회전기의 역기전력과 전류 정격과 관계가 있다. 스위칭 소자의 내압을 

초과하는 전압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도 소자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간 대역에서 계통 전압을 최대 +10%의 과도 전압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위칭을 하지 않는 정지 상태에서는 

최대 +20% 수준을 견디도록 한다. 이는 전원 전압이 +10% 이하로 

변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에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과도 상태에서도 +20% 이내의 전압 변동에 대해서는 정상 동작을 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 이상의 

전압 변동에 발생하면, 전력 변환 장치에 영구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전원 전압의 정상 상태 최저 값은 -10%인데, 이는 전력 변환 장치의 

전류 정격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정상 상태에서 전압이 10% 감소하면, 

전류는 약 11% 수준으로 증가하여야 하고, 이는 전력 변환 장치의 소자 

정격의 증가를 의미한다. 

DC 계통에서 발전기나 추진 전동기와 같은 회전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PWM 승압(boost) AC/DC 전력 변환 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승압 형태의 전력 변환 장치는, DC단 전압이 항상 회전기의 최대 

선간 역기전력보다 높을 필요가 있다. DC단 전압이 더 낮은 경우에는, 

AC/DC 전력 변환 장치를 구성하는 다이오드를 통하여 제어할 수 없는 

전류가 발전기에서 DC단으로 흐르게 된다. 이 경우 수 ms 수준의 짧은 

시간에 대해서는, 회전기 자체 인덕턴스로 인해 전류 기울기가 제한되어 

그 상승량을 스위칭 소자가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칭 소자도 

짧은 시간 동안의 과전류는 감당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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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 ms 이상 지속되는 DC 계통 저전압은 전력 

변환 장치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DC 계통 전압의 

최저값을 발전기의 최대 선간 전압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값을 80%로 설정하였다. 전력 변환 장치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DC 계통의 전압은 최소 0V로, 음의 전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1.2 소형화 / 경제성 

  선박 계통의 소형화는 선박의 물리적 무게 및 공간의 소형화를 

의미하며, 경제성은 계통의 설계 및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의미한다. 소형화와 경제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의 

건조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하는 수준 이내로 선박을 

소형화하고 경제성을 만족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소형화와 경제성은 계통 

내 필터 및 캐패시터의 크기와 계통 설비의 용량 및 성능과 병렬화, 보호 

계전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친다.  

  

2.1.3 선박 계통의 에너지 효율 

  선박 계통의 에너지 효율은 발전과 선로 손실 및 부하의 효율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효율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선박의 

항해 거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박은 물리적 공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료의 용량이 제한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할수록 항해 거리도 

증가하게 된다. 선박 계통의 발전 효율은 원동기(엔진, 터빈)의 연비와 

발전기의 효율을 포함하므로, 이를 고려한 계통의 설계 및 운용이 

요구된다. 추진 부하는 대부분의 선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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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  

  DC 계통을 적용한 전기 추진선은 엔진 가변속 및 영구자석 발전기의 

사용을 통해 발전 효율의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추진을 통한 

추진 효율의 개선이 가능하므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다.  

 

2.1.3.1 엔진 가변속과 효율 

 

그림 2. 3 엔진-발전기 가변속 여부에 따른 상대적 효율 변화 (3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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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디젤 엔진-발전기의 부하율에 따른 상대적 효율에 대한 

예시 파형으로, 350kW 엔진-발전기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상대적 효율은 엔진의 최대 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엔진의 

효율은 중고 부하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800r/min으로 고정속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50%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의 91% 수준, 30% 부하율에서 82% 수준의 상대적 

효율을 보인다. 반면, 엔진의 속도를 부하율에 따라 변경하는 가변속 

운전을 수행하면, 50% 부하율에서 100% 수준, 30%의 부하율에서 96% 

수준의 높은 상대적 효율을 보인다. 이러한 효율 개선 정도는 낮은 

부하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AC 계통은 엔진-발전기의 속도가 계통 주파수와 동기화 될 필요가 

있으므로, 엔진-가변속 운전을 통한 효율 개선이 불가능하다. 반면, DC 

계통은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관계 없이 DC 

전압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가변속 운전을 통한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  

 

2.1.3.2 전기 추진 체계와 효율 

  선박의 추진 부하는 대략적으로 선박의 속도에 3제곱의 관계를 

가지므로, 선박의 최대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추진 시스템의 부하율이 

매우 낮아짐을 의미한다 [3]. 예를 들어, 최대 속도의 50%에서 운항하는 

경우의 추진 시스템의 부하율은 12.5%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계식 

추진은 엔진과 프로펠러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회전하므로, 엔진의 

부하율은 추진 시스템의 부하율과 동등하거나 엔진의 설계 여유를 생각할 

경우 그 이하이다. 이러한 부하율은 심각한 연비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의 연속 운전이 제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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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디젤 엔진은 20% 이하의 부하율에서 장시간의 연속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4]. 

 

 

그림 2. 4 다수의 엔진-발전기를 사용한 전기 추진 체계 예시 

 

  이러한 저부하에서의 연비 저하는 엔진 자체의 문제이므로, 추진 

시스템의 연비 개선은 그림 2.4와 같이 다수의 소용량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다수의 소용량 엔진을 사용하면 추진 부하가 낮을 때 

운용되는 엔진의 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엔진-발전기의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연비가 개선된다. 이러한 엔진의 병렬 운전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어 구조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어렵다. 반면, 전기적으로 엔진-발전기를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구현할 수 있으므로, 

그림 2.4와 같은 전기 추진 체계가 도입되었다. 전기 추진 체계는 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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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전기 에너지를 추진 

인버터가 추진 전동기를 통해 프로펠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계식 추진은 정격 대비 50%의 선속에서 12.5%의 

부하율을 갖지만, 하나의 추진 엔진을 소용량 엔진-발전기 2개로 병렬 

구성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은 25%의 부하율을 가질 수 있다. 기계식 

추진 및 전기 추진 모두 최적의 가변속 운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기계식 추진의 효율 88%보다 전기 추진의 효율이 95%로 높다. 또한, 

전기 추진을 수행하면, 20%의 부하율을 초과하므로 기계식 추진에서는 

금지되는 연속 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안이나 항구 내에서 접안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선속으로 인하여 부하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진-발전기를 대신하여 소용량 ESS를 통해 

추진 출력을 제공하는 배터리 추진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터리 추진 

방식은 엔진-발전기로 인한 매연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점점 확대되는 

배출 통제 지역(Emission Controlled Area)에서의 운항이 가능할 수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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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박 DC 계통의 구성 요소 

본 절에서는 선박 DC 계통의 구성에 필요한 주요 계통 설비에 대한 

설명 및 모델링에 대하여 다룬다. 계통 설비는 각각의 구조나 목적에 관계 

없이,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 선박 DC 계통에 연결된다. 그런데, 동일한 

계통 설비라도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방식에 따라 등가 회로의 형태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계통 설비의 구조와 함께 일반적인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방법을 같이 설명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발전 설비는 엔진-발전기-컨버터로 구성된 발전 

장치와 배터리 기반의 ESS(Energy Storage System)가 있다. 부하 

설비로는 일반 선박 부하와 펄스 부하가 있으며, 계통 사고를 

이상(abnormal) 상태의 과도 부하로 취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로 저항과 인덕턴스 및 캐패시터를 포함한 계통 수동 

소자와 사고 전류 차단을 위한 보호 계전 설비가 있다.  

 

2.2.1 엔진-발전기-컨버터 형태의 발전 장비 

 

그림 2. 5 선박 DC 계통의 엔진-발전기-컨버터 형태의 발전 장치 

 

  발전 장치는 선박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계통 설비로,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진과 발전기 그리고 발전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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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로 구성되었다. 엔진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전환하며, 발전기는 엔진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기계 에너지를 AC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AC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DC로 변환하여, 선박 DC 계통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러한 에너지 변환 과정은 식 2.1부터 2.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정상 상태에서 엔진 출력(Peng)은 발전기 출력(Peng)과 손실의 합과 

같으며, 엔진의 가감속 시에는 관성 에너지 변화를 위한 출력이 요구된다. 

관성 에너지 변화에 필요한 출력은 엔진-발전기의 관성 모멘트(JEG)와 

속도(ωrm)에 따라 달라진다. 손실은 엔진 속도에 대하여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마찰 계수(BEG)가 지배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엔진 

토크(Teng)와 발전기 토크(Tgen)에 관한 방정식은 출력에 대한 방정식의 

양변을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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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발전기의 출력은 발전기 연계 컨버터에 의하여 DC 계통의 부하에 

공급된다. 컨버터의 효율은 통상 정격 부하 부근에서 97%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식 2.2와 같이 컨버터의 에너지 변환 손실을 무시할 수 있다. DC 

계통의 전압(Vdc)이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에서는 발전기 출력(Pgen)과 

부하량(PL)은 일치한다. 그러나 부하량이 급변하여 발전기 출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통 내 캐패시턴스(Cd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에 따라 발전기 전류(igen)와 부하 전류(iL)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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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캐패시턴스 크기에 따라 계통 전압이 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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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식 2.1과 2.2로부터 엔진의 출력(Peng)과 부하(PL)의 차이를 식 2.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정상 상태에서는 엔진의 출력에서 손실을 제외한 

출력이 부하의 출력과 일치한다. 그러나 엔진 출력보다 빠른 부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출력 차이는 엔진의 관성 에너지나 계통 캐패시턴스에 

저장된 에너지에서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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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제어 [99] 

 

그림 2. 6 일반적인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및 전류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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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선박 DC 계통의 주요 전력 설비로, 그림 2.6과 

같은 캐스케이드(cascade) 형태의 전압-전류 제어기에 기반하여 계통에 

전력을 공급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DC단 전압 제어기의 이득을 식 

2.4와 같이 설정하면, 전압 제어 지령에 대한 전압 제어기의 전달함수를 

식 2.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Cgen은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DC단 

캐패시턴스를 의미한다.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전압 제어기에 비하여 

충분히 높아 이상적(ideal)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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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이상적 전류 제어기 가정을 위해서,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ωgen_vc)은 

내부 제어기인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ωgen_vc)의 1/10 이하여야 한다. 

전류 제어기의 제어 대상은 발전기의 전류(Iq,gen)와 그로 인한 

토크(Tgen)이며, 이를 통해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Pgen)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스위칭 주파수보다 1/10 

이하로 구성한다. 따라서 5kHz 수준의 스위칭 주파수를 가진 AC/DC 

전력 변환 장치는 500Hz 수준의 전류 제어 대역폭을 가지며, 전압 

제어기는 50Hz 이하의 대역폭을 갖는다. 

이러한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발전기의 속도(ωrm)와 관계 없이 계통의 

전압(Vdc,gen)을 제어 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의 전압과 주파수가 선박 DC 

계통과 분리(Decouple)된다. 이에 따라 엔진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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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으므로, 2.1.3.1절에서 언급한 엔진 가변속 운전을 통해 엔진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발전기 전압 또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자 권선형 동기 발전기를 대신하여 영구자석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구자석 발전기는, 계자 권선형 동기 발전기에 비하여 높은 

효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출력 밀도를 갖는 장점이 있다. 

 

2.2.1.2 엔진-발전기와 가변속 운전 

 

그림 2. 7 350kW 디젤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따른 SFC 변화 예시  

 

  엔진-발전기의 연비는 엔진의 속도와 출력에 따라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데, 이는 그림 2.7과 같이 SFC(Specific Fuel Consumption) 곡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SFC는 단위 출력당 필요한 연료의 무게를 의미하며, 

그 단위는 g/kWh이다. SFC가 낮을수록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소모하는 연료의 무게가 적으므로, 높은 연비를 의미한다. 그림 2.7의 

엔진은 정속 운전시 약 65%의 부하율인 229kW에서 가장 낮은 SF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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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g/kWh을 갖으며, 부하율이 낮아짐에 따라 SFC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부하율에 따라 엔진의 속도를 가변하면 20%의 부하율인 

70kW에서도 227g/kWh로 약 5%의 연비 악화만 발생한다. 따라서 

부하율에 따라서 최적의 연비를 갖는 속도로 엔진을 가변속으로 운용하면, 

정속 운전에 비하여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2. 8 엔진-발전기의 최대 효율 가변속 곡선 및 엔진-발전기 최대 출력 

 

그림 2.8의 ‘최적 연비 가변속 운전 출력(kW)’ 곡선은, 그림 2.7을 

토대로 그린 엔진-발전기 속도에 따른 최적 연비 곡선을 보여준다. 

발전기 최대 출력은 발전기 자체의 속도에 따른 최대 출력이고, 엔진-

발전기 최대 출력은 엔진 자체의 속도에 따른 최대 출력에 손실을 고려한 

값이다. 그림 2.8에서 보듯이, 효율 개선을 위한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은 엔진의 순시 최대 출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정속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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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은 연료 공급량에 따라 즉시 엔진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지만, 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엔진 토크의 제한에 따라 순시 최대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효율 곡선을 따라 운용하는 가변속 운전은 엔진-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계단파 형태의 부하에 

대하여 공급 가능한 예비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엔진-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Prsv,tran)은, 식 2.6과 같이 엔진-발전기가 현재 

속도(ωrm)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Pmax)과 현재 발전량(Pgen)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변속 운전시 발전량은 그림 2.8의 최대 효율 곡선의 

출력(Peff)와 일치한다.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속도에 따라 변하지만, 

식 2.7와 같이 항상 (순동)예비력(Prsv)에 비하여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순동)예비력은 식 2.7의 중간항과 같이 발전기 정격 용량과 현재 

발전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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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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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부하에 

대하여 의미를 갖는다.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보다 더 큰 과도 부하 

변동이 발생하면, 발전량이 순시 최대 발전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식 2.1을 따라 엔진의 속도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부하들은 그 크기가 순동 예비력보다 작더라도, 계통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2.2.1.3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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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엔진 가버너의 속도 제어 대역을 초과하는 부하를 과도 부하라 

부르며, 과도 부하에 대해서는 (순동)예비력이 아닌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2.1.3 가버너의 엔진 속도 제어 [100] 

 

 

그림 2. 9 전자식 가버너에 의한 엔진-발전기 속도 제어 

 

  엔진의 속도 제어는 그림 2.9와 같이 가버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버너는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플런저(plunger)를 제어하는 

장치로, 본 논문에서는 솔레노이드 형태의 전자식 가버너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설명하도록 한다.  

  엔진의 속도 제어기는 엔진의 토크 생성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속도 제어기의 대역폭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엔진의 

토크 발생 지연 시간이다. 이는 속도 제어기가 토크 지령을 출력한 

시점으로부터 실제 엔진에서 토크가 형성되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가버너의 지연시간과 엔진의 폭발 지연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솔레노이드 형태의 가버너는 코일의 전류(igvr)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다르게 하여 엔진의 토크를 조절하는데, 전류 지령으로부터 연료 분사량의 

변화가 발생하기까지 일정 수준의 지연시간을 갖는다. 엔진의 토크는 화석 

연료가 폭발하면서 화학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며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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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행정 수(stroke, cycle)와 실린더(cylinder)의 개수에 따라 

지연시간이 달라진다. 식 2.8은 행정수와 실린더의 수에 따른 분당 폭발 

횟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900r/min으로 회전하는 4행정 4실린더 

엔진은 분당 1800번의 폭발이 일어난다. 따라서 폭발 사이의 지연 시간은 

식 2.9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분당 1800번의 폭발이 일어나는 엔진의 

폭발 지연 시간은 33ms이다.  

 

.
/ 2


실린더의 수

분당 폭발 횟수 = 분당 회전 횟수
행정수

           (2. 8) 

60
.폭발 지연 시간 = 

분당 폭발 횟수
                  (2. 9) 

 

  본 논문 5장의 축소 실험에서 사용한 가버너와 엔진의 토크 지연시간은 

100ms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엔진 속도 제어기는 수 Hz를 넘을 수 없다. 

엔진의 토크 지연 시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부하는 엔진 속도 제어기의 

대역폭을 초과하므로, 본 논문에서 과도 부하로 해석한다. 

 

2.2.1.4 N-1 Contingency와 발전기 부하율 제한 

  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 용량의 발전기 탈락에도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N-1 contigency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식 2.7과 같은 (순동)예비력(Prsv)을 갖추도록 

발전기의 부하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LFgen,k는 각 발전기의 부하율, 

Prate,gen,k는 각 발전기의 정격 용량, Pgen,k는 각 발전기의 발전량을 

의미한다. 선박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발전기를 동등 부하율(LFge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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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므로, 식 2.10으로부터 식 2.11과 같이 최대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다. Prate,total는 각 발전기의 정격 용량의 합을 의미한다. 

 

 , , , ,(1 ) max .rsv gen k rate gen k gen k
k

k

P LF P P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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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 

 

2.2.2 에너지 저장 장치 

  선박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는 발전기 탈락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력으로서 중요 부하에 연속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 부하 각각의 위치에 무정전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분산 설치 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요 부하의 

용량을 초과하는 배터리 ESS를 분전반(SWBD, switchboard)에 설치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ESS의 사용은 중요 부하에 예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로써의 기능 외에도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2.2.1.4절에서 언급한 엔진-발전기의 부하율 제한을 완화하여 엔진-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92]. 또한, 엔진 부하율이 낮을 때 ESS를 

충전하고, 부하율이 높을 때 방전하는 방식으로 발전기의 부하율을 평준하 

시켜 연료 소모량을 저감할 수 있다[93]. 전력 소모량이 낮은 정박과 

같은 상황에서는 엔진을 정지하고 ESS만으로 일정 시간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연 배출 제한 구역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선박에 추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52 

용도의 ESS는 1시간 정격이 계통 정격 용량의 15%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선박에서의 ESS는 대부분 전류 제어를 통한 전력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ESS가 선박 DC 계통의 전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예비력을 공급하거나 부하율을 조절하는 

목적의 ESS는 전력 및 SOC 관리를 위하여 정전류원으로 동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류(Constant Current)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안에서의 

배터리 단독 운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ESS가 단독 전력원으로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전압원으로 동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압(Constant Voltage) 제어가 요구 된다. 

 

 

그림 2. 10 캐스캐이드 형태의 ESS 전압/전류 제어기 

 

  이러한 ESS의 제어에 대해서는 전력 변환 장치의 구조에 따라 많은 

제어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림 2.10과 같은 일반적인 

캐스케이드(cascade) 형태의 전압-전류 제어기를 활용하여 ESS를 

제어한다 [99]. 전류 제어기의 구조는 전력 변환 장치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전압 제어기의 이득에 대해서는 

3.3.2.2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전류 제어기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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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어기의 1/10배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스위칭 주파수의 1/10배 수준이므로, 20kHz 스위칭을 하는 

ESS의 전류 제어 대역폭은 2kHz 이하이며 전압 제어 대역폭은 200Hz 

이하로 설계할 수 있다. 

 

2.2.3 선박 부하 

  선박 부하를 간단하게 분류하면, 선박의 운용 모드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 부하와 추진을 위한 추진 부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부하는 조명과 

같은 호텔 부하와, 선박 내 공기 조화 시스템(HVAC), 통신 및 운용 부하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매우 느린 속도로 변동하므로 정상 상태 기저 

부하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부하는 대개의 경우 비회생 

부하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된 등가 부하로 분석하였다. 일반 부하의 크기는 계절과 항해 

여부 등에 따라 바뀌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추진 부하는 전기 추진선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지는 단일 목적의 

부하로, 추진 인버터는 발전 설비 다음으로 큰 용량의 계통 설비이다. 

추진 부하의 크기는 선박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그 용량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고속선의 경우 전체 계통 용량의 80%를 초과하기도 한다. 추진 

인버터는 선박의 보다 빠른 감속을 위하여 상당한 양의 전력을 회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방향 전력 변환 장치이다. 

 

  추진 부하는 추진 인버터가 추진 전동기와 연결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다. 프로펠러의 추진력은 선박의 속도와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에 대하여, 유체역학에 기반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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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상 상태 추진 

출력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선박의 가감속을 고려하지 않는 정속 항해 

중에 필요한 추진 출력(Pprop)은 식 2.12와 같이 선속(vship)에 대하여 

세제곱 형태로 근사할 수 있다. kprop는 비례 상수이다. 

 

3.prop prop shipP k v                   (2. 12) 

 

  이러한 추진 출력은 계절과 위치에 따른 바닷물의 밀도나 해상 상황 및 

흘수선의 높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식 2.9의 추진 출력은 평온한 바다 

상태를 기준으로 수 십 퍼센트(%) 수준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최대 속력으로 운항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추진 부하의 부하율은 높지 않게 유지된다. 

 

2.2.3.1 추진 전동기의 속도 제어 [99] 

 

그림 2. 11 추진 인버터의 캐스케이드 속도-전류 제어기 

 

  전기 추진선은 AC/DC 인버터를 활용하여 추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일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림 2.11과 같은 캐스케이드(cascade) 형태의 

속도-전류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선박 DC 계통에 연결된 추진 

인버터는 추진 전동기의 전류 제어를 통한 토크 제어를 수행한다. 속도 



55 

제어기의 이득을 식 2.13과 같이 설정하면, 추진 전동기의 속도 

지령(ωrm_prop
*)에 대한 속도(ωrm_prop)의 전달함수는 식 2.14와 같다.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충분히 높아 이상적으로 가정하였다. Jm_prop는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 전동기의 관성을 의미하며, 그림 2.14의 kt,prop는 

추진 전동기의 전류와 토크에 대한 비례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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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 

 

  속도 제어기의 대역폭(ωprop_sc)은 내부 제어기인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ωprop_cc)보다 1/10 보다 낮으며, 전류 제어기는 AC/DC 전력 변환 

장치의 스위칭 주파수보다 1/10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5kHz로 스위칭 

하는 AC/DC 전력 변환 장치의 경우, 전류 제어기는 500Hz 이하, 속도 

제어기는 50Hz 이하가 된다. 

  그런데,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 전동기의 관성(Jm_prop)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진 전동기의 속도 변화는 매우 느리게 발생한다. 따라서, 높은 

대역폭의 속도 제어기를 사용하면, 그림 2.11의 토크 지령(TPI,prop_sc
*)이 

전력 변환 장치의 전류 제한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도한 속도 제어 대역폭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전류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속도 제어기의 대역폭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진 부하의 속도 제어기의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수 Hz로 

낮은 수준이다. 선박의 질량과 추진 출력에 의한 선박 속도의 시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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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초에 달하므로, 수 Hz 대역폭의 낮은 동특성을 가지는 제어기라도 

선박의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가감속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속도 제어기의 전류 지령은 식 2.9에 따라 

정출력 부하와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추진 부하는 거대한 질량의 선박의 속도를 제어하므로, 발전기 탈락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전력 공급의 우선 순위가 매우 낮다. 이는 수 초간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배의 속도 변화량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 상황의 함정이나 위치 제어(DP, dynamic positioning)를 수행하는 

특수선, 또는 항구에 전압 중인 선박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부하의 

차단(Load shedding) 또는 저감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수요 

전력 제어(Demand control)에 기반하여 추진 부하를 적절히 저감하면서, 

사고 상황에서도 중요 부하에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다.  

 

2.2.4 과도 부하  

 

그림 2. 12 과도 부하의 시간에 따른 전력 소모량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과도 부하는 2.2.3절의 기존의 부하와 다르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변동하는 부하로, 그림 2.12와 같은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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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상승 시간(t1)과 하강 시간(t3)은 엔진 토크 제어의 

동특성보다 훨씬 짧은 수 ms에 불과하다. 이러한 빠른 부하 증가 속도로 

인하여 과도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순동 예비력이 아닌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과도 부하는 군함에서 사용하는 레일건, 레이더, 

레이저와 같은 각종 무기 체계와 단락 사고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전력 

설비의 탈락이 있다.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펄스 부하로 지속 시간(t2)이 

짧게는 수십 ms에서 길게는 수 초에 달한다 [30-35, 101-103]. 이러한 

펄스 부하들의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대표적인 펄스 부하인 

레일건은 10ms 이하 수준의 상승 시간을 가지고 20MW 수준의 전력을 

수백 ms 동안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출력 저에너지 펄스 

부하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 MW 수준의 

전력을 소모하지만 하지만, 지속시간이 수 초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펄스(pulse train) 형태로 동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펄스는 고출력 고에너지 과도 부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펄스 

부하들은 단방향 대용량 부하로 분류할 수 있다. 

  전력 설비의 탈락이나 단락 사고에 의한 과도 부하는 짧은 변동 시간을 

갖지만, 수 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기 선로에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 협조에 의하여 해당 선로가 차단되는데, 계통 

입장에서는 발전기 선로에 발전기 전류와 동일한 크기의 펄스 형태가 

가해져서 전류가 0A가 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하로서의 

사고’는 물리적 설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계통 

설비의 탈락 또는 분전반(SWBD)사이 버스 타이(bus-tie)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사고를 과도 부하로 해석하여 그림 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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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형태를 가진 과도 부하가 아니라, 다양한 전력 소모량(Ppulse) 및 

상승 시간을 가진 과도 부하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계통에서는 이러한 과도 부하의 제어를 위하여 제어 성능이 

높은 전력 보조 설비를 사용한다. 이러한 과도 부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력 설비의 대표적인 예는, 높은 전압 제어 대역폭을 가진 슈퍼 

캐패시터가 있다. 과도 부하의 상승 기울기에 따라 같은 전력 설비라 

하더라도, 제어 성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전력 변환 장치의 

설계가 필요하다. 

 

2.2.5 보호 계전을 위한 선로 인덕턴스와 차단기 

  본 논문에서는 짧은 상승시간을 가진 과도 부하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계통의 선로 인덕턴스의 최대값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ms동안 1000A가 증가하는 부하는, 1μH당 1V의 전압 변동이 

발생한다. 이는 100μH의 선로 인덕턴스에 대하여 100V의 전압 변동을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과도 부하는 선로의 인덕턴스에 따라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 계통에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DC 계통의 단락 사고는 선로 인덕턴스에 의하여 사고 전류의 

기울기가 제한되므로, 작은 선로 인덕턴스는 단락 사고에 의한 사고 전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DC 계통의 사고 

전류 최대 값은 사고 회로의 저항에 의하여 그 크기가 제한되는데, 완전 

단락(bolted short) 사고의 경우에는 정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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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를 수 있다 [104-105]. 이러한 사고 전류의 차단을 위해서는 

계통 선로나 필터의 인덕턴스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magnetic energy)를 

소모할 보호 계전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DC 전류 사고 전류는 AC와 

다르게 영전류(Zero Current)를 지나지 않으므로, 자기 에너지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크기의 차단기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DC 계통의 과도 부하 적용을 위하여 선로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전류가 증가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요구된다. 기계식 차단기의 차단 속도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반도체 소자 기반의 차단기(SSCB, solid state circuit 

breaker)가 제안되었다 [41-45]. 반도체 소자 기반의 차단기는 0.1ms 

미만의 시간에 사고의 해소(clear)가 가능하므로, 작은 계통 인덕턴스로를 

가진 선로의 사고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차단기의 차단 속도에 따라 필요한 인덕턴스 최소 선로 인덕턴스 

값을 5μH로 가정한다.  

반도체 차단기의 자세한 동작 및 보호 계전의 구성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반도체 차단기에 

기반한 보호 계전의 구성 단락 사고로 인한 사고 전류를 정격 전류의 2배 

수준 또는 그 이하에서 차단할 수 있으며, 작은 인덕턴스를 가진 경우에는 

수십 μs이내에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선로 전류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사고 회로의 인덕턴스에 따라 

사고 전류가 선로 정격 전류로 증가하기 이전에도 차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반도체 차단기의 적용은 단락 사고에 의하여 소모하는 전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빠른 차단으로 인하여 단락 사고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크기 또한 매우 작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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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사고를 전압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차단기에 의하여 선로 전류가 

0A로 감소하는 과도 부하로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락 사고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계통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감소량도 

작아, 계통 전압의 감소 폭도 2.1.1.1절에서 제안한 전압 변동 기준 내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전류가 정격 전류 수준의 2배 이하 

수준이고, 차단기가 사고 전류로 인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며, 계통 전압 

변동량도 작기 때문에, 단락 사고가 다른 선로 및 전력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AC 계통의 단락 사고와 차단에 비하여 매우 작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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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상 선박 계통도 및 규정 예시 

 

그림 2. 13 대상 선박의 DC 계통도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은 그림 2.13과 같이 4개의 

분전반(PCC, SWBD)으로 구성되며, 링버스(ring bus) 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상하였다. 해당 계통도의 전력 설비의 용량과 특징은 

표 2.1에 정리하였다. 총 발전량은 14MW로, 추진 시스템 10MW와 일반 

부하 2MW를 담당한다. 발전기의 최대 부하율은 86%이다. 이러한 계통 

용량을 가진 선박은 일반적으로 수천 톤의 만재 배수량을 가지며, 길이는 

100m 또는 그 이상이며, 폭은 10m 또는 그 이상이다. 일반적은 항해 

시간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 주에 해당한다.  

발전기와 ESS는 효율 및 전압 안정성을 고려하여 각 분전반마다 

설치한다. 이러한 구조는 버스타이(bus-tie) 차단기가 사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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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개방(open)되어 모든 분전반이 독립된 상태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다. 각 분전반의 발전기들 중에서, 추진 시스템이 

위치한 선미의 발전기가 가장 용량이 크도록 설계한다. 특수 부하는 

2.2.4절에서 언급한 펄스 부하와 같은 형태의 준-계단파 부하이며, 정상 

상태에서는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 1 대상 선박 DC 계통의 전력 설비 

 전체 용량 단일 설비 용량 수량 

발전 장치 14MW 

4MW 2 

3MW 2 

ESS 2MW 500kW 4 

추진 시스템 10MW 5MW 2 

일반 부하 2MW - - 

특수 부하 - 7MW 준-계단파  

 

선로의 저항과 인덕턴스는 전력 설비와 분전반의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 

가변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표 2.2와 같이 가정하였다. 

선박 계통의 케이블 무게를 저감하기 위하여 비교적 높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발전기와 추진 시스템 및 분전반 간의 선로에서 

모두 1% 수준의 전압 강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차단기의 0.5% 수준의 손실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추진 시스템까지의 손실을 정격 전류에서 약 2%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000V 수준의 DC 케이블은 별도의 규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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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케이블의 규격을 사용한다. 선박용 케이블의 X/R 비율을 참고하여 

인덕턴스를 계산하면, 표 2.1의 전력 설비의 용량에 대하여 약 3~4m당 

1μH 수준이다. 실제 케이블 배치에 따라 인덕턴스 크기가 변화하므로, 

일정 수준의 인덕턴스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차단기의 차단 속도를 고려한 최소 인덕턴스를 5μH로 

가정하였다. 배전반 사이의 인덕턴스는 케이블의 길이를 고려하여 표 

2.3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때, 좌현과 우현의 케이블 길이는 50m 

수준으로, 선수와 선미의 케이블 길이는 200m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표 2. 2 전력 변환 장치의 선로 파라미터 추정치 

전력 설비 저항 인덕턴스 

발전기 연계 컨버터 1.3mΩ 30μH 

ESS 컨버터 10mΩ 5μH 

추진 인버터 3.3mΩ 30μH 

준-계단파 부하 10mΩ 25μH 

일반 부하 10mΩ 20μH 

 

표 2. 3 분전반간 선로의 인덕턴스 추정치 

SWBD 1-2 20μH 

SWBD 1-3 67μH 

SWBD 2-4 80μH 

SWBD 3-4 13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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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4 본 논문의 분석의 대상인 단일 분전반의 구성 

 

그림 2.14와 표 2.4는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단일 

분전반을 보여준다. 그림 2.13의 대상 선박 DC 계통은 4개의 분전반을 

가지고 있어, 전체 시스템을 동시에 분석하고 설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고려하는 선박 계통은 모든 버스 타이가 분리된 채 독립적(split 

bus)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 논문은 먼저 단일 분전반에 

대하여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한 후 이를 4개의 분전반으로 확장한다. 4개의 

분전반이 링 버스(ring-bus)로 연결된 구조는 4.2절의 시뮬레이션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2. 4 대상 단일 분전반의 전력 설비 

 발전 장치 ESS 
추진 

시스템 
일반 부하 특수 부하 

용량 4MW 500kW 3MW 500kW 
2MW 

준-계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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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안하는 선박 DC 계통의 제어 및 설계 

 

본 장에서는 과도 부하에 대한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선박 DC 

계통의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들의 제어 방법 및 계통의 

설계에 대하여 다룬다. 3.1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의 전략과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안하는 제어는 시간 대역에 따라 전력 

변환 장치의 동작이 달라지며, 이러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안하는 

제어기를 구성한다. 제안하는 제어기의 분석을 위하여 선박 계통에 대한 

간소화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이를 위해 시간 대역을 정상 

상태, 전압 과도 대역, 속도 과도 대역으로 분리한다. 이어서, 전력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를 과도 부하로 대체하고, 이러한 과도 부하에 대한 

제어기들의 동작을 흐름도를 통해 설명하며, 이후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3.2절은 과도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동 

제어를 위한 전압 과도 대역에서 동작하는 제어기를 구성한다. 선박 DC 

계통에 과도 부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 장치와 ESS 그리고 

추진 인버터의 제어기가 서로 협조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한다. 

3.3절에서는 단락 사고 및 발전기 탈락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엔진-

발전기를 가속하는 속도 과도 대역에서 동작하는 제어기를 구성한다. 

엔진-발전기가 충분히 가속을 수행하는 동안 ESS와 추진 인버터가 

계통의 전압을 협조적으로 제어하도록 구성한다. 3.4절에서는 정상 상태 

제어에 대하여 다룬다.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확보 및 발전기 부하율 

제어를 위한 상위 제어기와 ESS의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는 3.2, 3.3, 3.4절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2.3절의 대상 선박 DC 계통의 캐패시턴스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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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계통의 전력 설비를 기준으로 고려가 필요한 과도 부하를 

분류하고, 전압 과도 대역 및 속도 과도 대역의 설계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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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안하는 제어 전략 및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선박 DC 계통의 전압 과도 및 속도 과도를 개선하기 위하

여 제안하는 제어 전략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제어기의 분석을 위하여 시

간 대역에 따라 전압 과도, 속도 과도 대역, 정상 상태 대역으로 구분한다. 

계통의 구성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단일 분전반 형태로 가정한다. 발전

기 연계 컨버터의 제어기는 전류 전향 보상 제어를 포함한 전압 제어기와 

가속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량 제한기로 구성된다. ESS의 제어기는 전류 

및 전압 제어기가 케스케이드(casecade) 형태로 연결되고, 또 전압 제어

기의 외부 루프(outer loop) 제어기로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

기를 갖는다. 추진 인버터의 제어기는 추진 부하 공급을 위한 속도 제어기

와 능동 댐핑 제어기 및 부하 저감 제어기로 구성된다.  

선박 계통의 과도 부하는 물리적 설비에 기반한 과도 부하뿐만 아니라, 

설비의 탈락과 단락 사고로 인한 사고 부하도 포함한다. 펄스 형태의 부하 

설비를 갖지 않은 선박 계통이라 할지라도,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탈락

과 단락 사고로 인한 차단기의 동작은 계통의 과도 부하 변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과도 부하의 동작을 시나리오로 분석하며, 해당 시나리오에 대하여 

각 전력 설비들의 동작을 흐름도를 통해 설명한다. 

 

3.1.1 제안하는 제어 전략 

본 절에서는 선박 DC 계통에 대한 제안하는 제어기의 동작 및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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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정상 상태에서의 선박 DC 계통의 전력 흐름 

 

 

그림 3. 2 정상 상태에서의 전력 설비의 제어 형태 

 

그림 3.1은 정상 상태에서 선박 계통의 전력 흐름을 보여준다. 계통의 

전압은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제어하고 있으며, 일반 부하 및 추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ESS는 자신의 SOC를 관리하기 위한 전류 제어를 

수행하므로 정전류원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동안 전류를 

0A로 제어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은 

원동기로부터 발전기에 공급되며, 원동기의 속도는 가버너(governer)가 

제어한다. 원동기의 속도 지령은 통신에 기반한 상위 제어기의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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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적의 연비를 갖는 속도로 

주어진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상상태 

제어는 부하의 변동 없이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제어 

방법을 제안하지 않고, 기존의 제어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그림 3. 3 과도 부하에 대한 선박 DC 계통의 전력 흐름 

 

 

그림 3. 4 과도 부하에 대한 전력 설비의 제어 형태 

 

  제안하는 제어의 특징은 그림 3.3과 같은 과도 부하 변동에서 드러난다. 

발전기의 전압 제어 대역폭을 상회하는 과도 부하에 대하여, 발전기는 

전압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과도 부하에 대하여 발전기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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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서와 같이, 더 높은 제어 대역폭을 가진 하위 제어기인 전류 

제어기로 동작한다. 후술할 전향 보상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압 

제어기를 적용하면, 과도 부하가 가해지더라도 발전기의 전류 지령의 

변화는 미미하므로 정전류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 부하에 

대하여 기존의 DCMG에 대한 연구는 슈퍼 캐패시터를 통해 과도 부하 

특성을 완화(load shaping)하거나, 대용량의 ESS로 전압 제어를 수행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사고에 대한 취약성과 ESS의 용량에 

대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일반 선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안하는 제어는 이러한 과도 부하에 대하여, 발전기 연계 컨버터, ESS 

컨버터, 추진 인버터와 같은 주요 계통 설비들이 그림 3.3 및 3.4와 같이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발전기는 전류 전향 보상을 

수행하고, ESS는 과도 전압 제어를, 추진 인버터는 능동 댐핑(Active 

damping)과 부하 저감을 통한 최대 수요 전력 제어(Demand control)를 

수행한다. 부하의 과도 현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만 지속되므로, 부하에 

대한 보상이 수행되면 다시 그림 3.1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림 3. 5 속도 과도 제어 대역에서의 선박 DC 계통의 전력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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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 속도 과도 제어 대역에서 전력 설비의 제어 형태 

 

  그림 3.5는 속도 과도 제어기가 동작할 때의 계통 흐름을 보여준다. 

속도 과도 제어기는 발전기 탈락이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초과하는 부하 증가로 인하여 부하량이 순시 최대 발전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중요 부하에 연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발전기가 정지하지 

않도록 한다. 발전기가 최대 발전량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감속으로 인한 정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림 3.6과 같이 최대 발전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과도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발전량이 제한된 경우에는, 발전기 전압 제어 대역폭보다 낮은 

부하에 대해서도 전류원으로 동작하게 된다. 부족한 발전량은 우선적으로 

ESS의 예비력을 사용하여 공급하는데, ESS의 예비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림 3.4와 같이 ESS가 전압원으로 동작한다. 하지만 ESS의 

예비력으로도 발전량이 부족하면, ESS도 전력이 제한되어 전류원으로 

동작하게 된다. 부하가 발전량을 초과하므로 계통 전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계통에는 전압원이 없으므로, 추진 인버터가 추진 부하를 

저감하면서 전압원으로 동작할 필요가 있다. 추진 부하의 저감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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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해서는, 3.4.1절에서 설명한다. ESS의 예비력 사용 및 추진 

부하의 저감을 수행하는 동안, 엔진은 부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까지 가속하여 다시 그림 3.1과 같은 정상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의 계통 설비가 그림 3.1, 3.3, 3.5에서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전력 변환 장치의 높은 제어 성능에 비하여 주요 

제어 대상의 동특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주요 제어 대상(plant)은 

관성 등으로 인하여 큰 시정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력 변환 장치가 높은 

대역폭으로 별도의 제어를 수행하여도 주요 제어 대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추진 전동기는 2.2.3.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당한 크기의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진 인버터는 낮은 

대역의 전류 제어기만으로도 추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프로펠러의 추진 출력은 전동기의 속도에 관계하므로, 선박의 추진 또한 

낮은 대역폭의 전류 제어기만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대역(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추진 전동기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전동기가 아니라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회전하는 플라이휠(flywheel)로 

해석하여 계통 전압을 안정화 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비슷한 

원리로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긴 시간 대역(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압원으로 동작하고, 짧은 시간 대역에서는 플라이휠(Flywheel)에 

기반한 전류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ESS는 긴 시간 대역에서는 배터리의 

SOC를 조절하는 전류원이지만, 짧은 과도 상태에서는 계통 과도 전압을 

제어하는 등가의 슈퍼 캐패시터로 해석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제어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는, 하나의 전력 변환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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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역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계통 내 다수의 

전력 변환 장치 및 제어기들이 서로 협조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박 DC 계통은 선로의 인덕턴스와 컨버터의 

캐패시턴스로 인해, 다중(multiple) 공진 회로로 나타나므로 모든 

제어기를 동시에 분석하여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통 및 각 제어기를 시간 대역에 따라 간소화하여, 

수식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선로 인덕턴스 및 계통 

캐패시턴스와 같은 계통의 수동 소자들이 제어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함께 분석한다. 

 

3.1.1.1 제어기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는 표 3.1에 정리한 전력 변환 장치별 

캐스케이드(cascade) 형태의 제어기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앞서 서술한 

제안하는 제어기의 동작 원리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 규칙을 따르는 각 제어기들의 역할은 표 3.2에 정리하였다.  

 

  규칙 1 : 순간적인 부하 변동 시, 발전기 컨버터가 최대한 빠르게 

반응하고, 그보다 빠른 전압 변동은 ESS가, 더 빠른 변동은 

계통의 캐패시터로 대응한다. 

 

  규칙 2 : 발전기 컨버터는 엔진-발전기의 속도 제어를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발전량을 제한하여 계통 전압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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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3 : 주요 계통 설비는 계통 전압이 설정된‘기준 %’ 이상 

벗어나면, 계통 전압을 회복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 주요 

계통 설비는 ESS와 추진 인버터를 비롯한 대용량 양방향 

전력 변환 장치를 포함한다. 

 

표 3. 1 전력 변환 장치별 제어기 목록 

전력 변환 장치 기호 제어기 기호 

발전기 연계 컨버터 gen 

전류  CC 

전압 VC 

출력제한 DR 

가버너 gvr 
속도 SC 

가변속 VSR 

ESS ESS 

전류 CC 

전압 VC 

SOC SOC 

추진 인버터 prop 

전류 CC 

추진출력 PC 

능동댐핑 AD 

부하저감 PDC 

상위 제어기(PMS) hier 

부하분담 LS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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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각 전력 설비별 제어기 동작 

  특징 과도 시간 대역 정상 상태 대역 

ESS 
정격 대비  

~20% 용량 

전압 변동 제어 SOC 제어 

발전기  

연계 컨버터 

전압과 속도 

균형 제어 

과도 부하 보상  

전류 제어 

계통 전압 제어 

가버너  엔진 토크 제어 엔진 속도 제어 

상위 제어기 통신 기반 - 

발전기 부하 분담과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추진 인버터  
과도 부하 보상  

전류 제어 

추진 출력 제공 

 

  전력 변환 장치별 제안하는 제어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3.7부터 

3.10에 도시하였으며, 제어 대역폭에 따라 표 3.3과 같이 분류할 수 잇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는 그림 3.7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인 형태의 전류 제어기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 과도 보상을 위한 

전류 전향 보상은 3.2.2.3절과 3.2.3절에서 설명한다. 발전기 부하량 

제한을 위한 동적 제한은 3.3.1절에서 설명한다. 발전기들의 부하 분담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제어에 관련된 상위 제어기는 그림 3.8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3.4절에서 설명한다. 

  ESS는 그림 3.9에서 보는 것처럼 캐스케이드(cascade) 형식의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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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전류 제어기를 갖는다. 전류 제어기는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하여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99]. 과도 전압 제어기는 3.2.2.2절에서, 

속도 과도 제어를 위한 제어기 수정은 3.3.2절에서, 정상 상태 SOC 

제어기는 3.4.3절에서 설명한다.  

  추진 인버터는 그림 3.10에서 보인 것처럼 정출력 부하, 능동 댐핑, 

부하 저감을 위한 제어기들이 병렬로 구성되어 있다. 정출력 부하는 

일반적인 전류 제어를 통해 구현되므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과도 

전압 보상 및 정출력 부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동 댐핑은 

3.2.2.4절에서, 발전기 전력 제한 시에 계통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부하 

저감을 통한 최대 전력 수요 제어는 3.3.3절에서 설명한다.  

 

  

그림 3. 7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체 제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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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 상위 제어기의 전체 제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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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 ESS 전력 변환 장치의 전체 제어 구조 

 

 

그림 3. 10 추진 인버터의 전체 제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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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각 제어기별 동작 대역 정리 

시정수 

(대역폭) 

~100us 

~ 1ms 

(2kHz) 

~수 ms 

(500Hz) 

~수백 ms 

(10Hz) 

~수 초 

(1Hz) 

정상상태 

수동 소자 

DC 캐패시터  

선로 인덕턴스 

    

ESS 

 
전류 

제어 

전압 

제어 

  SOC 제어 

 과도 전압 제어 

발전기  

연계 

컨버터 

 

 
전류 

제어 

전압 제어 

 동적 발전량 제한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부하 저감을 통한 

과도 전압 제어 

 

  추진 부하 제어 

가버너    
가변속 

지령 

가변속 

제어 

 

상위 

제어기 

     

부하 분담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본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이 각각의 전력 변환 장치의 

본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기존의 캐스케이드(cascade) 

구조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복잡한 형태의 제어기를 추가하거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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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Mode change) 형태의 제어기 구성은 본래 사용하던 제어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회피하였다. 특히, 

모드 변환은 변환 시점에 과도 변화를 생성할 우려가 있어, 과도 시간 

대역의 제어기로는 부적합하다. 일부 속도 과도 제어기는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형태로 구성하였는데, 과도 대역 제어기에 

비해 충분히 느리게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계통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3.1.2 제어 대역 분리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제어기를 수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 2.3절의 전체 선박 계통은 복잡한 구성으로 인하여 분석이 

곤란하여, 단일 분전반에 대한 분석을 검토한다. 그러나, 선로 인던턴스와 

전력 설비의 캐패시턴스의 공진 현상을 포함하여, 3.1.1절에서 제안한 

제어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전압 

과도 대역, 속도 과도 대역 및 정상 상태로 시간 대역을 분리하고, 각 

대역에 맞게 계통을 간소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압 과도 대역은 전력 

설비의 전압 제어 성능과 유사한 수준의 빠른 부하에 대하여 계통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제어가 수행되는 대역이다. 속도 과도 대역은 발전량을 

초과하는 부하가 가해졌을 때,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하기 위한 

대역이다. 

 

3.1.2.1 간소화 분석의 필요성 

각 전력 변환 장치들을 표 3.2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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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DC 계통 및 제어기에 대한 수식적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에 

사용하는 선박의 DC 계통은 하나의 분전반을 가지고 있는 그림 3.11과 

같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 2.13의 대상 선박 계통의 중복되는 

계통 설비를 하나의 등가 설비로 대신하여, 그림 2.14와 같이 PCC 

형태의 선박 DC 계통을 구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 부하의 선로 저항과 인덕턴스를 무시하고 부하의 전압을 PCC의 

전압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PCC는 분전반의 물리적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를 수 있으며, 본 3.1.2.1절 이후의 모든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반 부하의 선로의 저항(RL)과 인덕턴스(LL)를 

고려하였다. 

 

 

그림 3. 11 수식 분석을 위한 PCC 형태의 선박 DC 계통 구성 

 

  PCC의 전압은 식 3.1과 같이 PCC단의 전류와 캐패시터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전력 변환 장치들이 모두 전류원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PCC 

전압이 식 3.2와 같이 전력 변환 장치의 출력 전류와 계통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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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Z)에 의한 공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높은 

주파수 대역(짧은 시간 대역)에서는 ESS가 전압원으로 동작하고, 다른 

전력 변환 장치들이 전류원으로 동작하므로 PCC 전압은 식 3.3과 같이 

표현된다. 또, 낮은 주파수 대역(긴 시간 대역)에서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전압원으로 동작하므로, 식 3.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C 

계통의 정상상태에서는 주파수가 0Hz이므로 식 3.5와 같이, PCC 전압은 

발전기 전압과 선로 전압 강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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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 계단파와 램프(ramp) 형태로 구성된 준-계단파 부하 전류 예시 

 

선박 DC 계통에 가해지는 부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그림 3.12의 계단파 부하와 기울기를 가지고 램프(ramp) 형태로 

증가하는 준-계단파 부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o는 계단파 

부하의 크기, islp는 준-계단파 부하의 기울기, Δt는 준-계단파 부하의 

상승시간으로, 준-계단파 부하의 크기는 기울기와 시간의 곱인 islpΔt 와 

같다. 계단파 부하의 시간 영역 함수는 식 3.6과 같고, 준-계단파 부하는 

3.7과 같다. u(t)는 단위 계단 함수(unit step function)를 의미한다. 

이들의 라플라스(Laplace) 영역 함수는 식 3.8 및 3.9와 같다. 준-

계단파 부하의 상승 시간(Δt)이 충분히 짧을 경우 계단파 부하로 근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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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제어를 수행하는 전력 변환 장치의 출력 전류는 식 3.10부터 

3.12까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은 캐스케이드 형태로 구성되어 

높은 차수의 전달함수를 가진다. ig, ip, ip는 각각 발전기 연계 컨버터 전류, 

ESS 전류, 추진 인버터 전류를 의미한다. LPFgen_cc, LPFESS_cc, LPFprop_cc는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전류 제어기들이 저역 통과 필터(LPF) 형태의 전달 

함수를 가지는 것을 상징하는 등가 수식을 의미하며, ωgen_cc, ωESS_cc, 

ωprop_cc는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전류 제어기 대역폭을 의미한다. Vg, VE, 

Vp는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전압을 의미한다. PIgen_vc, PIESS_vc, PIprop__LSD는 

각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 ESS 전압 제어기,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기를 의미하며, kp,gen_vc, kp,ESS_vc, kp,prop_LSD는 이들 

제어기의 비례 이득을, ki,gen_vc, ki,ESS_vc, ki,prop_LSD는 이들 제어기의 적분 

이득을 의미한다. ig,pcc는 발전기의 선로 전류를 의미하며, Pprop는 추진 

인버터의 추진 부하를 의미한다. LPFVdc,ESS와 LPFVdc,prop는 각각 ESS와 

추진 인버터의 과도 전압 제어기에 사용하는 저역 통과 필터를 의미한다. 

kdamp,prop_AD는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이득을 의미한다. Dead는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제어를 위한 불감대역(deadband)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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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DC 계통에 대하여 제안하는 제어기를 수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식 3.2부터 3.3에 식 3.10부터 3.12를 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통 및 제어기의 높은 차수로 인하여, 이들을 온전하게 해석적으로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다변수 시스템의 설계는, 

특정 제어기가 포화(saturation)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달라질 때, 다른 

제어기들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 대역(또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계통 

및 제어기를 간소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식 3.2에 존재하는 계통의 공진 대역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긴 시간 대역)에서는, 계통 전압 방정식 식 3.2를 식 3.13과 같이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주파수 대역(짧은 시간 대역)에서는 

선로의 인덕턴스(L)를 무시하여, 계통의 모든 캐패시터(C)가 병렬로 

보이는 단순한 회로로 PCC 전압을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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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의 공진 대역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짧은 시간 대역)에서는, 계통 

전압 방정식 3.2를 식 3.14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선로 인덕턴스만 보이므로, PCC에 존재하는 다른 캐패시터가 

보이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전력 변환 장치의 출력 전류도 선로 공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공진 대역을 초과하는 주파수에서는, 선로 

인덕턴스에 의하여 PCC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전류가 제한되어, 부하 전류 

및 전압에 대한 보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ESS가 전압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식 3.15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제어기들의 도움 

없이 ESS의 과도 전압 제어기가 부하 전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선로 인덕턴스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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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 

 

높은 주파수 대역(짧은 시간 대역)에서는 선로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에 의한 공진 현상이 부하 전압 변동 및 전력 변환 장치의 

전류 제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어 대역폭과 선로 파라미터를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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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시간 대역 분할 

 본 논문에서는 계통 및 제어기 설계를 위하여, 계통 및 제어기를 

주파수에 따라 전압 과도 제어 대역, 속도 과도 제어 대역, 정상 상태 

대역으로 분리하여 분석 및 설계하고자 한다.  

  전압 과도 대역은 과도 부하 변동에 의하여 계통 선로에 발생한 공진에 

의한 계통 전압 변동을 다루는 짧은 시간 대역(높은 주파수 대역)이다. 

공진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선로 파라미터의 설계가 요구되며, 부하 

전력과 발전 전력의 차이가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전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2.1.1.1절의 계통의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과도 

부하를 최대한 빠르게 보상하는 높은 제어 대역폭을 가지는 제어기의 

구성이 필요하다.  

  속도 과도 대역은 순시적으로 부하량이 발전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제어에 대하여 다룬다. 전압 과도 대역과 다르게, 

선로 인덕턴스가 보이지 않는 PCC 형태의 계통을 가정한다. 부하량과 

발전량의 차이는 계통 캐패시터의 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발전량을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계통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의 운용을 요구하므로, 계통 캐패시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정상상태 대역은 과도 부하가 없는 상태를 다루며, 발전기와 ESS를 

운용한다. 이 대역은 통신에 기반한 느린 제어를 수행하며, 발전기 부하율 

분담 제어, 엔진 가변속 운전에 따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제어, 

ESS의 SOC 제어 등을 수행한다.  

 

표 3.4는 시간 대역에 따라 표 3.3의 제안하는 제어기를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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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의 ‘100us’ 시간대는 전력 변환 장치로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이 대역의 사고 전류는 차단기의 보호 협조 설계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대역의 제어는 다루지 

않는다. 전압 과도 대역은 수 ms까지로, ESS의 전류 및 전압 제어,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전향 보상 제어,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이 

이에 속한다. 속도 과도 대역에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와 출력 

제한,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가버너의 속도 제어 및 ESS의 예비력 

사용 등이 속한다. 정상 상태 대역은 ESS의 SOC 제어, 발전기의 전압 

제어, 추진 인버터의 추진 출력 제어, 상위 제어기의 발전기 부하율 분담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제어가 이 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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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시간 대역 구분에 따른 제어기 분류 

대역 구분 전압 과도 대역 속도 과도 대역 정상 상태 

시정수 ~ 1ms ~수 ms ~수백 ms ~수 초 수 초 ~ 

수동 소자 인덕터 캐패시터       

ESS 
전류 

제어 

전압 

제어 

  SOC 제어 

예비력 공급 

발전기  

연계 컨버터 
  

전류 

전향보상 

전압 제어 

출력 제한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부하 저감   

 추진 부하 제어 

가버너     
가변속 

지령 

가변속 

제어 
  

상위 제어기        

부하 분담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3.1.3 부하 분류와 시나리오 

3.1.3.1절에서는 설계한 제안하는 제어기들의 과도 부하에 대한 동작을 

분석한다. 선박 DC 계통의 과도 부하는 물리적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탈락과 선로 단락으로 인한 차단을 포함하므로, 

매우 다양한 과도 부하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고려한 

설계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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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 부하를 분석하여, 

최악의 과도 부하를 대상으로 설계를 수행한다. 고려가 필요한 과도 

부하로 특수 부하와 설비의 탈락이 있다. 특수 부하의 경우에는, 그 부하 

자체의 동작이 최악의 과도 부하가 될 수 있다. 동특성이 비교적 느린 

일반 전력 설비들은 자체적으로는 과도 부하가 아니지만, 해당 전력 

설비의 탈락 및 선로 단락으로 인한 과도 변동은 최악의 과도 부하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수 부하 또는 사고로 인한 과도 부하 

모두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램프(ramp) 형태의 전류원 부하로 

가정한다. 이들의 기울기는 3.2.1절의 분석을 통해, 계단파 부하에 준하는 

값으로 가정한다. 이들의 크기는 전력 변환 설비의 전류 용량 또는 선로의 

전류 용량과 같다. 이들 부하를 고려한 시나리오는 준-계단파로 정리할 

수 있다.  

3.1.3.2절에서는 분류한 시간 대역에서 제안하는 제어기의 동작에 대한 

흐름도를 제시하고, 3.1.3.1절의 과도 부하 분류와 3.1.3.2절의 흐름도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3.1.3.1 과도 부하의 분류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도 부하는 2.2.4절에서 언급한 펄스 

형태의 특수 부하와 전력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로 인한 부하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 부하의 형태는 부하마다 다르지만, 준-

계단파 형태, 펄스 형태, 연속 펄스(pulse train)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3.2.1절에서 펄스의 지속 시간에 따른 과도 전압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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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펄스 형태의 부하를 준-계단파 부하로 가정할 수 있는 

지속시간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지속 시간은 단일 준-계단파의 공진의 

감쇠 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펄스 부하를 2개의 준-계단파 

부하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수 부하를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 또는 감소하는 램프(ramp)로 가정하였으며, 

다양한 크기와 기울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이러한 펄스 형태의 특수 

부하에 대해서는 전력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탈락과 단락 사고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펄스 형태의 부하 변동은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부하의 동작 중에는 설비의 오동작 및 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전력 설비의 탈락은 설비 자체의 오동작으로 인한 탈락과, 선로 단락 

사고에 의한 차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비 자체의 오동작으로 인한 

탈락은 제어 대상의 탈락 또는 전력 변환 장치의 탈락을 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설비의 제어 대상(plant)의 탈락에 대해서는 전력 변환 

장치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전력 변환 

장치의 탈락은 최악의 경우에는 계단파 형태의 계통 전력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3.2.1절의 분석에 따르면, 발전기 및 추진 인버터와 같은 대용량 

전력 변환 장치가 정격 전류에서 계단파 형태로 탈락하는 경우, 선로 

공진에 의한 과도 전압 변동량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용량 전력 변환 장치는, 차후 3.5절의 설계에서 설명 하듯이, 

병렬 구성을 통해 탈락으로 인한 전류 변동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용량 전력 변환 장치의 병렬 구성은 오동작에 대한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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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중화 방안의 하나이다. 

선로 단락 사고는 계통 내 전압을 영전압으로 만드는 완전 단락(bolted 

short)이라 하더라도, 수 ~ 수십 μs만에 동작하는 반도체 차단기를 

사용하면 사고 전류를 정격의 수 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차단기는 사고 전류를 자체적으로 해소하므로, 그 동작 원리에 의하여 

계통 전압과 선로 전류에 대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단락 사고는 차단기가 동작할 때까지 작은 

임피던스를 가진 전압원으로 해석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차단기의 

동작 시간을 매우 짧다고 가정하여 해당 선로의 전류가 공진 없이 

감소하는 과도 부하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4.1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였다. 

 

표 3. 5 분석을 위한 과도 부하의 분류 

과도 부하 
물리적 

형태 

논문에서의 

구성 

변동 

시간 

최대 전류 

크기 
방향 특징 

특수 부하 

준-계단파 

펄스 

연속 펄스 

준-계단파 

1ms ~ 정격 전류 양방향  

탈락 사고 계단파 1ms 
설비 정격 

전류 /N 
단방향  

단락 사고 계단파 1ms 
선로 정격 

전류 
단방향 

공진 성분 

제외 

 

이러한 과도 부하들을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과도 부하는 

최소 1ms의 변동 시간을 가지는 준-계단파 부하로 가정할 수 있다. 변동 

시간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상승 시간 또는 하강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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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먼저 특수 부하는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준-계단파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탈락 및 사고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울기와 크기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의 전류 방향은 전력을 소모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도록 양방향으로 가정하였다. 일반 부하의 탈락 

사고와 단락 사고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계단파 부하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 이들을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ms의 변동 시간을 가진 준-계단파로 가정하였다. 이는, 3.2.1절의 그림 

3.26과 3.27의 분석에 따라 본 논문의 대상 선박 구성에서 1ms 이하의 

변동 시간을 가진 준-계단파와 계단파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변동 시간은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고로 인한 과도 부하의 최대 전류 크기는 설비 또는 선로의 정격 

전류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류 방향은 각각 0A로 감소하는 단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탈락 사고의 최대 전류는 설비 정격 전류를 N으로 나눈 

값이며, N은 전력 변환 장치의 병렬 구성 개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용량 전력 변환 장치는 신뢰성을 위하여 단일 장치로 구성되지 않는다. 

발전기와 같은 전원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는 계통 전력을 감소시키는 

음의 과도 부하이며, 추진 인버터와 같은 부하 설비의 탈락 및 단락 

사고는 계통 전력을 증가시키는 양의 과도 부하이다. 

계통에 가해지는 과도 부하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계통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계통에 연결되어 작동 중인 발전기 정격 용량의 

50% 미만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탈락 사고에 대비하여 N-1 

Contingeny를 위하여 발전기는 최소 2대가 동일 부하율로 운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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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발전기 탈락으로 인한 부하 변동은 50%를 넘지 않는다. 또한 추진 

부하도 좌현와 우현으로 분리된 구조를 가정하였으므로, 단일 추진 부하의 

탈락은 현재 발전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 부하의 용량은 

발전기 정격 용량의 50%를 초과하여 구동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특수 부하의 

운용 이전에 그 동작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음에 기반한다.  

 

3.1.3.2 제어 흐름도와 시나리오 

표 3.5의 과도 부하에 대한, 3.1.1.1절 및 표 3.4의 제어기들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3.13와 같은 흐름도를 구성하였다. 부하의 변동이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보다 느린 경우,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계통 전압 제어를 수행하는 준-정상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 준-정상 

상태에서 ESS는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를 수행하며, 추진 

인버터는 추진 부하를 소모한다. 상위 제어기는 통신을 기반으로 

발전기들간의 부하율을 균등하게 제어하고,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을 발전기에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보다 빠른 과도 부하가 가해지면, 계통 전압 변동이 발생하는 전압 

과도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도 부하에 대하여 전압 과도 대역의 

제어기가 동작한다. 가장 높은 전압 제어 대역폭을 가진 ESS가 전압 

제어를 수행하며, 발전기는 전류 전향 보상을 통해 부하가 소모하는 

전력을 보상하며, 추진 인버터는 능동 댐핑을 통해 계통 전압 강하를 

보상한다. 이러한 전압 변동은 제어기의 성능과 계통의 인덕턴스 및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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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및 단락 사고를 비롯한 과도 부하는 총 부하량을 변동시키므로, 

연비 개선을 위한 최적 속도로 가변속을 수행하고 있는 엔진-발전기는 

과도 부하에 대응하여 속도가 변동될 필요가 있다. 만약, 총 부하량이 

가변속 운전을 수행하는 발전기들의 순시 발전량의 합을 초과하면, 발전량 

증가를 위한 가속이 요구되므로 속도 과도 제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속도 과도 제어에서 발전기는 가속을 위하여 발전량을 제한한다. 이로 

인하여 발전량이 감소하므로 계통 전압이 감소하게 된다. 부족한 발전량을 

ESS와 추진 인버터가 감당하면서 계통의 전압을 제어한다. ESS는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추진 인버터는 추진 

부하 저감을 통한 최대 수요 전력 제어(demand control)를 수행한다. 

추가적인 과도 부하가 가해지지 않으면, 충분한 가속이 이루어진 엔진-

발전기가 모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계통은 준-정상 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나, 펄스 부하와 같이 속도 과도 제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시 과도 부하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전압 과도 제어 및 속도 과도 

제어도 다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펄스 부하는 짧은 시간만 지속되고 총 

부하량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펄스 부하는 회복 시간이 

짧으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 펄스 부하는 전압 과도 

제어와 속도 과도 제어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마지막 펄스 이후에 준-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과도 부하의 간격은 

20ms를 초과하여, 과도 전압 변동은 각각의 과도 부하에 대한 중첩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도 전압 변동의 중첩 여부에 대해서는 3.2.1절의 그림 

3.19와 3.20의 분석을 토대로 판단하며, 연속 과도 부하에 대하여 공진 

성분의 크기가 단일 계단파와 10% 이하의 오차를 갖는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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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이 값은 대상 선박 DC 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 13 제안하는 제어기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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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는 표 3.6 과 

같다. 총 4 개의 시나리오로 분류하며, 대상 제어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는 제어기를 말하며, 대상 부하는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하의 형태를, 부하 구현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 구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대상 부하를 구현하는 방식을, 최대 크기는 대상 부하의 

크기를 말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림 3.13 의 제안하는 제어기 

흐름도를 기준으로 계통 전압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느린 부하에 대하여 

3.4 절에서 분석한 준-정상 상태 제어기의 동작을 검토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계통 전압 변동이 발생하는 과도 부하에 대하여 3.2 절에서 

분석한 전압 과도 제어 성능을 검토한다. 전압 과도 제어의 목적은 그림 

2.2 의 가상의 선박 DC 계통 전압 제어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이 때, 

속도 과도 제어기의 영향을 배제하고 전압 과도 제어의 성능만을 

검토하기 위하여, 엔진-발전기는 최적 효율을 위한 가변속을 수행하지 

않고 충분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상태를 가정한다. 이는 

위해 엔진-발전기가 충분한 속도로 운용되어 과도 부하 변동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발전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림 3.13 의 

흐름도에서 ‘발전량 부족’ 여부가 ‘아니오’인 경우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3.2 절의 전압 과도 제어와 3.3 절의 속도 과도 제어를 모두 포함한 

제안하는 제어기의 과도 부하 대응을 살펴본다. 이는 엔진-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초과하는 과도 부하가 지속되어,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위한 속도 과도 제어가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2 와 

다르게 엔진-발전기가 최적 연비로 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림 

3.13 의 흐름도에서 ‘발전량 부족’ 여부가 ‘예’인 경우이다. 시나리오 3 에서 

고려하는 과도 부하는 일회적이므로, 추가적인 전압 과도 제어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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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제어가 수행되지 않고 준-정상 상태로 복귀한다. 마지막 시나리오 

4 는, 시나리오 3 의 상황에서 다시 과도 부하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그림 3.13 에서 전압 과도 제어와 속도 과도 제어가 2 번 수행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펄스 부하의 지속 시간에 따라, 전압 과도 제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속도 과도 제어는 중첩된다.  

 

표 3. 6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 

분류 대상 제어 대상 부하 부하 구현 최대 크기 

시나리오 1 

준-정상상태 

제어 

일반 부하의 

변동 

추진 부하의 

느린 변동 

계통 용량의 

50% 이상 

시나리오 2 

전압 과도 

제어 

표 3.5 의 

과도 부하 

단일 과도 

부하 

계통 용량의 

50% 이하 

시나리오 3 

전압 및 속도 

과도 제어 

표 3.5 의 

과도 부하 

단일 과도 

부하 

계통 용량의 

50% 이하 

시나리오 4 

전압 및 속도 

과도 제어 

연속 과도 

부하 

펄스 부하 

계통 용량의 

50% 이하 

 

  



99 

3.2 전압 과도 대역의 제어기 분석 

본 절에서는 선박 DC 계통에 인가되는 과도 부하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통의 과도 전압 변동을 수식적으로 계산한다. 이를 위해, 3.1.2.2절에서 

정의한 전압 과도 대역에 대하여 수식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낮은 차수의 

간소화 회로들을 제안한다. 간소화 회로는 수식적으로 전압 변동폭을 계산 

할 수 있는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높은 차수의 미분 

방정식은 시간 영역에서 해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량적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있다.  

선로의 캐패시터와 인덕턴스에 의한 LC 공진만으로도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므로, 다중 선로(multi terminal)를 가진 복합 공진 형태의 

선박 DC 계통의 공진 현상은 수식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제어기의 

대역폭을 모의하는 저역 통과 필터(LPF)도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증가시키며, 적분 제어기도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증가시키므로, 

수식적으로 분석 가능한 회로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제한된다. 따라서 

다중 공진의 선박 계통을 간소화하면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 간소화된 모델에서 

얻은 정량적인 해와 시뮬레이션 결과와의 비교를 포함하였다. 

과도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의 변화는 공진 성분과 공통 전압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선로에 의한 공진 성분은 높은 공진 주파수로 

인하여, 제어기를 통한 능동적인 보상이 곤란하다. 따라서, 공진 성분의 

크기는 제어기가 없는 간소화 회로를 통하여 그 크기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캐패시터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이에 

대한 내용은 3.2.1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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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은 공진 주파수를 가지는 부하들에 대해서는 제어기의 동작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진 부하에 대한 제어기의 성능을 함께 

분석한다. 이러한 과도 대역 제어기는 3.2.2절에서 다루며, ESS 전압 

제어기와 발전기 전류 전향 보상기 및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를 

포함한다.  

공통 전압 성분은 계통 내 모든 캐패시터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성분이며, 선로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에 의한 차이만 존재한다. 

공통 전압 성분은 모든 제어기들이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므로, 제어기의 

성능 및 상호 간섭 여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2.3절에서 다룬다. 과도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의 최대값은 3.2.1절에서 

설명하는 공진 성분의 크기와 3.2.3절에서 설명하는 공통 전압 성분의 

크기의 합으로 제한된다. 

 

3.2.1 부하와 CLC 회로 

과도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 14의 

간소화 회로 분석을 진행한다. 간소화 회로의 계통은 CLC 형태로 

구성되며, 부하 전류는 iL, 부하 캐패시터는 CL, 캐패시터의 전압은 VL, 

발전 설비의 캐패시터는 Cg, 전압은 Vg, 부하로부터 전원 설비까지 선로의 

저항은 R, 인덕턴스는 L로 표현하였다. ipcc는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 발전 설비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과도 부하로 인한 계통 전압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 설비는 개방된 것으로 가정한다. 분석을 

위한 부하의 종류는 계단파, 펄스, 준-계단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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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 부하에 따른 계통 전압 분석을 위한 간소화 회로 

 

그림 3. 14의 회로에 대한 KCL 및 KVL에 의한 전류, 전압 방정식은 

식 3.16 및 3.17과 같으며, 부하 전류에 대한 부하 전압의 전달 함수와 

부하 전류에 대한 발전 설비의 전압은 식 3.18 및 3.1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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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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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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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 

 

먼저 식 3.6의 계단파 형식의 부하에 대하여 라플라스 평면에서의 부하 

및 발전 설비의 전압은 식 3.20 및 3.2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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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간 영역 함수(time domain function)로 표현하면, 부하 

캐패시터의 전압은 식 3.22와 같고 발전 설비 캐패시터의 전압은 식 

3.23과 같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표 3.7의 변수에 대하여 식 

3.22와 3.23의 전압 파형을 그림 3.15에 도시하였다. 선로 저항은 

2.3절의 파라미터에 기반하여, 발전기 저항 1.3mΩ과 부하의 저항 10 

mΩ을 가정하였으며, 인덕턴스는 발전기 30μH와 부하 20μH를 

가정하였다. 이는 발전기의 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다 작은 저항을 가지며, 

인덕턴스는 전류 정격에 의한 변화가 미미하고 선로의 길에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은 최대 값은 62.5V이며,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은 최대 값은 27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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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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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104 

표 3. 7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g R L i0 

17.5mF 40mF 11mΩ 50μH 2000A 

 

 

그림 3. 15 계단파 부하에 대한 부하 및 발전기 전압 파형 

 

  계단파의 공진 성분의 크기는 식 3.22 및 3.23으로부터, 표 3.7의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식 3.24 및 3.25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는 부하 캐패시터가 커지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발전 설비의 캐패시터가 부하 캐패시터보다 크다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는 총 캐패시터가 

커지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발전 설비의 캐패시턴스의 크기에 

비하여 부하 캐패시터가 작은 경우에는, 부하 캐패시터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공진 성분의 크기가 상승한다. 이렇듯 캐패시턴스와 공진 성분의 

크기는 비선형적 관계에 있다. 부하 및 발전 설비의 공진 전압 성분은 

모두 선로 인덕턴스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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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 펄스 형태의 부하 

 

계단파 부하의 중첩을 통해 그림 3.16와 같은 형태의 펄스 부하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Δt는 펄스 부하의 지속 시간을 의미한다. 분석을 위해 

간소화된 회로는 시불변(time-invariant) 시스템이므로, 계단파 부하에 

대한 전압 함수식 3.22 및 3.23에 Δt만큼의 시지연이 발생하면, 식 3.26 

및 3.27과 같은 전압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펄스에 대한 부하 

및 발전 설비의 전압에 대한 시간 영역의 해는 식 3.28 및 3.2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3.17은 표 3.7의 변수에 대하여 Δt가 2.4ms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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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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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7 펄스 부하에 의한 전압 파형, ω0Δt = π 

 

  펄스 부하에 대한 공진 성분의 크기는 식 3.28과 3.29에서 보듯이 

ω0Δt로 인한 위상에 따라 달라지며, 주어진 파라미터에서 공진 성분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ω0Δt가 π가 되는 경우다. 이 때, 식 3.28과 3.29의 

삼각함수로 인한 최대 공진 성분의 크기는 식 3.30과 같다. 표 3.7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공진 주파수(ω0)는 1.275 krad/s로, 공진 성분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Δt가 2.4ms인 경우로 그림 3.17과 같다. 공진 성분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Δt가 4.9ms인 경우로 그림 3.18에 도시하였다. 펄스 

지속시간(Δt)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를 구하면 그림 

3.19와 같고, 발전 설비 공진 성분은 그림 3.20와 같다. 최대 공진 성분 

그림 3.17의 경우로 2.4ms에서 부하는 110V, 발전기는 48V이며, 최소 

공소 공진 성분은 그림 3.18의 경우로 4.9ms에서 부하는 26V, 발전기는 

11V이다. 이는 펄스의 지속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통 선로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공진 성분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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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 펄스부하에 의한 전압 파형, ω0Δt = 2π  

 

 

그림 3. 19 펄스 지속 시간(Δt)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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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 펄스 지속 시간(Δt)에 따른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공진 성분을 제외한 전압 변동은 식 3.28 및 3.29에서 모두 동일하게 

식 3.3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는 펄스 지속 시간 동안 감소한 

전하량만큼, 계통 전체 캐패시터의 전압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7은 펄스 지속 시간이 2.4ms이므로 83V만큼의 캐패시터 전압 

감소가 발생하고, 그림 3.18은 4.9ms이므로, 169V의 감소가 발생한다. 

 

0
0 , 0 , .pulse g step L step

g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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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1)  

 

선박 계통에 가해지는 부하가 실질적으로 계단파 형태를 갖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울기를 가진 준-계단파 형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준-계단파부하는 램프(ramp) 형태의 부하를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먼저 램프 부하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림 3.14의 간소화 

회로에 램프 형태의 부하가 가하지는 경우. 부하 캐패시터의 전압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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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와 같고, 발전 설비의 전압은 식 3.33과 같다. islp는 전류의 상승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를 시간 영역 함수(time domain function)로 

표현하면, 부하 캐패시터의 전압과 전력 설비의 전압은 각각 식 3.34, 

3.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표 3.8의 

변수에 대한 파형을 그림 3.21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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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램프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g R L islp 

17.5mF 40mF 11mΩ 50μH 400A/ms 

 

 

그림 3. 21 램프 부하에 대한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 파형 

 

  준-계단파 형태의 부하에 대한 부하 및 발전 설비의 전압 함수는 

중첩의 원리에 따라 식 3.36 및 3.3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Δt는 상승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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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변화량
[V]

시간[s]

부하 전압
발전 설비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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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7) 

 

  공진 성분이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식 3.36과 3.37의 삼각 함수 내 

ω0Δt 성분의 크기가 π가 되는 시점으로, 공진 성분의 최대 크기는 식 

3.3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3.22은 공진 성분의 크기가 가장 큰 

2.3ms의 지연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의 공진 성분에 대한 전압 파형이며, 

그림 3.23는 공진 성분의 크기가 가장 작은, ω0Δt가 2π가 되는 시점인 

4.9ms 이후의 공진 성분에 대한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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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2 준-계단파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 ω0Δt = π 

 

그림 3. 23 준-계단파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 ω0Δt = 2π 

 

  준-계단파의 상승시간(Δt)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를 

구하면 그림 3.24과 같고, 발전 설비 전압은 그림 3.25와 같다. 최대 공진 

성분은 그림 3.22의 경우로 Δt=2.3ms에서 부하는 17.3V, 발전기는 

7.5V이며, 최소 공소 공진 성분은 그림 3.23의 경우로 Δt=4.9ms에서 

부하는 4.1V, 발전기는 1.8V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램프 부하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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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통 선로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공진 성분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림 3. 24 준-계단파의 지속 시간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그림 3. 25 준-계단파의 지속 시간과 발전 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변화 

 

  준-계단파와 계단파의 공진 성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

계단파의 크기가 계단파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는 식 

램프 상승 시간[s]

공진 성분 크기
[V]

2.3ms
7.5V

4.9ms
1.8V

준-계단파
단일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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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와 같이 램프의 기울기(islp)와 상승 시간(Δt)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계단파의 크기(io)는 표 3.7의 2000A를 사용하였다. 

 

 0 .slpi i t                      (3. 39) 

 

준-계단파의 상승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 3.26와 3.27에서 보듯이, 

공진 성분의 크기는 크게 감소한다. 표 3.8의 파라미터에서 5ms의 상승 

기울기를 가진 부하는 충분히 작은 공진 성분을 갖는다. 계단파와 준-

계단파의 오차가 10% 이내인 경우를 고려하여, 준-계단파가 공진 성분의 

측면에서 계단파로 보이는 상승 시간은 주어진 계단파의 크기 2000A에서 

910μs이내이다. 

 

 

그림 3. 26 램프 상승 시간과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변화 

 

공진 성분 크기
[V] 준-계단파

계단파

램프 상승 시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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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7 램프 상승 시간과 발전설비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 변화 

 

  램프 부하의 상승 시간(Δt)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 대하여, 준-계단파의 

전압 함수식 3.36 및 3.37에 대하여 테일러 근사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식 3.40과 같은 근사식을 얻을 수 있다. 식 3.40의 다항식 성분은 식 

3.41과 같이 계단파의 다항식 성분과 같으며, 식 3.40의 삼각함수 성분도 

식 3.22 및 3.23의 계단파의 삼각함수 성분과 일치한다. 그림 3.28과 

3.29는 표 3.5의 계단파 파라미터와 표 3.8의 준-계단파 파라미터에 

대하여, 준-계단파의 상승 시간별 부하 전압 및 발전 설비 전압의 비교 

파형을 보여준다. 계단파 부하는 0.1ms 상승 시간을 가진 준-계단파 

부하와 그래프 상으로 일치하며, 1ms 이상의 상승 시간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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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8 준-계단파 부하의 상승 시간별 부하 전압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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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9 준-계단파 부하의 상승 시간별 발전 설비 전압 파형 

 

지금까지 분석한 다양한 종류의 부하의 시간 영역 함수들은 지수적으로 

감쇠하는 공진 성분과 다항식 형태로 증가하는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진 성분의 주파수와 감쇠 계수는 부하의 종류와 관계 없이 계통의 선로 

파라미터(C-L-C)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들 공진 성분은 각 

캐패시터마다 서로 다른 전압 변동을 야기하지만, 매우 작은 시정수로 

인하여 공진 성분이 빠르게 자연 감쇠되어 사라진다.  

공진 성분의 크기는 부하의 크기와 기울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 ms의 

상승 시간을 가진 준-계단파 형태의 부하는 계단파 부하보다 작은 공진 

성분을 갖는다. 펄스 부하는 지속 시간에 따라 공진 성분의 위상이 

달라지며, 최악의 경우 계단파의 2배에 달하는 공진 성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8과 같이 작은 인덕턴스를 가진 선로의 감쇠 시간은 십 

ms 수준이므로, 수 십 ms이상 지속되는 펄스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공진 성분은 후술할 전력 변환 장치들의 제어 대역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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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거나 높으므로, 제어를 통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진 성분의 최대값을 계통 수동 소자(LC)를 활용하여 

억제하는 설계가 요구 된다. 공진 성분은 빠르게 자연 감쇠하므로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제어기가 해당 주파수의 외란에도 

안정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항식 형태의 성분은 공진 성분에 비하여 느린 주파수 성분이며, 계통 

내 모든 캐패시터가 같은 값을 갖는 공통 전압 성분이다. 공통 전압 

성분은 계통 내 캐패시턴스의 총합과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준-계단파 부하라 하더라도 상승 시간보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기울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다항식 성분은 전력 

변환 장치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제어기들의 

성능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구한 시간 영역의 

전압 함수들은 제어기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계통 설계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3.2.1.1 단일 CLC 회로 분석 

  3.2.1절에서 분석한 부하에 대한 시간 대역의 전압 함수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CLC 공진 형태를 가진 그림 3.14의 간소화 

회로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3.14의 회로에 

대하여 부하 전류(iL)에 대한 부하 전압(VL)의 전달함수는 

임피던스(ZL)와 같으며, 식 3.18로부터 식 3.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9의 값을 토대로 그린 보드 선도(Bode plot)를 그림 3.3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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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 부하에 따른 계통 전압 분석을 위한 간소화 회로 

 

2

2

1
, .

( )( 1)
g g L gL

L ser
L L gg L ser ser

C Ls RC s C CV
Z C

i C Cs C C C Ls RC s

  
  

  
       (3. 42) 

 

표 3. 9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g R L 

17.5mF 40mF 1mΩ / 11mΩ 50μH 

 

 

그림 3. 30 CLC 공진 회로의 임피던스에 대한 보드 선도 (R=1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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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0의 보드 선도에서 보듯이, CLC형태의 회로는 두개의 공진 

주파수를 갖는다. 하나는 식 3.42의 분자에 있는 선로 인덕턴스(L)와 

발전 설비의 캐패시턴스(Cg)로 인한 LC 공진(ωres,CL)으로 식 3.43의 

좌측항과 같고, 다른 하나는 식 3.42의 분모에 있는 선로 인덕턴스(L)와 

발전 설비 및 부하의 직렬 캐패시턴스(Cser)로 인한 

CLC공진(ωres,Cser)으로 식 3.43의 우측항과 같다. 직렬 캐패시턴스의 

크기는 단일 캐패시턴스의 크기보다 항상 작으므로, 식 3.43과 같은 

부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분모의 공진 주파수가 분자의 공진 

주파수보다 항상 높으므로, 다양한 선로 파라미터에 대한 보드 선도의 

개형은 그림 3.30와 유사하게 된다. 

 

, ,2 2

2 2

1 1
.

4 4
( )

L serres C res C

g ser

L ser

R R
LC LC

L L
C C

   
 



         (3. 43) 

 

  계단파 부하에 대한 주파수별 부하 전압 변화는 식 3.44와 같이 

주파수별 계단파 부하의 전류 크기와 주파수별 임피던스의 곱과 같다. 

따라서, 그림 3.30에서 보듯이 임피던스가 가장 큰, 분모의 CLC 공진 

주파수(ωres,Cser) 성분으로 부하 전압에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3.2.1절에서 분석한 식 3.22 및 3.23의 부하 및 발전 설비 전압의 시간 

영역 함수의 공진 주파수가 이와 일치하게 된다.  

 

, ,( ) ( ) ( ).L step L step LV I Z                 (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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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의 CLC 공진은 작은 선로 저항으로 인하여, 식 3.45의 Q 

인자(Q-factor)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높은 Q 인자로 인하여 공진의 

댐핑 계수(ζ)는 식 3.46과 같이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표 3.8의 

변수에서 저항이 1mΩ인 경우의 Q 인자는 64로, 0.008의 아주 작은 댐핑 

계수를 가진 저감쇠(underdamped) 회로이다. 

 

1
.

L
Q factor

R C
                     (3. 45) 

1
.

2Q
                          (3. 46) 

 

  이러한 저감쇠 회로는 공진 주파수 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위상이 

급격하게 변하므로, R=1mΩ 인 경우의 그림 3.31과 같이, 주파수 영역에 

따라 식 3.40으로부터 부하 및 발전 설비의 병렬 캐패시터(Cser), 선로 

인덕턴스(L), 부하 캐패시터(CL)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의 급변은, 

제어기의 안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로 공진 주파수가 제어기 

대역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3.2.2.2절에서 진행한다. 

 



124 

 

그림 3. 31 CLC 공진 회로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회로 해석 (R=1mΩ) 

 

  그림 3.32은 표 3.7의 파라미터에서 저항이 11mΩ인 경우의 식 

3.40에 대한 보드 선도이다. 저항이 1mΩ인 경우와 비교해서 Q 인자 

값이 5.8 로 감소했지만, 댐핑 계수는 0.086의 여전히 저감쇠 회로이다. 

낮은 댐핑 계수에도 불구하고 두 공진 주파수가 인접하여, 그림 3.31과 

다르게 선로 인덕턴스가 보이는 영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아진 

Q 인자 값으로 인하여, 위상이 보다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변하기 

시작하므로 캐패시터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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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2 CLC 공진 회로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회로 해석 (R=11mΩ) 

 

3.2.1.2 다중 CLC 회로 분석 

3.2.1절의 단일 CLC 공진에 대한 분석을 확장하여, 다중 CLC 공진 

회로인 선박 계통에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수식 및 

CLC 공진 분석은 특정한 단일 선로에 부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다중 CLC 형태에서는 부하 변동이 어떤 선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대로, 다중 CLC 회로는 

수식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진행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다중 공진 회로는 그림 3.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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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3 다중 공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회로도 

 

  그림 3.34부터 3.39까지는 서로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가진 3중 CLC 

공진 회로에서 공진 전압 성분의 크기를 나타낸다. 발전 설비1의 

인덕턴스(L1)와 캐패시턴스(C1)의 크기는 10μH와 1mF으로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동일하다. 발전설비 2의 인덕턴스(L2)와 

캐패시턴스(C2)의 크기는 표 3.10과 같이 3가지 조합을 갖는다. f1,res와 

f2,res는 각 발전 설비의 선로 공진 주파수를 의미한다. 그림 3.34, 3.36, 

3.38에서 부하 인덕턴스(LL)는 부하 캐패시턴스(CL)를 1mF으로 고정한 

채로 변화하며, 그림 3.35, 3.37, 3.39에서 부하 캐패시턴스(CL)는 부하 

인덕턴스(LL)를 10μH로 고정한 채로 변화한다. V1과 V2는 계통 설비 

1과 2의 전압을 의미하며, R1과 R2는 계통 설비 1과 2의 선로 저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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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 다중 공진 현상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L1 C1 f1,res 

모든 경우 10μH 1mF 1.6kHz 

 L2 C2 f1,res 

Case 1 10μH 5mF 711Hz 

Case 2 10μH 10mF 503Hz 

Case 3 50μH 10mF 225Hz 

 

 

그림 3. 34 부하 인덕턴스와 부하 공진 전압 크기 변화(CL = 1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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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5 부하 캐패시턴스와 부하 공진 전압 크기 변화(LL = 10μH) 

 

  그림 3.34과 3.35는 다양한 발전 설비 2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부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의 변화에 따른 부하 공진 전압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림 3.34으로부터 부하 공진 전압의 크기는 식 3.26의 결과와 유사하게 

부하 인덕턴스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5로부터 부하 공진 전압의 크기는 식 3.26와 유사하게 부하 

캐패시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부하 캐패시턴스가 크고 

인덕턴스가 작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2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의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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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6 부하 인덕턴스와 V1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CL = 1mF) 

 

 

그림 3. 37 부하 캐패시턴스와 V1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LL = 10μH) 

 

  그림 3.36과 3.37은 다양한 발전 설비 2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부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의 변화에 따른 부하 설비 1의 공진 전압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림 3.36으로부터 부하 인덕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 

전압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으나, 발전 설비 2의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Case 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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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에서 보듯이, 발전 설비 2의 캐패시턴스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으며, 부하 캐패시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3.35의 부하 공진 전압과 

유사한 공진 전압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 3. 38 부하 인덕턴스와 V2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CL = 1mF) 

 

그림 3. 39 부하 캐패시턴스와 V2의 공진 전압 크기 변화(LL = 10μH) 

 

  그림 3.38와 3.39는 다양한 발전 설비 2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부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의 변화에 따른 부하 설비 2의 공진 전압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림 3.38에서 보듯이 부하 인덕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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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의 크기가 인덕턴스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인덕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 전압이 증가한다. 부하 

캐패시턴스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자신의 캐패시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 전압은 감소한다.  

 

  이러한 다중 공진 현상은 대용량 양방향 부하들 사이에서만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단방향 부하들은 사고 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2.2.5절에서 

서술한 대로,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의 방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진이 

제한된다. 또한 소용량 양방향 부하들은 DC단 전류가 크지 않을뿐더러, 

비교적 큰 저항을 가지고 있어 3.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진의 

감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3.2.2 과도 전압 제어기 

  과도 전압 제어기들은 3.1.2.2절에서 분류한 전압 과도 대역에서 과도 

부하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이들 제어기는 그림 2.2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높은 성능의 제어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계통 

파라미터에 의하여 부하에 미치는 제어기의 성능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제어기 설계가 필요하다. 과도 전압 제어는 3가지 제어기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가장 높은 전압 제어 대역폭을 가진 ESS 전압 제어기가 

계통의 전압 변동을 제한하고,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전향 보상기가 

대부분의 과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는 과도 공진 억제를 통한 전압 변동의 제한과 과도 부하 보상 

모두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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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 과도 대역에서의 제어는 각 전력 설비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필요가 있다. 전압 과도 대역에서는 선로의 인덕턴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진 성분으로 인해 계통 내 캐패시터들 간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하에 대한 상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계통의 

정보 없는 통신의 대역폭을 초과하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선로 

인덕턴스로 인해 부하 변동에 관한 관측기의 구성도 불가능하다. 특정 

캐패시터의 전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 부하가 유일하지 않으며, 

다른 제어기의 동작으로 인하여 대상 전력 설비의 과도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하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계통 설비의 제어는 부하의 

종류나 형태에 관계 없이 자신의 캐패시터 전압 또는 자신의 선로 전류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를 한다.  

 

3.2.2.1 전압 제어기와 부하 전압 

  전압 과도 제어기의 설계에 앞서, 전압 과도 제어기가 과도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40은 이상적 전압원과 연계된 DC 

계통에 부하가 가해지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는 3.2.1절의 그림 3.14의 

간소화 회로에서 발전 설비의 캐패시턴스를(Cg)를 무한하다고 가정한 

경우로, 부하 전류에 대한 부하 전압의 전달함수는 식 3.47과 같다. 

계단파 부하에 대한 전달함수는 식 3.48과 같으며, 시간 영역에서 부하 

전압의 함수는 식 3.22로부터 식 3.4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33 

 

그림 3. 40 이상적 전압원과 계단파 부하로 구성된 간소화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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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49에 대하여 표 3.11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파형을 그림 3.4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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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식 3.49의 다항식 성분의 기울기(Cvc,step)가 0이므로 정상 

상태에서의 전압 변동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 성분만 존재한다. 이는 

이상적 전압원이 공통 전압 성분의 변동을 제안하여, 선로 인덕턴스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하의 전압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11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g R L i0 

17.5mF 400F 11mΩ 50μH 2000A 

 

 

그림 3. 41 이상적 전압원과 계단파 부하에 의한 부하 전압 변동 

 

  이상적 전압원을 가정한 그림 3.40의 회로에 대하여 계단파 부하에 

의한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의 크기는 식 3.50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선로 인덕턴스와 부하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최대 크기가 결정된다. 발전 

설비의 전압은 이상적 전압원이므로, 식 3.51과 같이 공진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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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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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2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 변화 

 

  그림 3.42는 식 3.50의 발전 설비의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부하 

전압의 공진 성분 크기로, 이상적 전압원일 때 부하에 발생하는 공진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진 성분으로 인하여 그림 

3.41과 같이 전압이 기준 전압 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선로 공진 주파수(ωres,step) 대역에서 전압원으로서 동작 하지 

않도록 계통 전압 제어 대역폭(ωvc)을 식 3.52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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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res step                      (3. 52) 

 

3.2.2.2 ESS 전압 제어기  

  ESS의 전압 제어기는 계통 설비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 제어 대역폭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 과도 

부하 변동량에 비하여 작은 배터리 및 전력 변환 장치 용량으로도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설명한 정출력 부하가 유발하는 

불안정성(instability)에 관여하는 성분과 초기 과도 전압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과도 부하로 인한 공통 전압 성분의 대부분은 후술할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전류 전향 보상을 통해 공급한다. ESS의 전압 제어기는 

과도 대역 동안 ESS 캐패시터 전압만을 제어하지만, 3.2.2.1의 설명과 

같이 부하 입장에서는 특정 캐패시터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부하 

하 전압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림 3. 43 ESS의 전압 제어기 구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ESS의 전압 제어기는 일반적인 적분-비례(IP) 

제어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림 3.43과 같이 전류 제어기를 내부에 

포함한 캐스케이드(cascade) 형태이다 [99]. 일반적인 전압 제어기의 

이득은 식 3.53과 같이 자신의 캐패시터턴스를 기준으로 하며, 식 3.54와 

같은 전압 제어 대역폭을 확보한다. 

+



137 

 

, _ _ _

2
, _ _

2 ,

.

p ESS vc ESS vc ESS vc ESS

i ESS vc ESS vc ESS

k C

k C

 






                   (3. 53) 

2
_,

* 2 2
, _ _ _

.
2

ESS vcdc ESS

dc ESS ESS vc ESS vc ESS vc

V

V s s


  


 

            (3. 54) 

 

  본 논문의 ESS 전압 제어기는 과도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압 제어기의 이득 설정을 위해서는 내부의 전류 

제어기 대역폭을 고려한 외란 억제(disturbance rejection) 성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류 제어기의 전달함수를 식 3.55와 같이 저역 통과 

필터로 가정하면, 부하 전류에 의한 ESS 전압의 전달함수는 식 3.56과 

같다. 식 3.56에 일반적인 전압 제어기의 이득인 식 3.53을 대입하면 식 

3.57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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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이 보이는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식 3.57을 식 

3.58과 같이 가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전달함수의 극점(pole)의 위치를 

식 3.5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극점의 위치가 실수(real number)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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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 3.60과 같이 전압 제어기의 댐핑 

계수(ζESS_vc)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압 제어기의 댐핑 계수는 과도 

상태에서 과도한 오버슛(Overshoot)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0.7보다 커야 하므로 식 3.61과 같이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을 식 3.62와 같이 해석하면,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kp,ESS_vc)은 전류 제어기 대역폭에 의하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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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4 ESS 전압 제어기 설계를 위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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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 전압 제어기의 제어 대상(plant)이 단일 캐패시터(CESS)가 아닌 

그림 3.44에 표시한 바와 같은 CLC 회로이므로 이에 대한 성능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용량 선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적용하므로 선로 공진 주파수가 ESS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진 성분은 3.2.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빠르게 

감쇠하므로 별다른 제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공진 주파수에서도 전압 

제어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내부 전류 제어기가 이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가정한다. 전압 

제어기(Controller) 전달함수는 식 3.63과 같고, 제어 대상(plant)의 

전달함수는 CLC 회로의 임피던스와 같으므로, 식 3.18로부터 식 3.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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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식 3.65의 개루프 전달함수(open Loop 

transfer function)에 대한 보드 선도는 그림 3.45와 같다. 위상 

여유(phase margin)는 96Hz에서 56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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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ESS R L ωESS_vc ζESS_vc 

17.5mF 2.2mF 30mΩ 50μH 2π·300 rad/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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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5 CLC 회로에 대한 전압 제어기의 개루프 보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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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6 다양한 전압 제어 대역폭에 대한 개루프 보드 선도 

  

 

그림 3. 47 다양한 전압 제어 대역폭에 대한 개루프 보드 선도 

 

  그림 3.46은 댐핑 계수를 1로 유지한 채, 다양한 전압 제어 대역폭에 

대한 개루프 전달 함수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전압 제어 대역폭이 

주파수 [Hz]

크기
[dB]

위상
[deg]

500Hz
300Hz
100Hz

주파수 [Hz]

크기
[dB]

위상
[deg]

3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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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짐에 따라 위상 여유가 감소하여, 전압 제어기가 100Hz인 

경우에서는 40º가 된다. 그림 3.47은 300Hz의 전압 제어 대역폭을 

유지한 채, 다양한 댐핑 계수에 대한 개루프 전달 함수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댐핑 계수가 감소함에 따라 위상 여유가 감소하여, 0.7에서는 

47º가 된다.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을 고려한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식 3.66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표 3.13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개루프 보드 선도는 그림 

3.48과 같다. 전류 제어기의 저역 통과 필터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주파수에서 위상이 감소하게 된다. 크기가 0dB가 되는 69.3Hz에서의 

위상 여유는 47º이며, 747Hz에서는 68º이다. 그림 3.49는 전류 제어 

대역폭 변화에 따른 개루프 전달함수의 보드 선도의 변화이다. 위상 

여유는 2.4kHz에서 72º, 1.6kHz에서 67º로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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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6) 

표 3. 13 계단파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ωESS_vc R ωESS_cc 

17.5mF 2π·200rad/s 30mΩ 2π·2krad/s 

CESS ζESS_vc L  

2.2mF 1 50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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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8 전류 제어 대역폭을 고려한 개루프 보드 선도 

 

 

그림 3. 49 전류 제어 대역폭에 따른 고려한 개루프 보드 선도 

 

  ESS 전압 제어기는 다수의 대용량 양방향 부하에 대하여 전압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하의 공진 주파수 변동을 고려한 설계가 

2.4kHz
2kHz

1.6kHz크기
[dB]

위상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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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03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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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표 3.13의 변수에 대한 식 3.66의 전압 및 전류 제어기의 보드 

선도는 그림 3.50와 같다.  

 

 

그림 3. 50 전류 제어기를 고려한 전압 제어기의 보드 선도 

 

  위상 여유 확보를 위해서 그림 3.44의 CLC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를 

식 3.67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ESS 전압 제어기 대역폭(ωESS_vc)은 

3.2.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하 LC 공진 주파수(ωres,CL) 근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S의 전류 제어기 대역폭은(ωESS_cc) CLC 

공진 주파수(ωres,Cser)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전압 

제어기와 내부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CLC 

공진 주파수와 부하 LC 공진 주파수는 수 배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림 3.51과 3.52는 부하 캐패시턴스와 부하 인덕턴스 변화에 따른 부하 

LC 공진 주파수와 CLC 공진 주파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진 

주파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하 LC 공진 주파수가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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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제어기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CLC 공진 주파수가 전류 

제어기 대역폭보다 작도록 하였다. 표 3.14와 같이 ESS 전압 제어 

대역폭을 200Hz로 설정하면, 대용량 양방향 부하 선로 공진의 주파수는 

1kHz 이하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그림 3.51의 권장 영역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51에 따라, 부하 인덕턴스가 작은 경우에는 최소 

캐패시턴스의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림 3.51의 권장 영역에 

위치한 부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가 의한 CLC 공진 주파수는 그림 

3.52에 표시하였으며, 최대 1.3kHz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ESS의 LC 공진 주파수(ωres,CESS)보와 유사하며, ESS의 전류 제어 

대역폭으로 이보다 높은 2kHz 수준이 권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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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7) 

표 3. 14 ESS 전압 제어기 성능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ESS ωESS_vc ωESS_cc 

17.5mF 2.2mF 2π·200 rad/s 2π·2krad/s 

LL LESS ζESS_vc  

40μH 10μ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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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1 부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에 따른 부하 LC 공진 주파수 

 

 

그림 3. 52 부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에 따른 계통 CLC 공진 주파수 

 

그림 3.53은 표 3.14의 파라미터에 대해, 부하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ESS 전압 제어기의 개루프 전달함수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17.6mF의 

부하 캐패시턴스 [mF]

공진 주파수
[Hz]

10 H
20 H
30 H
40 H
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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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캐패시턴스의 위상 여유는 70Hz에서 38º이며, 캐패시턴스가 

작아짐에 따라 위상 여유가 증가하여 4.4mF에서 152Hz에서 54º이다. 

 

 

그림 3. 53 부하 캐패시턴스와 ESS 전압 제어기 개루프 보드 선도 

 

  그림 3.54는 표 3.14의 파라미터에 대해, 부하 인덕턴스 변화에 따른 

ESS 전압 제어기의 개루프 전달함수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80μH의 

인덕턴스에 대해 위상 여유는 639Hz에서 64º이며, 인덕턴스가 작아져도 

위상 여유의 변화는 미미하다. 10μH의 인덕턴스에 대해 위상 여유는 

1kHz에서 65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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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4 부하 인덕턴스와 ESS 전압 제어기 개루프 보드 선도 

 

  식 3.67에 따라 ESS의 선로 공진 주파수가 대용량 양방향 전력 설비 

중에서 가장 높아야 하므로, 선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모두 작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작은 선로 인덕턴스를 위해서는 ESS가 물리적으로 

분전반과 가까울 필요가 있으며, 작은 인덕턴스는 식 3.15에서 알 수 

있듯이 ESS가 전압원으로 동작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ESS의 전압 제어기는 캐패시터의 물리적인 크기에 관계 없이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작은 캐패시터의 사용이 가능하다. 전류 제어기 

대역폭 내에서, ESS의 비례 이득의 역수는 식 3.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등가 임피던스(ZESS_vc)로 볼 수 있다. 이 때, 전압 제어기 대역폭 

이내에서는 비례 이득의 등가 임피던스(ZESS_vc)가 캐패시터보다 작으므로, 

캐패시터의 물리적인 크기와 관계 없이 전압 제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칭으로 인한 캐패시터의 전압 맥동 등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작은 캐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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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_

_ , _ _

1 1 1
| | | | ; .

2
dc ESS

ESS vc ESS vc
de ESS p ESS vc ESS vc ESS ESS

V
Z s

I k C sC



          (3. 68) 

 

전압 과도 대역 제어기인 ESS 전압 제어기가 속도 과도 대역의 전압 

제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SS 전압 제어기의 전압 지령을 계통 

전압의 평균 전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2.3.2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2.2.3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향 전류 보상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계통 내 부하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 설비로, 

계통에 설치된 전체 부하의 용량을 초과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과도 부하가 소모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기타 전력 보조 장치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큰 용량과 AC/DC 전력 변환 장치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용량 ESS에 사용하는 DC/DC 전력 변환 장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 제어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도 부하의 공진 성분에 

대한 보상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계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주파수 

대역(긴 시간 대역)의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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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5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과도 전류 전향 보상 제어 구조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향 전류 보상은 그림 3.55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전기 선로에 흐르는 전류(ig,pcc)를 측정하여, 전류 제어기(LPFgen_cc)의 

지령으로 전향 보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류의 전향 보상은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제어 대역폭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ESS의 전압 

제어기 대역폭을 초과하여 부하 전류를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캐패시터의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압 제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과 비슷한 수준의 전압 제어기를 필요로 한다. 3.2.2.2절에서 설명한 

ESS의 전압 제어기가 계통 안정성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 56 캐패시턴스 비율에 따른 전향 보상 성능 분석을 위한 회로 

 

전류 전향 보상은 자신의 선로에 흐르는 전류(ipcc)를 보상하는 

방식이므로, 과도 전류의 대부분이 자신의 선로에 흐르도록 설계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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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3.56은 계통 내 캐패시턴스의 비율에 따라,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향 보상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간소화 회로이다. 그림 3.56의 

간소화 회로에 대하여 부하 전류(iL)에 대한 부하 전압(VL)과 발전기 

전압(Vg)의 전달 함수는 식 3.69와 3.70과 같다. ωgen_cc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제어기(LPFgen_cc)의 대역폭을 의미한다. 계단파 부하에 

대하여 부하 전압과 발전기 전압을 시간 영역에 대하여 풀면, 식 3.71 및 

3.72를 얻을 수 있다. 

  표 3.15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식 3.71 및 3.72에 의한 시간에 따른 

캐패시터 전압 변동을 그림 3.57에 나타내었다. 그림 3.56의 간소화 

회로에서 선로의 인덕턴스를 무시하였으므로, 두 전압의 차이는 

저항(R)에 의한 전압 강하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은 발전기 전압 

함수 식 3.72에 한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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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표 3. 15 부하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g R io ωgen_cc 

17.5mF 40mF 11mΩ 2000A 2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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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7 전향 보상 제어기의 시간에 따른 캐패시터 전압 변동 

 

  캐패시터의 총 크기를 유지한 채, 다양한 캐패시턴스 비율에 따른 

발전기 전압을 그림 3.58에 나타내었다. 캐패시터의 비율은 1:9부터 

9:1까지 9가지를 도시하였다. 발전기 캐패시턴스(Cg)가 부하 

캐패시턴스(CL) 보다 커질수록, 더 작은 전압 변화량을 가지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향 보상 전류는 초기 수 

ms에서의 전압 제어 동작을 보조하기 위함이므로, 그림 3.58의 초기 

5ms를 확대하여 그림 3.59에 나타내었다. 발전기 캐패시턴스의 비율에 

따라 초기 전향 보상 성능이 달라지므로, 발전기 캐패시턴스가 충분히 

크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2.3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3.60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량을 보여준다. 전기 제어기 대역폭은 30Hz부터 동일 간격으로 

300Hz까지 9가지를 도시하였다. 초기 기울기는 전류 제어기가 동작하지 

않는 시점이므로 대역폭과 관계 없이 유사하지만, 전류 제어기 대역폭이 

높을수록 5ms 시점의 전압 변동량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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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8 캐패시터 비율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 

 

 

그림 3. 59 캐패시터 비율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 

 

 

그림 3. 60 전류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발전기 전압 변화 

시간 [s]

전압 변화량
[V]

Cg : CL = 1 : 9

Cg : CL = 9 : 1

시간 [ms]

전압 변화량
[V]

ωgen_cc = 2 30

ωgen_cc = 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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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1 전류 전향 보상의 성능 

 

  발전기 연계 컨버터에 공진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61과 같은 회로에 대하여 부하 전류에 따른 부하 

전압 및 발전기 전압의 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3.72 및 3.73과 같다. 표 

3.16의 파라미터에 대한 보드 선도는 그림 3.62과 같다. 전류 제어기 

대역폭을 넘는 높은 주파수 대역(짧은 시간 대역)에서는 발전 설비와 

부하는 각각 자신의 캐패시터의 크기에 의한 외란 제거 성능을 갖는다. 

부하 전류제어 대역폭 이내에서는 전류 제어기가 외란 제거 성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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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 발전기 전류 전향 보상기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Cg R L io ωgen_cc 

17.5mF 40mF 11mΩ 70μH 2000A 2π·300 

 

 

그림 3. 62 전류 전향 보상의 외란 제거 성능 보드 선도 

 

  그림 3.63 및 3.64는 표 3.16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전류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발전 설비 및 부하의 외란 제거에 대한 보드 선도를 

나타낸다. 발전 설비와 부하 모두 전류 제어기 대역폭이 높을수록 낮은 

주파수에서 더 나은 외란 제거 성능을 보인다. 식 3.73 및 3.74를 낮은 

주파수에서 해석하면, 식 3.75 및 3.76과 같다. 발전 설비의 외란 제거 

성능은 전류 제어 대역폭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부하의 경우에는 

저항의 크기 이하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전류 제어 대역폭은 식 

3.77과 같이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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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3 전류 제어기 대역폭과 발전 설비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그림 3. 64 전류 제어기 대역폭과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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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5 및 3.66은 표 3.16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발전 설비의 

캐패시턴스에 따른 발전 설비 및 부하의 외란 제거에 대한 보드 선도를 

나타낸다. 부하의 공진 주파수보다 낮은 영역에서,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의 증가는 발전 설비와 부하 모두에서 더 나은 외란 제거 

성능을 보인다. 낮은 주파수에서 외란 제거에 대한 식은 3.75 및 3.76과 

같으며,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의 용량이 증가하면 식 3.77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한 전류 제어 대역폭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부하 공진 

주파수를 넘는 영역에서는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의 용량과 관계 없이,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성능은 부하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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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5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와 발전 설비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그림 3. 66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와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그림 3.67 및 3.68은 표 3.16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발전 설비의 

인덕턴스 크기에 따른 발전 설비 및 부하의 외란 제거에 대한 보드 

주파수 [Hz]

크기
[dB]

위상
[deg]

부하 공진

4mF
12mF
20mF
40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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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를 나타낸다. 발전 설비의 선로 인덕턴스의 증가는 식 3.73 및 

3.74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높은 주파수 대역에 관여하므로, 부하 

공진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ESS의 전압 제어기가 관여하므로, 발전 설비의 인덕턴스는 큰 

값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 67 발전 설비 인덕턴스와 발전 설비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161 

 

그림 3. 68 발전 설비 인덕턴스와 부하 전압의 외란 제거 보드 선도 

 

  발전기 전류 전향 보상의 성능은 계통 전체 캐패시턴스 중 발전 설비 

캐패시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향상되며, 식 3.77에 따라 최대 

전류 제어 대역폭이 감소한다. 발전 설비의 선로 인덕턴스는 그 영향이 

미미하므로, 물리적으로 분전반과 떨어져 있어도 무방하며, 선로 길이로 

인한 인덕턴스는 제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2.4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추진 인버터는 전기 추진 선박의 추진 부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 전체 계통 용량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인버터는 양방향 전력 변환 장치이므로, 전압 과도 대역에서 계통에 

도움을 제공하여 발전 설비처럼 동작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추진 

인버터는 능동 댐핑 제어를 통해 전압 과도 대역에서는 발전 설비의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는 과도 부하의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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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나 정출력 부하로 인한 불안정성(instability)을 억제하는 역할과 

공통 전압 성분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 부하는 2.2.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당한 질량을 가진 선박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당히 큰 시정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버터의 

정출력 부하로 인한 불안정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낮은 전류 제어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진 전동기에 저장된 

관성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능동 댐핑을 적용하여, 추진부하는 높은 

전류 제어 대역폭에서도 정출력 부하로 인한 불안정 요소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출력 부하들의 불안정 요소를 저감할 수도 있다. 이는 

2.2.4절에서 언급한 펄스 부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3. 69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active damping) 제어기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는 그림 3.69와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78과 같다 [106]. 능동 댐핑 전류 

지령(Iad,prop
*)은 추진 인버터의 DC 전압의 오차에 비례하므로, 비례 전압 

제어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능동 댐핑은 자신의 출력에 

의한 불안정 요소를 억제하는 목적이므로 식 3.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출력(Pprop)이 감소하면 비례 이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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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능동 댐핑 제어기는 추진 출력에 관계 없이 

일정한 성능을 갖도록 식 3.79와 같이 구성하였다. 식 3.79의 능동 

댐핑을 위한 DC단 전류를 제어하기 위하여, 식 3.80과 같이 인버터의 

출력 전압에 능동 댐핑 지령을 추가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현은 추진 인버터의 AC 전류인 전동기 전류(Idq,prop)의 크기에 따라 

구현상의 능동 댐핑의 이득(kdamp,prop_AD’)이 변하는 효과가 있다. 추진 

전류의 크기는 추진 출력의 큰 시정수로 인하여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과도 대역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능동 댐핑 제어기에서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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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댐핑 제어기의 전달 함수 식 3.79와 같고, 그림 3.70의 CLC 

형태의 간소화 계통에 대한 전달함수는 식 3.81과 같다. 이를 활용하여 

표 3.17의 파라미터에 대한 능동 댐핑 제어기의 전압 제어 성능에 대한 

보드 선도를 그림 3.71에 나타내었다. 능동 댐핑 제어기의 동작 영역은 

부하 공진 주파수 이하의 공통 전압 성분과 계통 CLC 공진 대역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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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는 발전기 전류 전형 보상기와 

다르게 전류 제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CLC 공진 대역에서도 

비례 전압 제어기로서 동작할 수 있다. 댐핑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주파수 대역 성능의 개선과 함께, CLC 공진 대역의 주파수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70 능동 댐핑과 계통 CLC 회로 

 

2

2

1
, .

( )( 1)
p prop ESS prop L

ser
p prop Lprop L ser ser

V C Ls RC s C C
Plant C

i C Cs C C C Ls RC s

 
  

  
    (3. 81) 

 

표 3. 17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CL LL Cprop Lprop R kdamp,prop_AD fsw,prop 

17.5mF 40μH 5mF 50μH 10mΩ 5 4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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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1 능동 댐핑 제어기 댐핑 계수(kdamp,prop_AD)와 전압 제어 보드 선도 

 

  그림 3.72 및 3.73은 추진 인버터의 캐패시턴스 변화와 총 선로 

인덕턴스의 변화에 따른 전압 제어 보드 선도를 나타낸다. 추진 인버터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CLC 

공진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선로 인덕턴스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추진 인버터와 분전반의 거리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추진 인버터가 선박 내 고정된 위치를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공간 설계에 자유도를 제공한다. 펄스 부하의 공진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캐패시턴스를 조절하면, 추진 부하가 펄스 부하로 인한 공진 

전압 성분의 억제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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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2 추진 인버터 캐패시턴스에 따른 전압 제어 보드 선도 

 

그림 3. 73 추진 인버터 인덕턴스에 따른 전압 제어 보드 선도 

 

  이러한 방식의 능동 댐핑은 전동기 전류가 0A이거나 매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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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구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류가 작은 경우 식 3.80의 전압 

지령이 증가하여 추진 인버터의 정격 전압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 출력이 낮거나 비추진 상황에서 능동 댐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회전을 수행하는 추진 전동기에 무효 전력 전류를 흘려줄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하여 추진 인버터 정격의 수 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비 추진 상황에서 

능동 댐핑의 사용은 펄스 부하와 같은 과도 부하의 사용시로 제한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능동 댐핑은 식 3.78과 같이 계통 전압에 대한 저역 통과 

필터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전압 과도 대역에서만 비례 전압 제어기처럼 

동작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2.3.1절에서 하도록 한다. 

 

3.2.3 공통 전압 제어 

  공통 전압 성분은 과도 부하에 의하여 발생한 전압 변동 성분이지만, 

3.2.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로 인덕턴스에 의한 공진 성분과는 별개로 

전 계통의 캐패시터가 공유하는 전압 성분이다. 공통 전압 성분의 변동은 

과도 부하가 부족한 전력을 계통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므로, 공통 전압 성분의 제어는 과도 부하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공진 성분은 

ESS와 추진 인버터가 제어했다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통 전압 제어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가 제어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 전압 제어기는 3.2.2.2절의 ESS 전압 제어기나 3.2.2.4절의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에 비하여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발전기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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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 보상을 통해 전압 과도 현상에 대한 간접적인 전압 제어를 수행하고, 

ESS나 추진 인버터가 전압 과도 현상에 에 대한 직접적인 전압 제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전압 제어기가 발전기 전압 제어 성능에 

간섭하지 않도록 제어기를 구성하고 그 이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74 과도 부하에 의한 공통 전압 변동 분석을 위한 간소화 회로 

 

  그림 3.74는 과도 부하에 의한 공통 전압 성분의 변화량을 수식적으로 

구하기 위한 간소화 회로를 보여준다. 공통 전압 성분은 계통 내 

인덕턴스와 무관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무시하였다. ESS나 추진 인버터의 과도 전압 보상기는 전압 

차이(Vpcc,err)에 의한 비례 제어기(kpv)로 가정하였다. 저항과 캐패시턴스 

비율 및 비례 제어기 가정에 따른 오차는 3.2.3.1절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3.74에서 부하 전류에 대한 발전기 전압의 전달함수는, 부하 

전류의 대부분이 발전기 선로에 흐른다고 가정하면, 식 3.8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계단파 부하에 대한 시간 영역 함수를 구하면 식 

3.83과 같다. ωkp는 비례 전압 제어기의 내부 전류 제어 대역폭을 

의미한다. 표 3.18의 변수에 대하여 식 3.84와 같이 전압 제어기 비례 

ig,pccCg

iL

Vpcc

LPFkp(kvcVpcc,err)

과도 전류 보상 ig=LPFgen_cc(ig,pcc)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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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설정하면, 그림 3.75와 같은 파형을 얻을 수 있다. 공통 전압 

성분의 최대 변동이 20V 수준이므로, 식 3.84의 비례 전압 제어기 

이득을 고려하면 전압 제어기가 1000A 계단파 부하에 대하여 166A의 

전류 보상이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하 대비 17%의 용량의 

전압제어기로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부하 전류가 

발전기로 흐르는 가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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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8 공통 전압 성분 계산을 위한 파라미터 

Cg Cvc ωvc ωkp 

17.5mF 2.2mF 2π·300 rad/s 2π·2000 rad/s 

i0  ζVC ωgen_cc 

1000A  1 2π·300 rad/s 

 

 

그림 3. 75 계단파 부하 변동에 대한 공통 전압 변화량 

 

 

그림 3. 76 발전기 연계 컨버터 전류 제어 대역폭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100Hz
300Hz
500Hz

시간 [ms]

전압 변화량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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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6은 표 3.18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제어 대역폭에 따른 공통 전압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류 제어 

대역폭이 낮아지면, 발전기의 과도 보상 전류가 줄어들어, 비례 전압 

제어기가 보상해야 하는 전류가 늘어나므로 전압 오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례 전압 제어기는 전압 오차에 비례하여 보상 전류가 

증가하므로, 전압 오차 없이 보상하는 전류 전향 보상기의 빠른 대역폭이 

요구된다. 

 

 

그림 3. 77 발전기 연계 컨버터 캐패시턴스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그림 3.77은 표 3.18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캐패시턴스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캐패시턴스가 커짐에 따라 전압 

변화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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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8 비례 전압 제어기의 이득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그림 3. 79 비례 전압 제어기 내부 전류 대역폭에 따른 공통 전압 변동  

 

  그림 3.78은 표 3.18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비례 전압 제어기 이득에 

따른 공통 전압의 변화를 보여준다. 비례 전압 제어기의 이득이 클수록 

100Hz
300Hz
500Hz

시간 [ms]

전압 변화량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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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변동이 감소한다. 그림 3.79는 비례 전압 제어기 내부 전류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충분히 높은 전류 제어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다면, 공통 전압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3.1 시뮬레이션과의 비교 

  지금까지 설명한 공통 전압 변동폭의 분석에 있어 간소화 회로와 실제 

선박 계통 사이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구성도는 그림 3.80과 같으며,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표 3.19와 같다. 자세한 시뮬레이션 구성 및 

파라미터는 4장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1000V 선박 

DC 계통에 1.5초에 1000A의 계단파 부하가 가해졌다.  

 

 

그림 3. 80 시뮬레이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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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Cg CL kdamp,prop_AD 

17.5mF 10mF 1 

ωgen_cc ωESS_vc i0 

2π·300 rad/s 2π·300 rad/s 1000A 

 

  그림 3.81과 3.82 및 3.83은 계통 내 캐패시터의 용량이 변화에 따른 

발전기 전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의 전압 파형은 

3.2.1절에서 분석한 공진에 의한 성분과 3.2.3절에서 분석한 공통 전압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81 발전기 캐패시터에 따른 발전기 전압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81은 발전기 캐패시턴스 변경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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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표 3.20은 식 3.82에 의한 공통 전압 성분의 최저값, 식 

3.23에 의한 공진 전압 성분의 최대 값, 3ms 시점의 잔여 공진 비율과 

이들로 인한 최저 전압을 표시하였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 그림 3.81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식 분석 결과 

발전기 캐패시턴스 8.8mF 17.6mF 35mF 

식 3.82에 의한 

공통 전압 성분 변동의 최대값 
31V 20V 12V 

식3.23에 의한 

공진 성분의 진폭 
23.1V 18.4V 12.4V 

식 3.23에 의한 

3ms에서 공진 성분의 비율 
0.66 0.66 0.66 

수식에 의한 최대 전압변동폭 46.2V 32.1V 20.2V 

시뮬레이션 최대 전압변동폭 46V 34V 2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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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2 계통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발전기 전압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82는 표 3.21와 같이 발전기와 부하 캐패시터를 제외한 다른 

캐패시터의 용량을 변경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발전기 

캐패시터와 다르게 계통 전압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1 그림 3.82의 시뮬레이션에서 계통 캐패시턴스 변화 

 (1) (2) (3) (4) 

발전기 캐패시턴스 17.5mF 

ESS 캐패시턴스 2.2mF 11mF 2.2mF 2.2mF 

추진 인버터 캐패시턴스 3.3mF 3.3mF 16.5mF 3.3mF 

계단파 부하 캐패시턴스 10mF 

일반 부하 캐패시턴스 5mF 5mF 5mF 10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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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3 부하 캐패시터에 따른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결과 

 

표 3. 22 그림 3.83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식 분석 결과 

부하 캐패시턴스 5mF 10mF 20mF 

식 3.82에 의한 

공통 전압 성분 변동의 최대값 
20V 20V 20V 

식3.23에 의한 

공진 성분의 진폭 
17.6V 18.4V 16V 

식 3.23에 의한 

3ms에서 공진 성분의 비율 
0.66 0.66 0.66 

수식에 의한 최대 전압변동폭 31.6V 32.1V 30.8V 

 

그림 3.83는 부하 캐패시터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부하 캐패시턴스는 공통 전압 성분에 영향일 미치지 않으며, 공진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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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만 영향을 준다. 이를 표 3.22에 정리하였다. 공진 성분은 감쇠 

계수에 의하여 줄어드므로, 시뮬레이션과의 비교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전압의 최저점인 3ms에서의 감쇠 계수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림 3.84, 3.85, 3.86은 과도 제어기들의 성능에 따른 계통 전압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계단파 부하로 인한 공진 성분은 

제어기 대역폭과 무관하므로, 대역폭에 따른 공통 전압 성분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23은 수식을 통해 분석한 그림 3.76와 3.78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그림 3.84 및 그림 3.85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전압 변동량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84 발전기 전류 대역폭에 따른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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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5 ESS 전압 대역폭에 따른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표 3. 23 그림 3.84 및 3.85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식 분석 결과 

발전기 전류 제어 대역폭 100Hz 300Hz 500Hz 

공통 전압 성분 변화량 -26V -6V - 

ESS 전압 제어 대역폭 100Hz 300Hz 500Hz 

공통 전압 성분 변화량 -7.5V -2.5V - 

 

그림 3.86은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계수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3.87은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식 3.82의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 

식 3.83에 능동 댐핑 계수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공통 전압 

성분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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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6 추진 인버터 능동댐핑계수(kdamp,prop_AD)와 계통 전압 시뮬레이션 

 

 

그림 3. 87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계수(kdamp,prop_AD)와 식 3.82의 전압 변동 

 

 

 

시간 [ms]

전압 변화량
[V]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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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과도 전압 제어기의 발전기 전압 제어 간섭 

정상 상태의 계통 전압 제어는 발전기가 수행하므로, 전압 과도 대역의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을 제한하여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역폭 제한이 필요한 과도 전압 제어기로 ESS 전압 제어기 

및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가 있다. 본 절에서는 다수의 전압 

제어기가 다중 입력(Multi input) 시스템으로 동작하여 계통 전압을 

제어하면서 발생하는 간섭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과도 전압 제어기들의 

대역폭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2.2.2의 ESS 전압 제어기와 3.2.2.4의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에 대하여, 식 3.85와 같이 전압 지령(Vdc
*)을 캐패시터의 평균 

전압으로 생성하여 전압 오차 성분(Verr)이 고역 통과 필터(HPF)로 

주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 전압 제어기가 낮은 대역에서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 ( ) ( ).
dc dcerr dc dc V dc dc V dcV V V LPF V V HPF V              (3. 85) 

 

 

그림 3. 88 전압 제어기 간섭을 분석하기 위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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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9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계통 전압 제어기 구조 

 

그림 3.88은 과도 전압 제어기와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의 

간섭을 분석하기 위한 간소화 회로이다. 부하 전류(iL)에 의하여 전압 

오차(Vdc,err)가 발생하면, 발전기는 전압 제어(PIgen_vc)를 수행하고, 

3.2.3.2절 및 3.2.2.4절 에서 설명한 과도 전압 제어기는 고역 통과 

필터(HPF)를 통과한 전압 오차에 대하여 전압 제어(PIvc)를 수행한다. 

그림 3.89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계통 전압 제어기와 전류 전향 

보상기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지령에 대한 계통 전압의 전달 함수는 식 

3.86과 같고, 부하 전류에 대한 계통 전압의 전달함수는 식 3.87과 같다. 

그림 3.90는 표 3.24의 변수에 대하여 발전기 전압 제어기가 단독으로 

동작할 때의 보드 선도와, 과도 전압 제어기와 함께 동작할 때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발전기가 단독으로 동작할 때의 전달 함수는 식 

3.86에서 과도 전압 제어기의 이득을 0으로 설정하였다. 표시한 영역은 

과도 전압 제어기에 의하여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전압 제어 성능이 

악화된 영역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전기 전압 제어기 성능에 대한 과도 

전압 제어기의 간섭은, 외란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나타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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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0은 식 3.87의 보드 선도를 

나타낸다. 그림 3.90 및 3.91의 표시 영역은 그림 3.90의 과도 제어기에 

의하여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성능이 악화된 영역을 나타낸다. 과도 전압 

제어기 입장에서는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전류도 외란으로 보이기 때문에, 

1Hz 주변에서 전압 제어기의 성능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였다. 과도 전압 

제어기는 높은 외란 제거 성능으로 부하 전류에 대한 계통 전압의 변동을 

억제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전압 제어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도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_

*
_

.pcc gen vc

par gen vc Vdc vcpcc

V PI

sC PI HPF PIV


  
                  (3. 86) 

_

1
.pcc

L par gen vc Vdc vc

V

I sC PI HPF PI


  
                   (3. 87) 

  여기서, 

   2, _
_ , _ _ _ _2i gen vc

gen vc p gen vc vc gen vc gen vc gen vc

k
PI k Cs       , 

  
2

,
, _ , _ 2i vc vc

vc p rpop AD vc p rpop AD E vc vc

k
PI k k k Cs s

        
 

, 

  
,

1Vdc Vdc
Vdc HPF

s
HPF LPF

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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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4 전압 제어기 간섭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Cg ωgen_vc  ωvc ωVdc,HPF 

17.5mF 2π·5 rad/s 2π·300 rad/s 2π·20 rad/s 

Cvc ζgen_vc ζVC kp,prop_AD 

2.2mF 2 1 15 

 

 

 

그림 3. 90 과도 전압 제어기의 발전기 전압 제어기 성능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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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1 과도 전압 제어기와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 

 

  그림 3.92와 그림 3.93는 과도 전압 제어기의 지령에 대한 고역 통과 

필터의 성능에 따른 발전기의 전압 제어 성능과 모든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을 보여준다. 과도 전압 제어기의 성능을 제한하면, 발전기의 전

압 성능은 향상 되지만, 외란 제거 성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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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2 과도 제어기 전압 지령 HPF 대역폭과 전압 제어 성능 변화 

 

 

그림 3. 93 과도 제어기 전압 지령 HPF 대역폭과 외란 제거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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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4와 3.95는 발전기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발전기의 전압 

제어 성능과 모든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을 보여준다. 발전기 

캐패시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기 전압 제어 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외란 제거 성능도 발전기 전압 제어 대역에서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94 발전기 캐패시턴스에 따른 전압 제어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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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5 발전기 캐패시턴스에 따른 외란 제거 성능 변화 

 

  그림 3.96과 3.97은 ESS의 과도 전압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발전기의 

전압 제어 성능과 모든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을 보여준다. ESS의 

전압 제어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외란 제거 성능이 증가하면서 발전기 

전압 제어 성능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9 

 

그림 3. 96 ESS의 전압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전압 제어 성능 변화 

 

 

그림 3. 97 ESS의 전압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외란 제거 성능 변화 

 

  그림 3.98과 3.99는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계수에 따른 발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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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제어 성능과 모든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을 보여준다.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성능은 발전기 전압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ESS 전압 제어기가 제거하지 못한 외란에 대하여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98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계수에 따른 전압 제어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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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9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 계수에 따른 외란 제거 성능 변화 

 

  과도 전압 제어기는 발전기 전압 제어기보다 높은 대역의 외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발전기 전압 제어 대역폭에 간섭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ESS의 전압 제어기 대역폭에 따른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성능 

악화가 뚜렷하며, 과도 전압 제어기의 지령에 사용한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를 높임으로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단 주파수의 변경은 과도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도 전압 제어기의 외란 제거 

능력을 유지하면서 발전기 전압 제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는 

발전기 캐패시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계수는 발전기 전압 제어기를 보완하여 높은 대역의 외란을 제거하므로, 

필요에 따라 높은 값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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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속도 과도 제어 

본 절에서는 3.1.2.2절에서 속도 과도 대역으로 분류한 시간 대역에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와 ESS 컨버터 및 추진 인버터간의 제어에 대하여 

다룬다. 이 대역은 준-정상상태에 해당하는 큰 시정수를 가지고 있어 

선로 인덕턴스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통 내 모든 캐패시터가 병렬로 

구성되어 전압이 공유되는 PCC 형태의 계통을 가정할 수 있다. 모든 

캐패시터들이 전압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압 과도 대역에서의 제어와 같이 

각 전력 변환 장치들이 각자의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속도 과도 대역에서 계통의 전압은 기본적으로 발전기가 

제어하도록 구성한다. 발전기가 전압을 제어한다는 뜻은, 발전기 만으로 

추진 인버터를 포함한 모든 부하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기만으로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과도 부하나 발전기 탈락 등의 

상황에서는, 발전기가 계통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통의 전압 제어는 다른 전력 설비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 설비는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SS와 추진 인버터가 각각 배터리와 추진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하여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속도 과도 제어를 제안한다. 이러한 속도 과도 제어는, 각 

전력 변환 장치들이 서로의 제어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발전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협조적으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계통 전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박 DC 계통의 엔진-발전기는 2.2.1.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낮은 

부하율에서는 연비 개선을 위하여 저속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저속 

운전으로 인하여 엔진-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 작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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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크기의 부하 변동이나 발전기의 탈락이 발생하면 순시적으로 

발전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진-발전기를 보다 높은 속도로 가속하여 순시 최대 발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엔진-발전기의 커다란 관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운전점 변경에 수 초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속을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제안하는 속도 과도 제어는 엔진-발전기의 발전량이 제한되는 수 초 

동안의 부족한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ESS의 배터리 에너지 및 추진 

전동기와 선박의 관성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발전기를 제외한 

전력 설비의 에너지 사용은 엔진-발전기가 단독으로 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를 제외한 전력 설비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모한 에너지를 다시 

발전기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전력 전달 과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ESS의 배터리 에너지나 추진 전동기의 관성 에너지와 같은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의 사용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계통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계통의 전압 

변동이나 캐패시터의 용량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계통에 저장된 에너지의 사용 전략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있다. 부하의 변화량이 자체의 크기가 크더라도 변화 

속도가 가버너의 과도 특성 내의 느린 부하 변동에 대해서는, 엔진-

발전기 스스로 가변속을 수행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가버너의 제어 성능보다 빠른 

부하라 하더라도 지속시간이 짧은 펄스 형태의 부하에 대해서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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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관성 에너지를 사용하여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엔진-발전기의 관성 에너지를 소모하면 엔진-발전기가 

감속하게 되므로, 엔진-발전기의 최대 출력이 감소하여 기존의 발전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하에 대해서는 발전기 

단독으로는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ESS나 추진 전동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전력 설비에 

저장된 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부하를 속도 과도 부하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해서는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엔진-발전기 가변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계통이 보다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속도 과도 제어기는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각 계통 설비에 저장된 에너지를 공급하여 계통 

전압을 유지하면서 발전기가 충분한 속도까지 가속하도록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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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0.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과도 제어기 동작 

 

  그림 3.100은 속도 과도 부하의 크기가, (a)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과 ESS의 예비력의 합보다 작은 경우와, (b)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과 ESS의 예비력의 합으보다 큰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3.100 (a)의 상황에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속도 과도 제어기는 엔진의 

가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통으로의 발전량을 제한하고 해당 전력 

여분으로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계통에 부족한 

발전기 최대 출력

현재 부하량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ESS 예비력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

추진 부하 차단 및 회생

시간

부하량

발전기 최대 출력

현재 부하량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ESS 예비력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

추진 부하 차단 및 회생

시간

부하량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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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우선적으로 ESS가 공급하면서 계통 전압을 제어한다. 이 시점에서 

발전기는 전압원이 아닌 전류원으로 동작하며, ESS는 과도 전압원이 아닌 

준-정상상태 전압원으로 동작한다. 그림 3.100 (b)의 상황에서는 ESS가 

작은 용량으로 인하여 출력이 포화되므로, 추진 인버터가 추진 부하를 

감소시키면서 계통의 전압을 유지한다. 이 시점에서는 발전기와 ESS는 

모두 전류원이며, 추진 인버터가 계통의 준-정상상태 전압원으로 

동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101 전압 범위에 따른 전압 제어 역할 분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속도 과도 제어기는 부하나 각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정보나 통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제어기들 

스스로 예비력을 투입하거나 부하 저감을 통한 최대 수요 전력 제어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 변환 장치의 계통 전압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원리는 DC Bus 

Signaling(DBS)과 유사하지만, 전압 영역에 따라 다른 전압 제어기의 

탈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01은 전압 

범위와 역할에 대한 예시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는 항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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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으로 계통을 제어하며, 드룹을 사용하지 않고 부하 분담을 수행한다. 

따라서, 과도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과 속도 과도 부하가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정격 전압에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만이 발생한다. 따라서, 

ESS는 정격 전압이 일정 수준을, 예를 들어 3% 이상, 벗어나면 발전기가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전압 제어를 수행한다. 

추진 인버터는 그 이상의 전압을, 예를 들어 5%, 벗어나면 발전기와 

ESS가 모두 출력이 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압 제어를 수행한다. 

다수의 ESS나 추진 인버터가 전압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안하는 속도 과도 제어기는 드룹이나 통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균등한 

부하 분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속도 과도 제어기의 동작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은 수 초에 지나지 않으므로, 균등한 부하 

분담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의 분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4.2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속도 과도 제어기와 과도 제어기는 서로 다른 대역에서 동시에 동작 

하므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나 ESS가 속도 

과도 제어기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계 없이, 이들의 전압 과도 제어기는 

과도 부하에 대한 전압 변동을 억제하여 그림 2.2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전기의 출력 제한이나 ESS의 출력 

포화 상황에서도 전압 과도 제어기들이 원활하게 동작 할 수 있도록, 각 

제어기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과도 부하로 인한 

전압 변동 및 전력 보상이 속도 과도 제어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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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속도 과도 부하와 엔진-발전기 가변속 제어 

엔진의 출력은 2.2.1.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버너의 속도 제어기 

및 엔진 토크 지연시간에 의하여 그 동특성이 제한된다. 따라서 수 십 ms 

이상 소요되는 가버너의 엔진 토크 제어 성능보다 빠른 과도 부하에 

대하여, 엔진의 출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빠른 부하 변동에 대하여 계통 전압 제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발전기 출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수 ms 안에 수행될 수 있으므로, 엔진 출력과 발전기 

출력의 차이로 인하여 엔진-발전기의 관성 에너지를 소모하여 감속이 

발생할 수 있다. 과도 부하의 크기가 작거나 지속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엔진-발전기의 관성 에너지 소모량도 작기 때문에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크기가 크면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과도 부하는 

상당한 관성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엔진-발전기가 감속하게 되어 발전량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엔진-발전기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과도 부하를 속도 과도 부하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AC 계통은 상당한 크기의 관성을 가진 발전기를 사용하므로, 

과도 부하에 대한 엔진-발전기 감속 수준이 미미하다. 따라서, 속도 과도 

부하를 고려한 특별한 제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DC 계통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지만 작은 관성을 가진 영구자석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구자석 발전기는 같은 부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속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DC 계통은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제어 전략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에 가해진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엔진-발전기의 

관성 에너지를 일정 수준까지 사용하도록 설정한다. 허용된 관성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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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소모하면, 부하에 공급하는 발전량을 제한하여 엔진-발전기를 

가속함으로써 발전기의 순시 최대 출력을 확보한다. 발전기가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을 제한하면,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엔진-

발전기를 가속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엔진-발전기의 가속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속도 과도 제어는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식 2.1로부터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토크(Tgen)에 대한 엔진-발전기의 속도 방정식은 식 3.8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0

EG
EG eng gen

EG EG gen

EG EG gen

d
J T T

dt
J T t

E T t







 

    

    

                    (3. 88)  

 

  엔진-발전기의 관성이 커질 수록 가속을 위해서 더 많은 관성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발전량 제한과 가속 시간을 요구한다. 오히려 

작은 관성을 가진 엔진-발전기는 적은 발전량 제한과 가속시간으로 

가변속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엔진-발전기의 관성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면,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관성 에너지를 소모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대신에 빠른 가속을 통해 확보한 추가적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발전량 제한이 속도 과도 제어에만 

영향을 주도록,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저역 출력만 제한하는 저역 동적 

제한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속도 

과도 제어는 전류 전향 보상과 같은 전압 과도 제어 성능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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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전압 과도 제어는 짧은 시간 동안만 

수행되므로, 이들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미미하여 속도 과도 제어기의 

동작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절에서 설명하는 엔진-발전기의 가변속은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행하므로, 상위 제어기와의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4절에서 설명하는 상위 제어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제어는 정상상태에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도 과도 대역의 발전량 상승으로 인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감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3.3.1.1 저역 동적 제한기(Low Bandwidth Dynamic Limiter) 

 

 

그림 3. 102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발전 제한을 위한 저역 동적 제한기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발전량 제한을 위한 저역 동적 제한기의 구성은 

그림 3.102와 같다. 저역 동적 제한은 크게 발전기 출력 제한에 관여하는 

동적 발전량 제한 지령 생성 부분과 전압 제어기의 출력의 저역 부분을 

제한하는 저역 제한기로 나눌 수 있다.  

  발전량 제한 지령은 정상 상태에서는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정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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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부하율에 따른 값(Pgen_rated)을 사용한다. 이는 현재 속도에서의 

발전기 최대 출력을 초과하지만 엔진-발전기 관성 에너지를 사용하여 

과도 부하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성 에너지 

사용은 엔진 속도의 저하를 야기하므로,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속도 

과도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엔진-발전기의 가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최대 발전량을 엔진-발전기의 순시 최대 

발전량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발전량 제한은 동적 발전 제한 지령 생성기를 통해 구현하였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엔진으로 회생하는 전력은 정격 전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엔진 자체적으로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는 엔진 브레이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엔진-발전기의 순간적인 초과 속도는 발전기 운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시간 지속되는 회생에서는 가버너 속도 제어기가 

반응하므로, 지속적인 엔진의 가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역 동적 제한기의 동작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발전량 

제한을 통한 발전기의 가속 여부를 판단하며, 2단계는 동적 발전량 제한을 

위한 제한기의 지령을 생성하고, 3단계에서는 발전기 지령을 과도 대역과 

속도 과도 대역으로 구분하여 속도 과도 대역에 대한 발전량 제한을 

수행한다. 마지막 4단계는 동적 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히스테리시스 

제어기를 구성한다.  

 

  1단계는 속도 과도 부하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통한 발전기 가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그림 3.102의 비교기(comparator)의 동작과 

관련된다. 비교기의 입력(Prsv,gen_DL
*)은 식 3.89과 같이 발전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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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발전기 출력 지령(Pgen_DL)이 순시 최대 발전량 기준(Pgen,inst_max)을 

초과하면 컨버터의 출력을 제한하고 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한다. 동적 

발전량 제한의 회복을 위한 히스테리시스 출력량(Physt,gen_DL)은 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비교기의 출력은 발전량 제한 여부를 표현하며 논리 

변수(stategen_DL)로 표현한다.  

 

*
, _ _ , _ , _

_

*
_ , _

1, ( ) 0
,

0,

( ).
gen

rsv gen DL gen DL gen inst max hyst gen DL
gen DL

gen DL P PI gen vc

if P P P P
state

otherwise

P LPF P

    
 




  (3. 89)  

 

  발전기 출력 지령은 과도 제어를 위한 전압 제어기 출력 성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전압 제어기의 출력(PPI,gen_vc
*)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식 

3.89와 같이 저역 성분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저역 통과 

필터(LPFPgen)의 대역폭이 높은 경우에는, 식 3.89의 논리 연산이 과도 

대역 제어에 반응하여 불필요한 발전량 제한 및 가변속을 수행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대역폭이 낮으면, 속도 과도 부하에 대응하지 못하고 엔진-

발전기의 가속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발전기가 정지(Stall)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발전기 출력 지령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LPFPgen)의 

대역폭을 발전기의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과도 제어의 영향을 제외하되, 가능한 빠르게 판단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_ max, _ ,( ) .gen inst max eng rm rsv acc genP P P              (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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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1) 

 

  식 3.89의 순시 최대 발전량 기준(Pgen,inst_max)은 식 3.90과 현재 

속도에서의 최대 발전량(Pmax,eng)에서 엔진-발전기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Prsv_acc,gen)을 제외한 값을 사용한다. 엔진-발전기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은 동적 발전량 제한이 수행될 때,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조절 하기 위한 변수로 식 2.1로부터 식 3.91과 같이 계산한다.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은 평균 값이므로 엔진-발전기의 각가속도( EGd
dt

 )를 

대신하여 엔진-발전기 각가속도 지령(αEG
*)을 사용한다. 이 값이 작으면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위한 출력이 부족하여 가변속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 값이 크게 되면 계통 발전량 제한량이 증가하므로 ESS와 

추진 전동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된다. 실제 엔진-발전기의 

각가속도는 각가속도 지령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는 가버너의 동작으로 

인하여 엔진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단계는 동적 발전량 제한 여부에 따른 발전량 제한 지령의 계산이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최대 출력 제한은 정상 상태에서는 정격 또는 그에 

준하는 출력이지만, 속도 과도 부하에 대응하여 엔진-발전기를 가속하기 

위한 경우에는 순시 최대 발전량 기준(Pgen,inst_max)으로 제한된다. 엔진-

발전기가 충분한 속도로 가속된 이후에는, 다시 정격 또는 그에 준하는 

출력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기의 발전량 제한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 대역의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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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의 저역 통과 필터(LPFPlim,gen_DL)를 사용하여 엔진-발전기의 전력 

제한을 서서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엔진-발전기의 가변속은 

엔진-발전기의 관성으로 인하여 과도 대역을 초과하는 시정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빠른 발전량 제한으로 인한 이득은 미미하다.  

 

 

그림 3. 103 동적 제한과 발전기 관성 에너지 소모량 

(a) 과도 및 속도 과도 부하를 위한 엔진-발전기 관성 에너지 여유분 

(b) 저역 통과 필터로 인한 추가적인 관성 에너지 소모 

 

  그림 3.103은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을 초과하는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발전량 변화를 보여준다. 속도 과도 부하의 

동작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을 초과하여 속도 

과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는 엔진-발전기의 관성 에너지의 소모를 

의미하며, 그림 3.103 (a)에 해당하는 관성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면, 식 

3.89에 따라 동적 발전량 제한이 결정된다. 이 때, 발전량을 순시 최대 

발전량 기준으로 서서히 낮추는 과정에서 그림 3.103 (b)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관성 에너지의 소모가 발생한다. ωPlim,gen_DL의 대역폭을 가진 

 



205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해 제한되는 시간에 대한 발전량(Pgen)은 주어진 

부하의 크기(Pload)로부터 순시 최대 발전량 기준(Pgen,inst_max)까지 식 

3.92와 같이 변한다. 이 때,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Pmax,eng)를 초과하는 

출력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식 3.93과 같이 그 기간 동안 소모되는 

관성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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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 

표 3. 25 전압 제어기 간섭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ωrpm,max JEG 
관성 에너지 

(450r/min기준) 

900r/min 650kgm2 722kJ 

정격 출력 ΔPlim_DL ωPlim,gen_DL 

4MW 1MW 2π·5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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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4 초과 발전량에 따른 관성 에너지 소모 비율 

 

  그림 3.104는 표 3.25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식 3.93의 초과 발전량에 

따른 관성 에너지 소모량을 전체 관성에너지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동적 제한으로부터 초과한 부하의 크기(ΔPlim_DL)에 대한 동적 

제한으로부터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까지의 전력(ΔPmax_DL)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0이면 동적 제한 기준이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과 같다는 

뜻으로, 발전기의 가속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100%이면, 

부하가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과 일치하여 감속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비율은 0에서 100% 사이에 위치한다. 1MW의 

초과 발전량(ΔPlim_DL)에 대하여 20%의 비율인 200kW가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ΔPmax_DL)인 경우, 5Hz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면 약 

15kJ의 관성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AC 계통의 4MW 권선형 

동기 발전기처럼 650kgm2의 관성 모멘트(JEG)를 가지고 900r/min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성 에너지의 0.5%에 해당한다. 식 3.93에 따라 

사용한 관성 에너지 값은 대역폭에 반비례하므로, 1Hz의 저역 통과 

필터로 발전기의 전력을 제한하면 2.5%의 관성 에너지를 사용한다. 반면, 

DC 계통의 영구자석기의 발전기처럼 300kgm2의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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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r/min에서 가변속 하는 경우에는 3.7%의 관성에너지를 사용하며,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2%인 10r/min에 해당한다. 1Hz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면 18%의 관성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10%인 50r/min의 

감속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감속은 엔진-발전기의 최대 발전량을 

감소시키므로 발전기 순시 최대 출력이 감소하는 양성 피드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전기 관성 에너지를 고려하여 너무 낮은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제한되는 동안 계통 전압은 ESS와 추진 

인버터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동적 지령 생성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의 

대역폭은 이들의 대역폭을 고려해야 한다. ESS의 전압제어기의 대역폭은 

속도 과도 제어기 대역폭보다 충분히 크지만, 3.3.3절에서 후술할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기는 비교적 낮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만약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 대역폭보다 높은 대역폭으로 

발전기 전력을 제한하면, 계통 전압 제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3단계는 발전량 지령을 대역폭에 따라 분할하여 속도 과도 대역에 

대하여 동적 제한을 수행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과도 대역과 속도 

과도 대역에서 서로 다른 제어를 수행하므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과도 

제어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발전량 제한이 속도 과도 

제어기에서만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림 3.102의 저역 제한기는 발전기 

전압 제어기의 발전량 지령을 저주파수 성분과 고주파수 성분으로 

대역폭에 따라 분리한다.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한 성분은 속도 과도 대역의 

발전량으로 동적 제한기를 거쳐서 제한되고, 지령과 저역 통과 필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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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인 고역 통과 필터에 의한 성분은 과도 제어를 위한 출력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를 다시 합하여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최종 전력 

지령으로 설정한다. 이 저역 통과 필터(LPFPgen_vc)의 대역폭은 속도 과도 

제어기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져야 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저역 

통과 필터(LPFPgen, LPFPlim,gen_DL)보다 5~10배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스위칭 소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과도 제어 

지령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도 제어 지령과 속도 과도 

제어 지령을 합한 최종 전력 지령이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소자 정격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은 과도 제어기 및 속도 과도 

제어기의 성능에 비선형적으로 간섭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속도 과도 제어기의 출력은 발전기의 부하율과 동일하므로, 발전기 부하율 

관점에서 과도 대역 제어에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 계통의 발전기의 최대 부하율은 90%로,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 대역 제어를 위하여 10%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2.2.1.4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N-1 Contingency를 만족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전기의 부하율은 70%를 넘지 않으므로, 과도 

제어를 위한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단계는 지금까지 설명한 발전기 출력에 대한 동적 제한의 해제와 

관련된다.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위해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출력을 

제한하는 동안, 컨버터는 전압원이 아닌 전류원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 때, 

계통의 전압 제어는 ESS나 추진 인버터가 수행하면서 부족한 발전량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기가 인식하는 발전량의 감소는 실제 부하의 

감소가 아니라 ESS와 추진 인버터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발전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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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의 동적 제한의 해제를 위해서는 이들의 발전량만큼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적 제한의 해제는 식 3.89에 의하여 논리 변수가 0으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단계의 동적 발전량 제한 지령이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정격 또는 최대 부하율에 따른 값(Pgen_rated)으로 변경되고, 

발전량 제한 지령이 저역 통과 필터(LPFPlim,gen_DL)에 의하여 발전기의 

발전량이 다시 증가한다. 그런데, 동적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식 3.89는 

발전기의 발전량만을 고려하므로, ESS와 추진 인버터의 발전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히스테리시스 형태의 출력 여유(Physt,gen
*)를 추가하였다. 

  히스테리시스 형태의 출력 여유(Physt,gen
*)가 없는 경우에는, 동적 발전량 

제한기가 동작하면서 발전기 출력 지령(Pgen_DL)이 감소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식 3.89의 비교기는 동적 제한의 해제를 결정한다. 그러나 줄어든 

발전량은 속도 과도 부하의 감소가 아니라 ESS와 추진 인버터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가변속을 수행하지 않은 발전기는 초과 발전으로 인한 

감속이 일어난다. 따라서, 식 3.89의 비교기의 출력이 다시 바뀌는 

채터링(chatter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론적인 히스테리시스 형태의 출력 

여유(Physt,gen
*)는 ESS나 추진 인버터가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과 

동일하지만, 동적 제한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들의 전력이 없으므로 

채터링을 막기 위한 최소값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ESS나 추진 인버터의 

출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필요로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ESS의 정격 용량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ESS의 용량은 

발전기 용량 대비 크지 않으므로, 항상 최대 용량만큼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추진 부하의 저감 여부 및 용량은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전기는 한번의 동적 제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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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므로, 추진 부하의 저감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몇 차례의 동적 제한 및 해제를 통해 필요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게 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가 가변속을 통해 충분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면 계통의 전압 제어를 ESS나 추진 인버터로부터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3.101과 같은 전압 제어 영역의 

분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발전기 전압 제어기는 발전량이 동적 

제한되는 동안 계통의 전압 제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계통 전압은 

ESS나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적 

발전량 제한이 해제되면, 별다른 모드 변환(mode change) 없이도 발전기 

전압 제어기는 계통 전압을 발전기 전압 제어 영역으로 회복을 시도한다. 

발전기 전압 제어 영역으로의 회복은 발전기만으로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계통 전압이 ESS나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 

영역에 있을 때만, 이들이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3.3.2절과 3.3.3절에서 각각 설명하기로 한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의 출력이 동적 제한에 걸리는 동안 

적분 제어기의 와인드업(windup)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별다른 안티 와인드업(anti-windup)을 수행하지 않고, 적분 제어기의 

적분량을 제한한다. 본 논문의 전압 제어기는 전류 전향 보상기를 

사용하므로, 적분 제어기는 선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량과 센서의 

오차로 인한 성분이므로 정격의 수 %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3.3.1.2 가버너 가변속 지령 

  본 논문의 엔진의 가변속 제어는 가버너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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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제한기도 관여하므로, 가버너의 엔진 속도 지령을 발전기 연계 

컨버터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엔진 속도 지령은 그림 2.8과 

같은 엔진의 최대 효율 곡선을 따라 결정되므로, 가변속 지령 변경은 엔진 

출력 지령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 진다.  

 

* *
_ ,

_ , _ , _

,

( ) .

eng gen rsv add gen

gen gen DL hyst gen rsv acc gen gen DL

P P P

P P P P state

 

   
      (3. 94) 

 

  엔진 출력 지령은 식 3.94와 같이 발전기 발전량과 3.4.1절에서 설명할 

상위 제어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의 합과 같다. 발전기 

발전량은 동적 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동적 제한을 수행하지 않으면 

발전기의 출력(Pgen_DL)을 사용하지만, 동적 제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Prsv_acc,gen)과 히스테리시스 형태의 출력 

여유(Physt,gen
*)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출력 여유는 동적 

제한 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출력이다. 

 

3.3.2 ESS의 속도 과도 제어기 

ESS의 속도 과도 제어기는 기존의 전압 제어기를 활용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ESS의 전압 제어기는 전압 과도 대역에서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예비력을 공급하여 그림 3.101과 같이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ESS의 전압 제어기는 

3.2.3.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속도 과도 대역의 발전기의 전압 제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낮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성능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속도 과도 대역에서의 전압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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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3.2.3.2절에서 서술한 식 3.85의 전압 

지령(Vdc,ESS
*)에 대한 저역 통과 필터(LPFVdc)의 동작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속도 과도 제어기가 동작하는 상황에서도 과도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저역 통과 필터의 대역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식 3.95와 같이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ESS 전압 지령이 특정 범위 내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 _ max ,

*
, , , ,

, _ min ,

( ) .
dc

dc ESS dc ESS

err ESS dc ESS dc ESS V dc dc ESS

dc ESS dc ESS

V V

V V V LPF V V

V V

 


   
 

         (3. 95) 

 

  발전기가 계통 내 모든 부하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며 전압 제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계통 전압은 그림 3.101의 발전기 전압 제어 영역에 

있으므로, ESS 전압 제어기는 3.2.2.2절과 3.2.3.2절에서 설계한 대로 

과도 제어를 수행한다. 하지만, 발전기의 발전량이 부족하여 전압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통의 전압이 발전기 전압 제어 영역을 벗어나므로, 

ESS가 예비력을 활용하여 ESS 최대 전압(Vdc,ESS_max) 또는 ESS 최소 

전압(Vdc,ESS_max)을 기준으로 전압 제어를 수행한다. 이 때의 ESS 전압 

제어기는 3.2.3.2절의 설계와 다르게 낮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압 제어 

성능을 상실하지 않으며, 3.2.2.2절에서 설계한 성능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러한 ESS의 최대 및 최소 전압 기준은 발전기가 정상 동작하는 범위 

밖에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발전기는 전류 전향 보상기로 인하여 

드룹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발전기의 계통 전압 제어 범위는 선로 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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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압 강하로 결정된다. 드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 밖에서 

ESS의 최대 및 최소 전압을 설정하여야 한다. 발전기가 동적 발전량 제한 

상태인 동안의 초과 부하를 ESS의 예비력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계통 

전압은 ESS의 최대 및 최소 전압으로 제어된다. 

  그러나 과도 부하가 ESS의 예비력을 초과하면, ESS는 포화되어 

전류원으로 보이게 된다. 속도 과도 대역에서 전류원으로서의 동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 대역에서 ESS는 전압원으로 계통 전압 변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SS의 전압 제어 영역에서 ESS의 

부하율을 제한하여 과도 대역의 제어 성능을 일부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용량의 ESS를 사용하므로, 속도 과도 대역에서 전압 제어를 

수행 중인 ESS의 부하율은 매우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속도 과도 

대역에서 낮은 부하율을 기반으로 한 발전기의 저역 동적 제한기 형태의 

제어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계통 전압에 따라 속도 과도 대역에서의 

ESS의 최대 부하율(LFESS_max)을 식 3.96과 같이 제한한다. 최대 

부하율은 1을 넘을 수 없다. ESS의 전압 제어 영역 내에서는 기본 

부하율(LF0,ESS)이 ESS 적분 제어기의 최대 값이다. 따라서, ESS의 전압 

제어 영역을 벗어나면 ESS는 비례 제어기로 동작하며, 부하율의 비례 

이득(kp,ESS_EC)은 ESS의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kp,ESS_vc)에 따라 식 

3.97과 같이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ESS의 부하율이 1이 되는 최대 

전압 변동값(ΔVESS_max,LF_max)과 최소 전압 변동값(ΔVESS_min,LF_max)은 식 

3.98과 같다. 최대 및 최소 전압 변동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ESS의 비례 이득에 따라 기본 부하율(LF0,ESS)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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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 

  추진 인버터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추진 부하를 공급하지만, 발전기와 

ESS의 발전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하 저감을 통한 최대 수요 전력 

제어(demand control)의 방식으로 전압 제어를 수행한다. 발전기 및 

ESS의 발전량이 부족하여 계통 전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계통의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저감이 불가피하다. 선박 계통 내 중요 부하의 운용에 대한 연속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부하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추진 부하가 우선적으로 

저감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선박 계통에서 추진 부하가 가장 큰 시정수를 

가지고 있어, 수 초 이상에 걸친 부하 저감 및 전력 회생이 선박 추진 및 

속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계통 연계 컨버터의 전력 보상은 식 3.99와 같이 

드룹(Droopp,prop_LSD)을 활용하여 전압 변동에 따른 전력 보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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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드룹이 비례 전압 제어기의 형태로 동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격의 수 %의 전압 변동에 대해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및 회생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식 3.100의 비례 전압 제어기(kp,prop_LSD)의 

이득은 상당히 큰 값을 갖게 된다. 3.2.2.2절의 식 3.62는 이러한 비례 

전압 제어기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소용량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를 만족하기가 어렵다.  

 

, , _ , .prop LSD p prop LSD dc propP Droop V                  (3. 99) 

, _ , _ , .p prop LSD p prop LSD rate propk Droop i                (3. 100) 

 

 

그림 3. 105 속도 과도 대역에서의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하 저감을 통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그림 

3.105와 같은 비례-적분 전압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이 전압 제어기는 

그림 3.101의 추진 인버터 전압 제어 영역에서만 동작하도록 구성하였다. 

추진 인버터의 제어는 과도 대역과 속도 과도 대역에서 서로 다른 

제어기가 동작하고, 능동 댐핑 제어기는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 및 제한과 

무관하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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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기는 전압 제어 영역 내에 위치한 

최저 전압 기준(Vdc_min,prop_LSD) 또는 최대 전압 기준(Vdc_max,prop_LSD)으로 

계통 전압을 제어한다. 제안하는 전압 제어기의 형태는 부하 저감 및 

소모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대칭 형태의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편의를 

위하여 전압이 감소하는 경우의 부하 저감을 대하여 설명하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다. 

  그림 3.105의 부하 저감 제어기(하한)는 일반적인 비례-적분 전압 

제어기와 같이 구성하지만, 그 입력에는 불감대역(dead band)이 있으며 

출력에는 부호 제한기(signed limiter)가 있다. 부하 저감 제어기(하한)는 

계통의 전압이 감소할 때만 부하 저감을 통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압 제어기의 출력은 항상 양수로 제한되며, 적분기 출력도 

양수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계통 전압(Vdc,prop)이 최저 전압 

기준(Vdc_min,prop_LSD)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압 오차가 음수이므로, 부하 

저감 제어기(하한)의 적분기는 동작하지 않으며, 비례 제어기의 출력도 

부호 제한기에 의하여 0으로 제한된다. 계통 전압이 최저 전압 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반 전압 제어기와 같이 동작한다.  

  불감대역은 계통 전압의 회복에 따른 부하의 회복과 관계가 있다. 계통 

전압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전압 오차가 음수가 되어 적분 제어기에 

누적된 값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펄스와 같은 급격한 부하 변동은 

순간적으로 계통 전압을 감소시켜 부하 저감 제어기(하한)의 동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계통 전압의 회복에 의하여 부하 저감 

제어기(상한)가 동작할 수도 있다. 이 때, 두 개의 제어기가 모두 

동작하면 전압 제어 성능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압 오차를 제한하는 

불감대역을 구성하였다. 부하 저감 제어기(하한)의 불감대역은 최저 전압 



217 

오차를 정격 전압과 최저 전압 기준(Vdc_min,prop_LSD)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기는 넓은 출력 범위을 갖는다. 식 

3.101은 이론적인 출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추진 인버터는 선박의 가속뿐 

만 아니라 감속에도 관여하므로 양방향 인버터로 구성한다. 따라서, 

3MW의 추진 인버터가 1MW를 출력 중인 경우에는 1MW의 부하 

저감(Pcurrent,prop)과 3MW의 회생(Prate,prop)을 통해 4M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진 출력이 클수록, 더 큰 전력 부하를 감당 할 수 

있다. 

 

, _ , ,max prop LSD current prop rate propP P P                     (3. 101) 

 

  이는 발전기의 부하율이 최대치인 상황에서도, 펄스와 같은 속도 과도 

부하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항해 중인 선박은 

모든 발전기가 정지하여도 선박이 정지할 때까지 배의 관성 에너지를 

사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통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진 

인버터의 정격 용량 이내의 펄스 부하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발전기 가변속 대신, 추진 전동기의 관성 에너지를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이 정지한 상태라도 클러치를 이용하여 추진 

전동기를 프로펠러와 분리한 후 추진 전동기 회전자를 플라이휠과 같은 

관성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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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상상태 제어 

  본 절에서는 부하의 변동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정상 상태에서, 

상위 제어기에 기반한 발전기와 ESS의 운용에 관하여 다룬다. 정상 상태 

제어의 목적은 엔진 연비와 신뢰성을 고려한 가변속 운전, 다수의 발전기 

간의 동등 부하율 제어 및 ESS의 SOC 제어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제안한 제어로도 기본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통신에 

기반한 상위 제어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제어기들과는 다르게, 수 초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가진 통신 기반의 상위 제어기가 발전기 및 ESS의 현재 

부하량과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에 대한 정보를 통신으로 전달 받는 

것을 가정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부하의 변동이 없으므로, 과도를 비롯한 

모든 부하와 추진 인버터의 동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3.4.1 엔진-발전기의 가변속과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본 절에서는 다양한 경우 대하여, 신뢰성을 위한 최소한의 엔진-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선박은 

소수의 발전기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발전기 탈락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연속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최대 발전기의 탈락을 

고려하여 예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운전을 고려한 선박 DC 계통에서는 

발전기 탈락에 대비하여 순동 예비력뿐만 아니라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발전기 탈락 이외에도 엔진-발전기의 제어 

대역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과도 및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해서도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갖추어야 한다. 짧은 시간 지속 되는 부하는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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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또한, 펄스와 

같은 속도 과도 부하는 관성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10% 수준의 추가적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2.2.1.2절에서 언급한 엔진의 효율 곡선 보다 

높은 속도에서의 엔진 운용을 요구한다. 이로 인하여 엔진-발전기의 

연비가 최적 연비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엔진-발전기 이외의 

전력 설비가 제공하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S의 예비력은 모두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므로, 발전기의 

부하량이 운용 중인 ESS의 예비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력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확보가 불필요하다. 추진 부하의 지속적인 

저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진 부하를 제외한 부하량을 기준으로 예비력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발전기가 탈락하더라도, 다른 발전기의 투입 및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확보를 위한 시간 동안 ESS를 활용한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통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엔진-발전기의 최적 연비 곡선을 따른 

운전이 가능하다. 

  추진 부하의 지속적인 저감이 어려운 접안이나 위치 제어를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추진 부하의 저감을 통하여 수 초간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 동안의 예비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용 중인 발전기의 수에 따라 최대 부하율에 

제한이 발생한다.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부하율 내에서 최적 연비 곡선을 따른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다. 

  추진 부하가 없는 정박시에, 추진 부하로부터 과도 부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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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 전동기를 플라이휠로써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추진 전동기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발전기가 상당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연비가 악화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ESS의 

용량을 증가 시켜 필요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통상 추진 전동기가 정지한 경우, 전력 부하량도 적기 때문에 

적은 ESS 용량으로도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림 3. 106 상위 제어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 계산 

 

  그림 3.106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엔진-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을 계산하는 상위 제어기를 보여준다. 상위 제어기는 각 

발전기와 ESS로부터 발전기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Prsv_tot,gen)과 ESS 

예비력(Pres,ESS)을 통신으로 전달 받는다. 앞서 설명한 신뢰성 또는 과도 

부하를 위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기준(Prsv
*)과 발전기와 ESS의 

예비력을 비교하여 부족한 예비력을 추가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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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Prsv_add,gen
*)으로 계산한다. 현재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부족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별도의 동작을 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용중이 발전기의 용량에 따라 발전기별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을 생성한다. 이 발전기별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Prsv_add,gen1
*)은 3.3.1.2절의 식 3.94의 엔진-발전기 가변속 

지령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위 제어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은 정상 상태 지령으로, 

과도 부하에 따른 발전기와 ESS의 부하율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지령에 충분히 낮은 대역폭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였다.  

 

3.4.2 발전기 부하율 동등 제어 

  발전기 부하율 동등 제어를 통해, 각 발전기에 가해지는 속도 과도 

부하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발전기 탈락과 같은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모든 발전기가 가능한 빠르게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및 

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발전기의 부하율만 높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가 확보할 수 있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및 

예비력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및 예비력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부하율 동등 제어는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과도 제어는 모든 전력 설비가 가능한 

빠르게 동작하여 계통 전압 및 속도 과도에 대응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각 전력 설비의 과도 발전량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과도 발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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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조절하는 것은, 과도 보상이 빠른 전력 설비를 보다 느리게 

동작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체적인 과도 부하에 대한 응답 

성능의 저하가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 다만, 발전기의 과도 보상은 각 

발전기의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전향 보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므로, 각 

발전기의 캐패시터 비율을 발전기 용량에 비례하게 설정하면 발전기의 

과도 부하율을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발전기의 과도 보상은 

정상 상태 보상으로 연결되므로, 과도 보상을 비교적 균등하게 하는 것이 

정상 상태 부하율 분담을 위한 전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3. 107 발전기 동등 부하율 분담을 위한 상위 제어기 구성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상 상태 발전기 부하율 동등 제어를 위한 상위 

제어기를 그림 3.107과 같이 구성하였다. 동등 부하율 운전을 위해서 

상위 제어기는 현재 발전기의 운용 여부와 함께 현재 부하량에 대한 

정보를 통신을 통해 전달 받는다. 정상상태에서 ESS를 비롯한 기타 전력 

설비들은 부하로 동작하므로, 발전기들의 발전량(Pgen1)의 총합(Ptot,g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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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 총합과 일치한다. 따라서 부하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발전기들의 

부하량을 각 발전기들이 공급해야 하는 발전량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총 발전량을 운용 중인 발전기들의 순간 최대 출력의 

합(Pmax_tot,gen)으로 나누어 발전기의 부하율 지령(LFgen
*)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 발전기들의 순간 최대 출력(Pmaxt,gen1)에 곱하여 발전기별 

발전량 지령(Pgen1
*)을 생성하였다. 정격 출력이 아닌 순간 최대 출력을 

사용한 이유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의 비율을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함이다. 

  각 발전기별 발전량 지령과 발전량을 입력으로 하는 비례-적분 

제어기(PIhier_LSR)를 구성하여, 그 출력(ΔVdc,gen,hier_LSR
*)을 그림 3.89과 

같이 각 발전기들의 전압 지령에 추가하였다. 비례-적분 제어기의 이득은 

선로의 저항과 인덕턴스를 고려하여 식 3.102와 같이 설정하였다.  

 

, _ , _

, _ , _

,

.

p hier LSR cable gen hier LSR

i hier LSR cable gen hier LSR

k L

k R







                    (3. 102) 

 

  상위 제어기의 대역폭(ωhier_LSR)이 매우 낮고, 그 주파수 대역에서 선로 

인덕턴스에 의한 임피던스는 저항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사실상 적분 

제어기와 동일하게 동작한다. 해당 제어기를 사용하면, 별도의 회로 해석 

없이 부하의 변동이나 손실을 포함한 부하율 분담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은 운행 모드나 사고에 따라 발전기의 운용 여부와 버스 타이(bus-

tie)의 결선 상태가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제어기를 사용하면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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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SS SOC 제어기 

 

 

그림 3. 108 ESS의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기 

 

  ESS는 발전기 탈락 등에 대비한 예비력으로써 아주 낮은 

대역폭(ωESS_SOC)의 전류 제어를 통해 SOC를 조절한다. SOC 지령 또는 

SOC 조절을 위한 평균 전류 지령(Idc,ESS_SOC
*)은 상위 제어기로부터 

주어지며, 평균 전류 제어기는 그림 3.108과 같이 비례-적분 제어기로 

구성하였다. 평균 전류 제어기의 출력은 ESS의 전압 지령으로 

캐스케이드(Cascade) 형태로 구성하였다. 평균 전류 제어의 대상은 선로 

전류이므로, 식 3.103과 같이 비례 및 적분 이득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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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3) 

 

  선로 전류 제어를 위해서 분전반의 전압(Vdc,PCC)을 그림 3.108과 같이 

전향 보상 형태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 3.2.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S는 가능한 분전반과 가깝게 위치하므로,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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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 전압의 전향 보상으로 분전반 전압 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계통 전압이 변하더라도 평균 전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은 전압 전향 보상에 

사용한 저역 통과 필터(LPFVdc_ESS)보다 충분히 낮아야 한다. 분전반 전압 

전향 보상 성분의 저역 통과 필터(LPFVdc_ESS)는 3.2.3.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과도 대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상 상태 제어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높은 대역으로 무시할 수 있다. 

 

  평균 전류 제어기에 대한 방정식은 식 3.104와 같이 주어진다. 식 

3.103의 이득 값에 대하여, 평균 전류 지령(Idc,ESS_SOC
*)에 대한 ESS 

전류(Idc,ESS)의 전달함수는 식 3.105와 같다. ESS 전압(Vdc_ESS)과 PCC 

전압(Vdc_PCC)의 측정 오차(Vdc_err)에 대한 ESS 전류(Idc,ESS) 오차는 식 

3.10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상태에서 전압 측정 오차에 

대한 평균 전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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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6) 

 

  평균 전류 제어기는 속도 과도 제어기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226 

계통의 전압이 그림 3.101의 ESS의 전압 제어 영역에 있는 동안에는 

동작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OC 전압 제어 지령에 제한기 및 

안티 와인드업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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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계를 위한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는 전력 변환 장치들의 능동적인 성능을 

활용하여 과도 부하 변동에 대응하므로, 계통 파라미터의 설계와 제어기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계통 파라미터 및 제어기의 설계는 정상 상태, 

속도 과도 대역, 전압 과도 대역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고려하는 선박 계통의 부하를 과도 부하, 속도 과도 부하, 정상 

상태 부하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전력 설비 들이 용량은 정상 상태 부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기 수와 용량은 선박 부하의 운용 방안에 따라 부하율과 

효율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SS의 용량은 예비율 확보를 통한 

발전기의 부하율 개선 또는 엔진-발전기의 연비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력 설비 용량에 대한 설계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2.3절의 대상으로 하는 선박 DC 계통에 관한 

제정수를 사용한다. 속도 과도 대역에서는 고려하는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연속 전력 공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도 과도 제어기를 설계한다. 

전압 과도 대역에서는 주어진 과도 부하에 대하여 그림 2.2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계통의 수동 소자 및 제어기를 설계한다. 

마지막 단계로, 설계한 계통 선로 파라미터와 캐패시턴스에 대하여 사고 

전류에 대한 보호 계전을 구성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의 전압 과도 제어기의 설계는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계통 및 제어기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실제 선박 계통 

구성은 운용 목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계통 전압 변동 기준보다 

엄격한 규정이나 보다 강인한 계통의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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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목적으로 하는 자체적인 계통 전압 변동 기준과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기준으로 설계를 수행하기를 권장한다. 본 논문의 설계는 회로 

근사화로 인하여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가 

요구된다.  

 

3.5.1 부하의 분류 

본 논문은 선박 DC 계통에 설치하는 부하를 정상 상태 부하와 속도 

과도 부하 및 과도 부하로 분류한다. 정상 상태 부하는 정상 상태 

제어기만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느린 부하로, 발전기 전압 

제어기보다 느린 대역폭을 가진 부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 상태 

부하로 선박 내 중요 부하, 일반 부하, 추진 부하 등이 있다. 속도 과도 

부하는 발전기 전압 제어기 대역폭보다 빠르게 변동하지만 ESS의 전압 

대역폭 보다는 느리고, 그 크기가 계통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초과하는 부하이다. 준-계단파 형태의 과도 부하는 ESS의 전압 대역폭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부하로, 전압 과도 대역과 속도 과도 대역 

모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하들에 대하여 연속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고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26과 3.27에서 보듯이, 본 논문의 대상 선박에서는 10ms를 

초과하는 상승시간을 가진 부하는 공진 성분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공진 성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단락 사고에 의한 차단은 반도체 

차단기가 인덕턴스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3.1.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진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과도 부하로 가정한다. 이러한 부하는 계통에 

공진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통 전압 성분을 전압 변동 기준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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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대상 선박의 제정수에서 5ms 이하의 상승 시간을 가진 준-

계단파 부하 또는 전력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탈락과 같은 사고로서의 

부하들은, 공진 성분을 유발하므로 전압 과도 변동을 공진 성분과 공통 

전압 성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탈락 사고는 1ms의 변동시간을 가진 준-계단파 부하로 

가정하여 계단파 변동을 모의한다. 

마지막으로 준-계단파부하의 특성을 가지지만, 지속시간이 짧은 펄스 

부하가 있다. 이러한 부하들은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속도 과도 

부하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과도 제어기가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압 과도 대역의 설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진 부하의 

저감을 고려하는 경우 가용 펄스 부하의 용량은, 식 3.101과 같이 계통의 

정격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3.5.2 속도 과도 대역 및 정상 상태 설계 예시 

  속도 과도 제어기의 설계는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절차로 3.5.1에서 분류한 속도 과도 부하와 

준-계단파부하에 대하여 제어기를 설계한다.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는 

엔진-발전기의 가버너의 가변속 제어,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저역 동적 

제한기, ESS의 예비력을 활용한 전압 제어와 추진 부하의 부하 저감을 

활용한 전압 제어가 있다.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의 설계에 따라 엔진-

발전기 관성 에너지, ESS 에너지, 추진 전동기의 관성 에너지의 사용 

정도가 달라진다.  

가버너의 엔진 속도 제어는 엔진에 따라 최적화된 제어기를 사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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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3.1.1절의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저역 

동적 제한기의 이득 값은 표 3.26에 나타내었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표 3.26의 물리량은 

2.3절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계 예시를 보여준다.  

 

표 3. 26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저역 동적 제한기 이득 설정 

변수 기호 물리량 

발전량 제한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의 대역폭 
ωplim,gen_DL 2π·1 rad/s 

발전량 입력 제한을 위한 

저역 통과필터의 대역폭 
ωPgen 2π·5 rad/s 

엔진-발전기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 
Prsv_acc,gen 200kW 

히스테리시스 형태의 출력 

여유 
Physt,gen

* 500kW 

저역 출력 제한을 위한 

저역 통과필터의 대역폭 
ωPgen_vc 2π·10 rad/s  

 

동적 발전량 제한 지령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LPFplim,gen_DL)의 

대역폭(ωplim,gen_DL)은 식 3.92와 3.93에 따라 그림 3.103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동적 제한기의 발전량 입력의 저역 통과 필터(LPFPgen)의 

대역폭(ωPgen)과 저역 출력 제한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LPFPgen_vc)의 

대역폭(ωPgen_vc)은 동적 발전량 제한 지령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LPFplim,gen_DL)보다 5~10배 정도로 높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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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발전기 가속을 위한 출력 여유분(Prsv_acc,gen)은 식 3.90과 3.91을 

고려하여 목표하는 엔진-발전기 가속 기울기에 맞추어 설정한다. 표 

3.26에서는 발전기 정격 출력의 5%를 할당하였다. 히스테리시스 형태의 

출력 여유(Physt,gen
*)는 ESS 용량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값이 클수록 

한번의 동적 제한에 더 많은 엔진-발전기의 가속을 수행하므로, 너무 큰 

값을 사용하면 과도한 가변속을 수행할 수 있다. 표 3.26에서는 ESS의 

용량과 동일하게 500kW를 할당하였다. 

 

표 3. 27 ESS 및 추진 인버터의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의 이득 설정 

변수 기호 물리량 

ESS 최대 전압 Vdc,ESS_max +3% 

ESS 최소 전압 Vdc,ESS_max -3% 

ESS 적분 제어기 최대 부하율 LF0,ESS 0.9 

추진 인버터 최저 전압 기준 Vdc_max,prop_LSD +5% 

추진 인버터 최저 전압 기준 Vdc_min,prop_LSD -5% 

추진 인버터 부하 저감 

전압 제어기 대역폭 
ωprop_LSD 2π·100 rad/s 

 

3.3.2절의 ESS의 예비력을 활용한 전압 제어와 3.3.3절의 추진 부하의 

부하 저감을 활용한 전압 제어의 이득 값은 표 3. 27에 나타내었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표 

3.27의 물리량은 2.3절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계 예시를 보여준다. ESS의 

전압 제어 기준인 ESS 최대 전압(Vdc,ESS_max) 및 ESS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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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Vdc,ESS_max)은 정격 전압의 5%로 설정하였다. ESS 적분 제어기의 

최대 부하율인(LF0,ESS)은 0.9로 설정하였다. 추진 인버터의 최대 전압 

기준(Vdc_max,prop_LSD) 및 최저 전압 기준(Vdc_min,prop_LSD)은 정격 전압의 

5%로 설정하였다.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ωprop_LSD)은 표 3.26의 동적 발전량 제한 지령을 위한 저역 통과 

필터(LPFplim,gen_DL)보다 충분히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값이 낮으면, 

발전기 발전량 제한 시에 계통 전압 제어를 수행하지 못한다.  

 

표 3. 28 정상 상태 제어기의 이득 설정 

변수 기호 물리량 

상위 제어기 부하 분담 대역폭 ωhier_LSR 2π·1 rad/s 

상위 제어기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대역폭 
ωhier_rsv 2π·0.1 rad/s 

SOC 제어기 대역폭 ωESS_SOC 2π·0.01 rad/s 

 

정상 상태 제어기는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느린 대역폭을 갖도록 설정한다. 정상 상태 제어의 

대역폭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통신 속도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정한다. 

3.4절의 상위 제어기와 ESS SOC 제어기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상 상태 제어기의 이득은 표 3.28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속도를 

위하여 비교적 높은 대역폭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구성은 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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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전압 과도 대역 설계 예시 

전압 과도 대역 설계는 연속 전력 공급을 위한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기 설계 절차로 3.5.1절에서 분류한 준-계단파 부하와 펄스 부하를 

비롯한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및 제어기를 설계한다. 전압 과도 대역 

제어기는 엔진-발전기의 전압 및 전류 제어기, ESS의 전압 및 전류 

제어기, 추진 전동기의 능동 댐핑이 있다. 이들은 과도 부하가 계통에 

가해지면 높은 제어 대역을 바탕으로 부하를 보상하여, 과도 최대 전압 

변동(temporary overvoltage, TOV)을 계통 전압 변동 기준 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3. 29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기 대역폭 

변수 기호 물리량 

발전기 전류 제어기대역폭 ωgen_cc 2π·300 rad/s 

발전기 전압 제어 대역폭 ωgen_vc 2π·5 rad/s 

ESS 전류 제어 대역폭 ωESS_cc 2π·1000 rad/s 

ESS 전압 전류 제어 대역폭 ωESS_vc 2π·100 rad/s 

추진 인버터 전류 제어 대역폭 ωprop_cc 2π·250 rad/s 

ESS 전압 제어기 지령의 

저역 통과 필터 
ωVdc_ESS 2π·20 rad/s 

추진 인버터 능동 댐핑의 

저역 통과 필터 
ωVdc_prop_AD 2π·1 rad/s 

능동 댐핑 비례 이득 kdamp,prop_AD 3 

 

과도 최대 전압 변동은 전압 과도 제어기의 성능과 계통 선로 인덕턴스 



234 

및 캐패시턴스 및 과도 부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압 과도 제어기의 

성능은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하여 그 최대값이 제한되며, 표 3.29와 

같다고 가정한다. 계통 선로 인덕턴스는 보호 계전을 위한 차단기에 따라 

그 최소값이 주어지며 선로 길이에 따라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2.2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어진 과도 부하에 대응하여 설계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캐패시턴스만 남는다. 

 

공진 성분을 고려하는 부하는 준-계단파 부하와 펄스 부하 및 전력 

변환 설비의 탈락 사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전력 변환 장치의 최소한의 

캐패시턴스의 크기는 오작동으로 인한 탈락에도 공진 성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변환 설비의 탈락을 계단파 부하로 가정하면, 공진 

성분의 크기는 3.2.1절의 식 3.22와 식 3.23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계통 캐패시턴스의 크기는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공진 성분의 크기의 최대값은 식 3.50과 3.51로부터 식 3.107과 같이 각 

전력 변환 장치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전류에 의하여 결정된다.  

 

.step rated

L
V i

C
                     (3. 107) 

 

  식 3.107에 따르면, 설비의 전류의 용량이 2배가 되면, 필요한 

캐패시터의 크기는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전력 변환 설비의 탈락 사고에 대하여, 공진 성분의 전압 변동을 계통의 

5%인 50V로 제한하는 캐패시터의 크기를 표 3.30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패시터를 공유하는 병렬 운전을 수행하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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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턴스가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전기와 추진 부하 

등은 가능하면 병렬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 전압 변동은 

인덕턴스를 따라 증가하므로, 상당한 전류의 과도 부하 및 전력 변환 

장치는 분전반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시켜 선로 인덕턴스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 

 

표 3. 30 전력 변환 장치의 탈락을 고려한 캐패시턴스 

전력 설비 정격 전류 
최대  

인덕턴스 

최소 

캐패시턴스 

발전기 연계 컨버터 4000A 30μH 192mF 

2병렬 2000A 30μH 48mF 

4병렬 1000A 30μH 12mF 

ESS 컨버터 500A 5μH 0.5mF 

추진 인버터 3000A 30μH 108mF 

2병렬 1500A 30μH 27mF 

4병렬 750A 30μH 6.7mF 

준-계단파 부하 2000A 25μH 40mF 

2병렬 1000A 25μH 10mF 

일반 부하 500A 20μH 2mF 

 

  과도 부하로 인한 공통 전압 성분은 계통 내 모든 캐패시터가 

공유하므로 전력 변환 설비에 관계 없이, 가장 큰 전력 변화를 일으키는 

최악의 사고에 대하여 고려한다. 별도의 준-계단파 부하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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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또는 추진 부하의 선로에 발생하는 단락 사고가 최악의 사고로써 

고려될 수 있다. 단일 선로의 정격 전력을 넘는 과도 부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를 대상으로 한다. 공통 성분은 3.2.3절에 따라 발전기 

캐패시턴스에 따라 결정되므로, 식 3.83에 따라 발전기 캐패시턴스의 총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109은 본 논문의 단일 분전반 설계에서 

고려하는 최악의 사고인, 3MW 추진 부하에 대한 단락 사고로 인한 공통 

전압 성분 변동을 나타낸다. 표 3.30에서 설계한 최소 캐패시턴스 조합 

및 ESS 캐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공통 전압의 차이를 보여준다. ESS 

캐패시턴스 변화는 ESS의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은 변화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 109 발전기 캐패시턴스(Cg)와 ESS 캐패시턴스(CESS)에 따른 공통 전압  

 

  발전기의 캐패시턴스는 그림 3.109의 분석에 따라 공통 전압 성분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발전기의 과도 제어는 인덕턴스에 

0 5 10 15 20
-150

-100

-50

0

Cg = 48mF, CESS = 3mF
Cg = 12mF, CESS = 3mF
Cg = 12mF, CESS = 0.5mF

29V

95V

120V

시간 [ms]

전압 변화량
[V]



237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표 

3.30의 발전기 탈락으로 인한 공진 성분 억제를 위한 최소 캐패시턴스가 

그림 3.109의 공진 성분 억제를 위한 캐패시턴스보다 큰 경우에는, 선로 

인덕턴스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캐패시턴스를 줄일 수 있다. 

  ESS는 가능한 작은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SS의 전압 제어기가 과도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2.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3.67과 같은 높은 선로 공진 주파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능한 분전반에 가까이 위치시켜 선로 인덕턴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SS의 캐패시턴스는 표 3.30의 최소값보다는 그림 3.109의 

공통 전압 및 식 3.98의 속도 과도 제어기와 관계된,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kp,ESS_vc)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 3.67 및 그림 3.51과 

3.52와 같이 ESS의 공진 주파수를 기준으로 일반 부하들의 공진 

주파수를 제한하므로, 너무 낮은 공진 주파수를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진 인버터는 추진 전동기 및 프로펠러를 구동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선로 인덕턴스의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표 

3.30의 분석에 따른 캐피시턴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은 추진 인버터의 선로 공진 주파수와 일치하는 펄스 부하의 과도 

특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외의 부하들도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캐패시턴스를 설계할 수 있다. 

단방향 부하나 소용량 부하는 다이오드 정류기나 작은 전류 용량 등으로 

인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탈락이나 단락사고가 발생하여도 계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캐패시턴스의 크기와 인덕턴스의 



238 

크기를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하들의 캐패시터는 

스위칭에 따른 전압 맥동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39 

제 4장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2.3절의 대상 선박 DC 계통에 대하여, 3.5절의 계통 

파라미터 및 제어기에 대한 설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진행한다. 4.1절에서는 그림 2.14의 단일 분전반 구조에 대하여, 제어기 

동작 및 설계를 검토한다. 또 계통 파라미터와 제어기 성능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본다. 4.2절에서는 4.1절의 시뮬레이션을 확장하여 그림 2.13의 대상 

선박 DC 계통이 링 버스로 연결된 계통에 대하여 분석한다. 시뮬레이션은 

MATLAB의 Simulink에 기반한 PLECS를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3.1.3.2절의 표 3.6과 같다. 

 

4.1 단일 분전반 구조 

  그림 2.14의 단일 분전반 회로의 전력 설비들에 대하여, 표 3.26부터 

3.30의 파라미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3.30에서 발전기는 

최소 2병렬을 고려하여 48mF의 캐패시터를, 추진 인버터는 4병렬을 

고려하여 6.7mF을, 준-계단파 부하는 2병렬을 고려하여 10mF을 

사용하였으나, 기울기에 따라 공진 성분 제한을 위하여 더 큰 

캐패시턴스가 필요할 수 있다. 

먼저, 표 3.6의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수 초에 걸쳐서 

느리게 변하는 준-정상 상태의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의 속도 제어에 

대하여 보여준다. 이어서,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으로, 

3.2절에서 설명한 전압 과도 대역 제어기의 전압 과도 응답 성능을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검토한다.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3.3장의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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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대역 제어기와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가 동시에 동작하는 펄스 

형태의 부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모든 전압 그래프에 대하여 

발전기 전압(Vdc,gen), ESS 전압(Vdc,ESS), PCC 전압(Vdc,pcc), 일반 부하 

전압 (Vdc,normal), 추진 부하 전압(Vdc,prop) 및 과도 부하 전압(Vdc,ramp)을, 

모든 전류 그래프에서 발전기 전류(Idc,gen), 추진 부하 전류(Idc,prop), 일반 

부하 전류(Idc,normal), ESS 전류(Idc,ESS) 및 과도 부하 전류(Idc,ramp)를, 

엔진-발전기 속도 그래프에서는 지령(ωEG
*)과 실제 속도(ωEG)를 

보여준다.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식 3.89의 비교기 입력을 보여준다.  

 

그림 4.1은 추진 부하가 수 초에 걸쳐 변화할 때, 계통의 전압 및 

엔진-발전기의 속도를 보여준다. 일반 부하 500kW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 부하가 2초에서 10초까지 8초동안 3MW 증가하였다. 10초 시점에서 

발전기 부하율은 87.5%이다. 최대 부하율에서 발전기 전압은 0.2% 

수준의 강하가 일어나는데, 이는 전류 전향 보상 오차와 발전기 손실로 

인한 것이다. 전류 전향 보상기의 오동작 및 오차 성분은 발전기 비례-

적분 전압 제어기가 보상하는데, 이 비례-적분 제어기의 출력에만 5% 

수준의 드룹이 적용되어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전체 전력의 수 %에 

해당하는 오차 성분에 5% 수준의 드룹에 의한 전압 강하가 발생하므로, 

매우 작은 전압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PCC 전압은 발전기 선로의 

저항에 의하여 0.5% 수준의 전압 강하가 발생하며, 각 부하도 선로 

저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전압 강하가 일어난다. 최대 부하율에서 계통 

전압 차이의 최대 값은 발전기 전압과 추진 인버터의 전압 차이로, 

1.5%의 수준의 전압 강하는 1.5% 수준의 선로 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ESS는 이러한 느린 변동에 대하여 SOC 제어를 위한 평균 전류 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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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므로, PCC 전압과 일치하며 전류 출력이 없다. 엔진-발전기는 효율 

곡선에 따라 가변속 운전을 수행한다. 

 

 

그림 4. 1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계통 전압 및 엔진 가변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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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반도체 차단기의 구조 

 

그림 4.3부터 4.7까지는 반도체 차단기를 사용하는 선로의 단락 사고 

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반도체 차단기의 동작은 2.2.5절에 서술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반도체 차단기는 그림 4.2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107]. 시뮬레이션에서 반도체 차단기의 캐패시턴스(Csnubber)는 30μF, 

저항(Rsnubber)는 30Ω을 사용하였으며, 차단 기준 전류는 1000A로 

설정하였다.  

이들 시뮬레이션을 통해, 3.1.3.1절에서 반도체 차단기를 사용한 선로의 

단락 사고와 탈락 사고와 같은 계단파 형태의 과도 부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반도체 차단기로 선로 차단이 수행되는 단락 사고는 

3.5.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진 전압 성분이 없이 공통 전압 성분의 

변동만 존재하는 과도 부하로 가정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림 4.3부터 4.7에서, 일반 부하는 1MW, 추진 부하는 600kW, 대상 

부하(tran_load)는 500kW를 소모하여, 총 2.1MW의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 이 때, 2초 시점에서 대상 부하의 선로에 단락 및 차단, 차단기 

개방(open), 계단파 형태의 과도 부하 변동이 발생하여 대상 부하 

전류(Idc,tran_load)가 500A에서 0A로 감소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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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단락 사고와 반도체 차단기 동작 시뮬레이션 

 

그림 4.3은 대상 부하의 선로에 2.0초에 단락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단락 사고로 인하여 대상 부하 전류(Idc,tran_load)가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1000A가 되는 약 40μs 이후 시점에서 반도체 

차단기가 해당 선로를 차단하여 해당 선로의 전류가 0A로 감소한다. 

차단 시점은 차단 기준 전류와 선로 인덕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고 전류가 증가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전력 설비 캐패시터의 

전압 감소량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설비 입장에서는 선로 

차단으로 인하여 부하 전류가 500A에서 0A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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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발전기와 ESS의 과도 전압 제어가 수행되며, 과도 

제어에 따라 이들의 전류가 대상 부하 전류 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변동한다. 단락 사고와 차단이 수행되는 동안, 전력 설비의 전압 변화는 

2% 이하로 제어되며, 일반 부하와 추진 부하는 연속적인 전력을 공급 

받는다. 2초 시점의 PCC 전압이 변동하는 것은 반도체 차단기의 동작 

원리에 따른 것으로, 전력 설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4. 4 차단기 개방(open) 시뮬레이션 

 

그림 4.4는 대상 부하의 선로의 차단기가 2.0초에 임의로 

개방(open)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4.3의 단락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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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는 다르게 대상 부하 전류(Idc,tran_load)가 500A에서 0A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의 전압 및 전류는 그림 4.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도 부하 변동에 따른 발전기와 ESS의 과도 전압 

제어에 의한 결과이며, 일반 부하와 추진 부하는 연속적인 전력을 공급 

받는다.  

그림 4.5는 그림 4.3과 그림 4.4를 함께 도시한 것으로,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겹쳐질 정도로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락 사고로 인한 사고 전류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5 단락 사고와 차단기 개방 시뮬레이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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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6 계단파 부하 변동 시뮬레이션 

 

그림 4.6은 대상 부하 전류가 계단파 형태로 500A에서 0A로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3.2.1절의 분석과 같이, 전력 설비의 

캐패시턴스와 선로 인덕턴스에 의한 공진 성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하 변동에 의하여 계통 전압의 상승은 5% 수준으로, 앞서 

차단기 동작에 의한 전압 변동보다 높다. 

그림 4.7은 그림 4.5의 차단기 개방와 그림 4.6의 계단파 부하 변동을 

함께 도시한 파형으로, 전압은 발전기 연계 컨버터와 PCC의 전압만을 

도시하였다. 전류와 전압의 변동에 있어, 계단파 부하 변동은 공진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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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압은 공진 성분이 매우 작아서 상당히 일치하지만, PCC 전압은 공진 

성분의 영향으로 서로 다르다. 이를 통해, 3.1.3절의 표 3.5와 같이 단락 

사고를 공진 성분을 제외한 준-계단파 형태의 과도 부하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7 차단기 개방(open)과 계단파 부하 변동 시뮬레이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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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6의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4.8부터 4.15는, 4초 시점에 발생하는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보여준다. 일반 부하가 500kW의 전력을, 추진 부하가 600kW의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2MW의 과도 부하가 가해졌다. 전압 과도 제어기의 

전압 과도 응답 성능에 의한 그림 2.2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의 만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험이므로, 발전기는 최대 속도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그림 4. 8 과도 부하 전류에 따른 계통 전압 변화 

 

  그림 4.8은 10ms의 상승시간동안 2000A가 증가하는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전압 제어 성능을 보여준다. 발전기 전류는 전류 전향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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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SS는 과도 전압 제어기를 통해, 추진 인버터는 부하 저감을 통해 

과도 부하 전류에 대응한다. 이러한 부하 변동에 대하여 PCC의 전압은 

최대 약 3%정도 강하하였다. 준-계단파 부하의 전압(Vdc,ramp)은 비교적 

큰 저항으로 인하여 PCC와 과도 상태를 포함한 전 구간에서 PCC와 약 2% 

수준의 전압 차이가 있다. 

 

 

그림 4. 9 과도 부하에 따른 전압 변동 : 1ms의 상승시간 

 

  그림 4.9는 준-계단파 부하가 1ms의 상승 시간을 가지고 가해진 

경우를 보여준다. 준-계단파 부하(Iramp)의 전류 상승 기울기가 높아지면, 

캐패시턴스에 의해 높은 주파수 성분이 억제되어 PCC로 흐르는 계단파 

부하의 전류(Idc,ramp)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류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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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하여 계단파 부하의 전압은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발전기 

전압과 PCC 전압의 공통 전압 성분은 그림 4.8과 유사하게 30V 

수준으로 강하하지만, 공진 성분에 의하여 최대 6%의 변동이 발생한다. 

계단파 부하의 전압은 공진으로 인하여 10% 이상의 전압 변동이 

발생한다. 빠른 전압 변동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전압(Vdc,ramp)은 전류의 

상승이 끝나고 공진 성분이 사라지면, 선로 저항에의한 전압 강하로 인해 

그림 4.8의 경우와 유사하게 PCC와 약 2% 수준의 전압 차이를 보인다. 

1ms 이하의 기울기를 가진 부하들의 전압 변동은 그림 4.9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는 그림 3.25와 3.26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4. 10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부하 캐패시턴스 증가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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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1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부하 인덕턴스 증가 

 

  그림 4.10은 그림 4.9의 상황에서 준-계단파 부하의 캐패시턴스를 

10mF에서 20mF으로, 2배로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발전기 전압과 

PCC 전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준-계단파 부하의 전압(Vdc,ramp)과 

전류(Idc,ramp)의 공진 성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1은 그림 

4.9의 상황에서 부하 인덕턴스가 25μH에서 50μH로, 2배로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발전기 전압과 PCC 전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준-

계단파 부하의 전압(Vdc,ramp)과 전류(Idc,ramp)의 공진 성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계단파 부하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자신의 전압 변동 제한을 목표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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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2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발전기단 캐패시턴스 증가 

 

그림 4. 13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추진 인버터 캐패시턴스 증가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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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는 그림 4.9의 상황에서 발전기단 캐패시턴스가 48mF에서 

72mF으로, 1.5배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발전기 전압의 최대 변동은 

감소하였지만, PCC의 전압의 최대 변동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기단 캐패시턴스 변화는 공통 전압 성분에만 관여하므로, 공진 

성분에 의한 억제를 위한 다른 제어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4.13은 

그림 4.9의 상황에서 추진 인버터의 캐패시턴스가 2배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4.12과 비교할 때, 발전기 및 PCC 전압의 공통 전압 

성분의 변동은 증가하지만 PCC 전압의 공진 성분이 억제되어, PCC의 

최대 전압 변동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14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 : 발전기 전류 제어 대역폭 감소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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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는 그림 4.3의 상황에서 발전기 전류 제어 대역폭이 

300Hz에서 150Hz로, 0.5배로 감소한 상황을 보여준다. 발전기 및 PCC의 

공통 전압 성분이 감소하였지만, PCC 전압의 최소값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12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발전기의 전류 전향 

보상은 공진 성분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SS의 전압 제어 

대역폭의 감소나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계수의 증가는, ESS 보상 

전류의 감소 및 추진 부하의 보상 전류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상화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PCC 최저 전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림 4. 15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동 : 정출력 부하의 경우 

 

시간 [s]

Iramp

Vdc,gen

Vdc,ramp

Vdc,pcc

Idc,ramp

Idc,gen

Idc,normal

Idc,prop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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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5는 그림 4.9의 상황에서 준-계단파 부하가 정전류 부하가 

아닌 2MW의 정출력 부하로 동작하는 경우의 파형을 보여준다. 준-

계단파 전류(Iramp)가 부하 전압(Vdc,ramp)에 따라 변동하여, 부하의 전압 

변동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6의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4.16부터 4.19까지는 3초 시점에 발생하는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보여준다. 일반 부하가 500kW의 전력을, 추진 부하가 

600kW의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2MW의 과도 부하가 가해졌다. 속도 

과도 제어기의 성능에 있어 엔진-발전기의 급격한 가변속을 시험하기 

위하여, 부하의 기울기는 10ms로 설정하였다. 발전기의 초기 속도는 

1300r/min이며,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의 파형 및 엔진-가변속 경향은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유사하므로, 그림 4.10에서만 표현하였다.  

 

그림 4.16은 3초 시점에 가해진 2MW의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제어기의 동작을 보여준다. 초기 50ms 동안 발전기 연계 컨버터는 전압 

과도 제어를 수행하여 계통 전압을 제어하지만, 발전기의 감속으로 인하여 

동적 발전량 제한이 일어난다. 동적 제한을 위한 판단은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 0W 이하로 감소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하지만, 저역 통과 필터 

특성에 의하여 계통 전압은 서서히 감소한다. 계통 전압이 감소하면서 

ESS 예비력 및 추진 인버터의 부하 감소를 통해 계통 전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엔진-발전기는 일정 수준 가속을 수행하고,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 0W보다 커지는 시점에서 동적 제한을 해제하여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 및 계통 전압 제어를 시도한다. 발전기의 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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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동적 제한 상태로 가속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4.0초 시점을 기준으로 발전기는 동적 제한 없이 부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계통 전압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ESS 및 추진 인버터의 

전력 보상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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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6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 속도 

시간 [s]

시간 [s]

시간 [s]

Vdc,ESS

Vdc,ramp

Idc,ramp

Vdc,gen

Vdc,pcc Vdc,normal
Vdc,prop

Idc,gen

Idc,ESS

Idc,normal

Idc,prop

EG

EG
*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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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7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전압 영역  

 

  그림 4.17은 그림 4.16의 경우에서, ESS의 전압 제어 기준과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 기준을 모두 3%로 설정한 경우를 보여준다. ESS의 

전압 제어 영역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으므로, ESS의 전류(Idc,ESS)가 

포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통 전압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ESS의 전류가 감소한 만큼 추진 인버터의 부하 감소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간 [s]

Vdc,ESS

Vdc,ramp

Idc,ramp

Vdc,gen

Vdc,pcc Vdc,normal
Vdc,prop

Idc,gen

Id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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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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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8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부하 크기 변화 

 

  그림 4.18은 그림 4.16의 경우에서, 속도 과도 부하의 크기가 

1.5MW로 감소한 파형을 보여준다.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초과하는 

부하량이 감소하므로, 필요한 발전기의 가속이 감소하고, 보다 빠른 

시간에 계통 전압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통 전압의 최대 

변동은 동일한데, 이는 속도 과도 제어기가 부하의 크기보다는 제어기의 

설계에 따라 전압 변동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시간 [s]

Vdc,ESS

Vdc,ramp

Idc,ramp

Vdc,gen

Vdc,pcc Vdc,normal
Vdc,prop

Idc,gen

Idc,ESS

Idc,normal

Idc,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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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증가 

 

  그림 4.19는 그림 4.16의 경우에 비하여, 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더 많이 확보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4.16은 1300r/min에서 

1.7MW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림 4.19는 속도 

과도 부하 투입 전에 엔진 발전기가 1450r/min로 돌고 있는 상황으로, 

그림 4.16의 1300r/min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1.7MW에 비하여 더 

많은 2.2MW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MW의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발전량의 제한 없이 지속적인 전압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s]

Vdc,ESS

Vdc,ramp

Idc,ramp

Vdc,gen

Vdc,pcc Vdc,normal
Vdc,prop

Idc,gen

Idc,ESS

Idc,normal

Idc,prop



261 

 

그림 4. 20 펄스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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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3.6의 시나리오 4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4.20은 3초 시점에 가해진 2MW의 펄스 형태의 부하에 대하여 과도 및 

속도 과도 제어기를 포함한 전체 제어기의 협조 동작을 보여준다. 일반 

부하가 500kW, 추진 부하가 600kW의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엔진 

발전기의 속도는 1300r/min로 1.7MW 수준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가지고 있다. 펄스 부하는 1ms의 상승 시간과 200ms의 

지속시간, 200ms의 하강 시간을 가지고 있다. 초기 계통 전압은 그림 

4.9의 상황과 같이 변동하며, PCC 전압은 5% 이내로 제어된다. 펄스 

부하 이후, 50ms 시점에서 발전기는 감속으로 인한 동적 발전량 제한으로 

인해 부하 인가 100ms 이후에는 가속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추진 부하와 

ESS의 전력 보상을 통해 계통 전압이 유지되며, 펄스 부하가 사라지면 

발전기의 동적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발전기는 불필요한 가속을 

수행하지 않고 펄스 이전 시점으로 돌아간다. 

 

4.2 4개의 분전반(4SWBD) 구조 

  그림 2.13의 4개의 분전반이 링버스 형태로 연결된 전체 선박 DC 계통 

회로에 대하여, 2.3절의 전력 설비를 모두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4.1절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표 3.26부터 3.30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였으며, 3MW 발전기는 4MW 발전기와 용량 대비 

동일한 캐패시턴스로 36mF을 가지고 있다. 7MW 준-계단파 부하의 

인덕턴스는 10μH로 캐패시턴스는 20mF으로 설정하였다. 이 캐패시턴스 

값은 준-계단파 부하의 전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진 전압 성분의 

제한을 위하여 다른 값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SWBD 1은 

선두 우현, SWBD 2는 선두 좌현, SWBD 3은 선미 우현, SWBD 4는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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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현에 위치한다.  

  각 분전반의 전압 그래프에 대하여 발전기 전압(Vdc,gen), ESS 

전압(Vdc,ESS), PCC 전압(Vdc,pcc), 일반 부하 전압 (Vdc,normal), 추진 부하 

전압(Vdc,prop) 및 과도 부하 전압(Vdc,ramp)을, 각 분전반의 전류 

그래프에서 발전기 전류(Idc,gen), 추진 부하 전류(Idc,prop), 일반 부하 

전류(Idc,normal), ESS 전류(Idc,ESS) 및 과도 부하 전류(Idc,ramp)를, 엔진-

발전기 속도 그래프에서는 지령(ωEG
*)과 실제 속도(ωEG)를 보여준다. 

버스 타이 전류 그래프에서, Ibustie1-3은 분전반 1에서 3으로 흐르는 전류를, 

Ibustie2-4는 분전반 2에서 4로 흐르는 전류를, Ibustie2-1은 분전반 2에서 1로 

흐르는 전류를, Ibustie3-4는 분전반 3에서 4로 흐르는 전류를 보여준다.  

 

  먼저 표 3.6의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준-정상 상태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4.21부터 4.26까지는 일반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 부하가 증가 

할 때의 각 분전반의 전압, 전류와 버스 타이의 전류 및 엔진-발전기의 

속도를 보여준다. 총 2MW의 일반 부하가, 4개의 분전반에 동일하게 

500kW씩 분산되어 있다. 추진 부하는 2초부터 10초까지 8초에 걸쳐 

상승하는데, 분전반 3과 4에서 각각 5MW씩 총 10MW까지 증가한다. 

추진 부하의 구동 전에는 2MW의 일반 부하가 발전기 용량에 따라 동일 

부하율로 분배되고 있다. 따라서, 3MW 발전기를 가진 분전반 1과 

2에서는 430kW를, 4MW 발전기를 가진 분전반 3과 4에서는 570kW를 

발전한다. 추진 부하 상승한 이후에도 동일 부하율 분배에 따라, 분전반 

1과 2에서는 2.57MW를, 분전반 3과 4에서는 3.43MW를 출력한다. 

  그림 4.21의 분전반 1과 그림 4.22의 분전반 2의 전압 및 전류는 

선박의 좌현 및 우현의 대칭 구조로 인하여 유사한 파형을 보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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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의 분전반 3과 그림 4.24의 분전반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6에서 보듯이, 추진 부하 출력 전의 엔진-발전기의 속도는 모두 

1000r/min 부근이며, 부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1800r/min까지 상승한다. 

추진 부하 출력 전에는 분전반 1과 2의 발전량이 일반 부하량보다 적기 

때문에, 분전반 3과 4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는 그림 4.25의 버스 

타이 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진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분전반 

3과 4에 위치한 추진 부하의 전력을 분전반 1과 2에서도 공급 받는다. 

따라서 분전반 1과 2의 발전량과 일반 부하의 차이만큼의 전력이 버스 

타이를 통해 분전반 3과 4에 공급되며, 그림 4.25의 버스 타이 전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기 전압이 전압 강하에 의하여 변동하게 

된다. 분전반 간의 전력 공급으로 인한 전압 강하로 인하여, 분전반 1과 

2의 전압이 분전반 3과 4의 전압보다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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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1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1의 전압 및 전류 

 

그림 4. 22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2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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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3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3의 전압 및 전류 

 

그림 4. 24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분전반 4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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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5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버스타이 전류 

 

그림 4. 26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엔진-발전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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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표 3.6의 시나리오 4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4.27부터 4.32까지는 일반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펄스 형태의 과도 

부하가 가해질 때의, 각 분전반의 전압, 전류와 버스 타이의 전류 및 

엔진-발전기의 속도를 보여준다. 총 2MW의 일반 부하가, 4개의 분전반에 

동일하게 500kW씩 분산되어 있다. 또한 총 2MW의 추진 부하가, 분전반 

3과 4에 1MW씩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4MW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전반 1과 2의 엔진-발전기는 1200r/min 

수준으로, 분전반 3과 4의 엔진-발전기는 1400r/min 수준에서 운전되고 

있다. 

  펄스 부하는 분전반 3에 연결되어 있으며, 2초부터 2.5초까지 7MW의 

전력을 소모한다. 상승 시간은 3ms이며, 하강 시간은 10ms이다. 그림 

4.27부터 4.30의 우측의 파형은 좌측에 표시된 영역을 시간 축에서 

확대한 파형이다. 모든 분전반의 발전기와 ESS 및 추진 인버터들이, 과도 

부하에 의한 공통 전압 성분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력을 보상한다. 버스 

타이를 통한 전력 보상 정도는 그림 4.32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추진 

부하의 저감이 가능하면서 버스 타이 저항 및 인덕턴스가 작은 분전반 

4에서 가장 많은 전력이 공급된다. 다음으로 분전반 1로부터 많은 전력이 

공급되며, 분전반 2는 분전반 1과 4를 보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기들의 과도 전류 보상으로 인하여 그림 4.32에서 보듯이 약간의 

엔진-발전기의 감속이 발생한다. 각 분전반의 ESS 및 추진 부하들이 

펄스 부하에 대하여 소모한 에너지는 동일하지 않지만 펄스 부하의 

구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버스 타이 및 선로 저항 강하로 인하여 분전반 3의 전압은 모든 분전반 

중에서 가장 낮으며, 분전반 3의 ESS 전력 보상 및 추진 부하의 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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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한다. 분전반 1과 2는 펄스 부하에 대한 과도 전압 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으며, 분전반 4도 분전반 3보다는 적은 영향을 받는다. 

펄스 부하의 공진 성분은 분전반 3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공진 성분의 

설계는 하나의 분전반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분전반 3의 발전기 

용량은 4MW로 7MW보다 작지만 5MW의 추진 인버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식 3.101에 따라 운용이 가능하다. 

 

 

그림 4. 27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1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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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8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2의 전압 및 전류 

 

그림 4. 29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3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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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0 펄스 부하에 따른 분전반 4의 전압 및 전류 

 

그림 4. 31 펄스 부하에 따른 버스 타이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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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2 펄스 부하에 따른 엔진-발전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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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축소 실험 

 

5.1 실험 장치의 구성 

 

그림 5. 1 축소 실험 구성도 

 

본 장에서는 2.3절의 대상 선박 DC 계통에 대하여, 3.5절에서 설계한 

제어기를 토대로 550V, 20kW 축소 실험을 통한 검증을 진행한다. 그림 

5.1은 축소 실험을 위한 구성도를 보여준다. 발전 시스템은 그림 5.2의 

엔진-발전기와 발전기 연계 컨버터(PWM AC/DC 승압 컨버터)로 

구성하였다. 가변속 발전을 위한 전자식 가버너 및 속도 제어기를 DC/DC 

컨버터로 구성하였다. ESS는 그림 5.2의 150V 리튬 이온 배터리와 

DC/DC 승압 컨버터로 구성하였다. 추진 인버터와 준-계단파 부하는 계통 

연계형 PWM AC/DC 승압 컨버터를 활용하여 모의하였다. 축소 실험을 

위한 계통 파라미터는 표 5.1과 같으며, 제어 대역폭 및 관련 변수는 표 

5.2와 같다. 

축소 실험 변수는 회로 방정식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 5.1과 

SWBD
(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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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준 임피던스(Zbase,small-scale)를 대상 회로의 기준 

임피던스(Zbase,large-scale)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전압 축소 비율(kV)와 

전류 축소 비율(kI)는, 각각 0.55와 0.009이므로, 기준 임피던스는 

60.5배 차이가 난다. 회로 방정식에 따라, 축소 모델의 캐패시턴스는 식 

5.2와 같이 1/60.5배로 감소하며, 인덕턴스는 식 5.3과 같이 60.5배 

증가한다. 이에 따라, 축소 실험의 100μF은 대상 회로의 6mF에 

해당하며, 축소 실험의 1mH는 대상 회로의 16.5μH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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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축소 실험 사진 

 

표 5. 1 축소 실험을 위한 계통 구성 

전력 설비 
용량 / 

전류 정격 

선로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발전기 연계 컨버터 20kW / 36A 2mH 
100μF / 

400μF 

ESS 컨버터 2.5kW / 4.5A 2mH 
33μF / 

66μF 

추진 인버터 15kW/27A 2mH 
100μF / 

200μF 

준-계단파 부하 10kW/18A 2 mH / 5mH 
100μF / 

400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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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축소 실험을 위한 제어기 구성 

 
스위칭 

주파수 

전류 제어기 

제어 대역 

전압 제어기 

제어 대역/ 

댐핑 계수 

발전기 연계 컨버터 5kHz 300Hz 5Hz, 2 

ESS 10kHz 1kHz 100Hz, 1 

추진 인버터 5kHz 500Hz 3 (능동 댐핑) 

준-계단파 부하 

(일반 부하) 
5kHz 500Hz - 

 

5.2 축소 실험 결과 

축소 실험 시나리오는 3.1.3.2절과 같다. 먼저, 표 3.6의 시나리오 1이 

준-정상 상태 시뮬레이션으로, 수 초에 걸쳐서 느리게 변하는 상황의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의 속도 제어에 대하여 실험한다. 이어서, 

3.2장에서 설명한 전압 과도 제어기의 전압 과도 응답 성능을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3.3장의 속도 과도 대역 제어기의 동작의 검토를 위하여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실험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에 해당하는 펄스 

형태의 부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모든 전압 그래프에서 발전기 전압(Vdc,gen), ESS 전압(Vdc,ESS), PCC 

전압(Vdc,pcc), 일반 부하 전압(Vdc,normal), 추진 부하 전압(Vdc,prop) 및 과도 

부하 전압(Vdc,ramp)을, 모든 전류 그래프에서 발전기 전류(Idc,gen), 추진 

부하 전류(Idc,prop), 일반 부하 전류(Idc,normal), ESS 전류(Idc,ESS) 및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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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전류(Idc,ramp)를 표시한다. 속도 과도 제어기의 파형에서는 엔진-

발전기 속도(ωEG)를 함께 보여준다. 그림 5.3은 축소 실험에서 사용한 

엔진-발전기의 최대 출력 곡선 및 최적 효율을 위한 가변속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5. 3 축소 실험에서 사용한 엔진-발전기의 최대 출력 및 가변속 곡선 

 

 

그림 5. 4 추진 부하 상승에 따른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 속도 

 

  그림 5.4는 1.5kW의 일반 부하(Idc,normal)가 있는 상태에서, 1.5kW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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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Idc,prop)가 13초에 걸쳐 정격 용량의 65%인 13kW만큼 상승하는 

동안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 속도 제어 결과를 보여준다. 계통의 

전압은 일정하게 제어 되고 있으며, 엔진-발전기는 효율 곡선을 따라 

가변속을 수행한다. ESS는 SOC 관리를 위한 전류 제어를 수행하며, 

별도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림 5.5부터 5.8까지는 시나리오 2에 해당하는 전압 과도 제어 성능 

검토를 위한 축소 실험 결과이며, 소용량 캐패시턴스를 가진 계통을 

구성하였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 추진 인버터, 준-계단파 부하의 

캐패시턴스는 모두 100μF이며, ESS의 캐패시턴스는 33μF이다. 이 때, 

모든 선로의 인덕턴스는 2mH로 동일하다. 과도 제어기의 그림 2.2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의 만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엔진-발전기는 

1300r/min에서 정속으로 구동하며 충분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5. 5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5kW 부하,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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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는 10ms 의 상승시간을 가진 엔진-발전기 출력의 1/4 에 

해당하는 5kW 의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을 보여준다. 좌측은 

준-계단파 부하(Idc,ramp)가 가해지는 상황이며, 우측은 준-계단파 부하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발전기 전류는 전류 전향 보상을, 추진 인버터는 능동 

댐핑을, ESS 는 전압 제어를 통해 과도 부하 전류를 보상한다. 계통 전압 

변동은 30V 수준이다. 이 때, ESS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은 100Hz 이다. 

 

 

그림 5. 6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5kW 부하, 1ms 

 

  그림 5.6 은 1ms 의 상승 시간을 가진 5kW 의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을 보여준다. 좌측은 준-계단파 부하(Idc,ramp)가 가해지는 

상황이며, 우측은 준-계단파 부하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그림 5.5 에 

비하여 전압 변동량이 40V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3 절의 식 3.83 에서 예측한 공통 전압 성분의 변화량은 33V 로 

실험치와 변화량에 대해 20%, 정격 전압 대비 1% 정도의 오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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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유로, 식 3.83 은 정전류 부하에 대한 해석이지만, 실험은 

전력 변환 장치가 정출력 부하로 동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 7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제어기 대역폭 변화 

 

  그림 5.7은 그림 5.5의 상황에서, 제어기 성능을 변경한 축소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좌측은 ESS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을 그림 5.6의 

실험에서 사용한 100Hz에서 50Hz로 감소시킨 경우로, 그림 5.6에 

비하여 ESS 과도 전류 보상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압 변동의 최대값이 증가 하였다. 우측은 그림 5.5의 상황에서 발전기 

연계 컨버터의 전류 대역폭을 300Hz에서 500Hz로 증가시킨 경우로, 

전압 변동의 최대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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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8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10kW 

 

  그림 5.8은 전체 계통의 50%에 해당하는 10kW의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좌측은 1ms의 상승 시간을, 우측은 

10ms의 상승 시간을 가지고 증가하였다. 좌측 파형이 우측 파형에 

비하여 최대 전압 변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대 전압 변동은 

80V를 초과하므로, 현재 계통 파라미터로는 10kW의 부하에 대하여 그림 

2.2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그림 5.9부터 5.14까지의 결과는, 앞의 그림 5.5부터 5.8의 경우보다 

증가한 캐패시터를 가진 계통에 대한 통일 실험 파형이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와 준-계단파 부하의 캐패시턴스는 100μF에서 400μF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추진 인버터의 캐패시턴스는 100μF에서 200μF으로 2배, 

ESS의 캐패시턴스는 33μF에서 66μF으로 2배 증가한 경우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5.14의 준-계단파 부하를 제외하면, 모든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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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턴스는 2mH로 동일하다. 전압 과도 제어기의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엔진-발전기는 1300r/min에서 정속으로 구동하며 

충분한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확보 하고 있다. 

 

 

그림 5. 9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5kW, 10ms 

 

그림 5.9는 10ms의 상승 시간을 가진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보여준다. 그림 5.5에 비하여 발전기 캐패시턴스와 부하 

캐패시턴스를 비롯한 전체적인 캐패시턴스가 증가하였음에도, 최대 전압 

변동은 13V 수준으로 그림 5.5에 비하여 4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통 캐패시턴스의 크기와 전압 변동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은 

3.3.3절의 식 3.8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통 전압 성분을 제어하는 

성분이 발전기 연계-인버터의 전향 보상뿐만 아니라, ESS의 전압 제어기 

및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과도 관계하기 때문이다. 발전기의 전향 

보상은 식 3.76에서 보인 바와 같이, 발전기 캐패시턴스에 따라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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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감소하지만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하지는 않는다. 부하의 

캐패시턴스의 차이는 그림 3.82에서 보인바와 같이 공통 전압 성분에는 

기여하지 않고 공진 성분에만 영황을 주기 때문에, 10ms 수준의 준-

계단파 부하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5. 10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5kW, 1ms 

 

그림 5.10은 1ms의 상승 시간을 가진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보여준다. 공통 전압 성분의 최대 전압 변동은 20V 수준으로, 

그림 5.5에 비하여 전압 변동은 5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9에 

비하여 전압 감소량이 줄어든 것은, 공진 성분의 영향 때문이다. 공통 

전압 성분과 다르게 공진 성분의 변화는, 식 3.35에서 보인 것과 같이 각 

캐패시턴스의 크기 변화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통 성분의 

감소량과 정도가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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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1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10kW 

 

  그림 5.11은 계통 정격 용량의 50%인 10kW의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보여준다. 좌측은 10ms의 상승 시간을, 우측은 

5ms의 상승 시간을 가진다. 그림 5.8의 좌측 파형보다 50% 정도 전압 

강하가 더 일어나 75V의 전압 변동만을 보인다. 5kW 준-계단파에 

비하여 전압 변동폭이 커진 것은, 정출력 부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출력 부하는 전압 변동폭이 커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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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2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10kW, 1ms 

 

  그림 5.12는 계통 정격 용량의 50%인 10kW의 준-계단파 부하가 

1ms의 시간 동안 상승한 경우와 하강한 경우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을 

보여준다. 부하에 대하여, 그림 5.8의 좌측 파형보다 44% 수준으로 

감소한, 40V의 전압 변동만을 보인다.  

 

 

그림 5. 13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제어기 대역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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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는 그림 5.12의 경우에 대하여, 제어기 성능을 변경한 축소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좌측은 ESS 전압 제어기의 성능을 100Hz에서 

50Hz로 감소시킨 경우로, ESS 보상 전류 감소로 전압 변동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측은 전류 제어기 대역폭을 300Hz에서 500Hz로 

증가시킨 경우로, 전압 변동폭이 10V 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14 준-계단파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화 : 부하 인덕턴스 변화 

 

  그림 5.14는 그림 5.12의 경우에 대하여, 부하 인덕턴스의 크기를 

2mH에서 5mH로 2.5배 증가한 축소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발전기 

전압의 공통 전압 성분은 그림 5.12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공진 

성분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7 

 

그림 5.15부터 5.18까지는, 시나리오 3에 해당하는 속도 과도 제어기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축소 실험 결과이다. 발전기 연계 컨버터와 준-

계단파 부하의 캐패시턴스는 400μF이며, 추진 인버터의 캐패시턴스는 

200μF, ESS의 캐패시턴스는 66μF이다. 그림들에서 준-계단파 부하의 

선로 인덕턴스는 5mH이며, 다른 모든 선로 인덕턴스는 2mH로 동일하다. 

그림 5.3의 엔진-발전기의 최대 출력 곡선 및 효율 곡선에 따르면, 

4.5kW의 전력을 공급하는 엔진—발전기는 약 1000r/min에서 연비 

개선을 위한 가변속 운전을 수행하며 이 때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약 4kW 수준이다.  

 

 

그림 5. 15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10ms) 

 

  그림 5.15는 10kW의 준-계단파가 10ms에 가해지는 경우의 계통 

전압 및 엔진-발전기의 가변속 수행을 보여준다. 준-계단파가 가해지기 

전의 부하량은 4.5kW 수준이며, 1000r/min에서 최대 출력은 8.8kW이다. 

엔진-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은 약 4.3kW이므로, 10k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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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계단파 부하를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발전기는 발전량 제한을 

수행하고, 부족한 발전량은 ESS 출력과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을 통해 

공급한다. 준-계단파의 상승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발전기의 과도 

전류 보상을 위한 전류가 크기 않다. 따라서, 발전기 관성 에너지의 

소모량이 많지 않아 발전기 속도의 감소 수준이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16 준-계단파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1ms) 

 

  그림 5.16은 그림 5.15의 상황에 대하여, 준-계단파가 1ms만에 

상승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준-계단파에 대한 과도 전류 보상으로 인하여, 

초기 엔진-발전기 전류가 크게 상승하지만, 순시 최대 발전량이 부하의 

크기보다 작아 동적 발전량 제한에 걸린다. 초기 과도 보상으로 인하여 

발전기 속도가 약 50r/min 정도 감속하는데, 이는 1kW의 엔진-발전기의 

최대 출력 감소를 의미한다. 부족한 발전량을 ESS와 추진 인버터가 

공급하는 동안 발전기는 부하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가변속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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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7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 영역과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 

 

  그림 5.17은 그림 5.15의 경우에 대하여, 추진 인버터의 전압 제어 

기준을 변경한 축소 실험 결과이다. 좌측은 ESS와 추진 인버터 모두 전압 

제어 기준을 3% 전압 변동에 해당하는 534V로 설정하였으며, 우측은 

ESS의 전압 제어 기준은 3%로 추진 인버터는 5%로 설정하였다. 좌측의 

경우는 ESS의 출력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로, 더 많은 추진 인버터의 부하 

저감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측의 경우, ESS의 출력이 포화 

되었으며 계통 전압이 좌측보다 확실하게 낮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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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8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에 따른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 

 

  그림 5.18은 그림 5.15의 경우에 대하여, 발전기 초기 속도를 변경한 

축소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좌측부터, 그림 5.16보다 1kW, 4kW, 7kW의 

추가적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15에 

비하여, 부하 감소량이 감소하고 발전기 출력이 더 크며, 가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측 파형은 총 11.3kW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하 감소 없이 발전기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과도 보상으로 인하여 부하 

크기에 대하여 10% 수준의 추가적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수 초간의 부하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확보를 위하여, 발전기가 보다 높은 속도에서 운전하므로 

연비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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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 펄스 부하에 대한 속도 과도 대역 제어 실험 파형 

 

  그림 5.19는 시나리오 4에 해당하는 축소 실험 결과로, 10ms의 상승 

및 하강 시간을 가진 10kW의 펄스 부하에 대한 제어기의 성능을 

보여준다. 펄스는 약 150ms 동안 지속되며, 펄스의 지속 시간 동안 

ESS와 추진 인버터가 부족한 발전량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기는 부하 저감을 통해 초과 발전으로 인한 감속을 제한하고, 펄스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초기 속도로 돌아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시간이 짧은 펄스 부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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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6.1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DC 계통에 적용 가능한 과도 응답을 개선하는 

제어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 이를 기반으로 선박 DC 

계통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제어를 통해 과도 

부하 및 계통 사고에 대하여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제어는 단일 

계통 설비 사고에 대한 정상 운전(N-1 contingency)과 버스 타이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전원 형태의 계통 구성 및 제어를 위하여, 

중요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최소한의 전력 

보조 장비 및 수동 소자로 계통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과도 부하가 DC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통 전압 변동을 공진 성분과 공통 전압 성분으로 

분리하였다. 각각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진 성분은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를 통한 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크기를 제한하기 위한 계통 수동 소자의 설계 

방법을 수식적으로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펄스나 

발전기 탈락과 같은 과도 부하에 대하여, 계통 전압 변동 기준내로 

전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대 공진 성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공통 전압 성분 억제를 위하여, 전압 과도 대역에서의 제어를 

제안하고 분석 및 설계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과도 부하에 

대하여 계통 전압 변동을 기준 값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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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이상의 용량과 부하의 대역폭을 상회하는 전압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선박 계통에는 이러한 전압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설비의 사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는 이러한 전압원을 단일 전력 변환 장치가 아닌, ESS 전압 

제어기와 발전기의 전류 전향 보상기 및 추진 인버터의 능동 댐핑 

제어기가 역할을 나누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과도 부하에 의한 계통 전압 변동을 기준 값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전력 보조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공통 전압 

성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전력 변환 장치의 제어 성능이 계통의 선로 인덕턴스 및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음을 보이고, 그 성능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동 소자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어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최악의 과도 부하에 대한 계통 전압 

변동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캐패시턴스의 용량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엔진-발전기의 토크 지연 시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과도 

부하에 대하여, 순동 예비력이 아닌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부하의 차단 또는 저감 

없이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변속 운전을 적용한 

엔진-발전기의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보다 속도 과도 부하의 

크기가 작을 필요가 있다. 

(5)   과도 부하가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속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속도 과도 대역의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발전기의 출력은 저역 동적 제한기에 의하여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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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전력은 ESS의 예비력과 추진 부하의 저감을 통해 

공급된다. 그동안 발전기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속도까지 가속을 수행한다. 이러한 속도 과도 제어를 통해, 별도의 

통신 없이 없이도 발전기 탈락과 같은 상황에서도 연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6)   하나의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하여 캐스케이드 형태의 제어기를 

활용하여, 모드 변화 없이도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SS는 정상 상태에서는 SOC를 위한 전류 

제어를 수행하지만, 전압 과도 대역에서는 전압 제어기로서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기는 정상 상태에서는 

전압 제어를 수행하면서 전력을 공급하지만, 전압 과도 대역에서는 

전류 전향 보상을 통해 과도 부하에 대응한다. 추진 인버터는 정상 

상태에서는 추진 출력을 소모하지만, 과도 대역에서는 전압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례 전압 제어기처럼 동작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전력 보조 장치를 활용하지 않아도 소용량 수동 소자를 

가진 DC 계통에 대하여 전압 과도와 속도 과도를 만족하여 연속 

전력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7)   시뮬레이션 및 축소 실험을 통하여, 앞에서 분석하고 제안하였던 

방법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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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과제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단일 분전반에 대한 분석을 다수의 분전반을 가진 계통에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수의 분전반에서도 유사하게 동작함을 확인하였지만, 다양한 

조건에서도 다수의 분전반이 유사하게 동작함을 실험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다중 공진 구조에서 과도 부하에 의한 공진 전압에 대하여 보다 

일반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식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단일 공진에 대한 해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중 

공진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다중 공진 현상은 선로 파라미터에 

따라 그 경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제안한 전압 과도 대역의 제어기를 모두 고려한 등가 제어기의 

성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식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각 제어기들을 다양한 간소화 회로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론과 시뮬레이션 및 실험의 오차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성능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엔진-발전기의 관성에 따른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 부하에 대하여 

발전기의 전류 보상 과정에서 소모한 관성 에너지가 과도 부하에 

대한 예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 10%의 여유율이 필요함을 

보였으나, 부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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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 변환 장치의 오동작으로 인한 탈락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단파 형태로 해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전력 변환 장치 및 그 제어 

대상에 따라 실질적인 현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6)   단락 사고와 차단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차단기의 동작이 계통 선로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공진 성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요구 된다. 

(7)   통신을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과도 부하에 대한 응답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통신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통신을 기반으로 각 전력 변환 장치가 

정보를 교환하며 더 나은 과도 응답 성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선박 DC 계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DC 

마이크로그리드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사용한 전력 설비의 성능 및 선로 파라미터들은 선박 계통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다양한 DC 계통의 설비와 선로에 대한 

확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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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offshore isolated microgrid, the shipboard grid of an electric propulsion ship 

should supply power uninterruptedly even in the situations such as severe load variation, 

dropout of a power equipment, and short-circuit fault. For this continuous power supply, 

it is necessary to design grid passive elements and to control power equipments based 

on transient analysis. The shipboard DC grid, which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in 

recent years, requires the variable speed operation of its embedded engine-generators 

to increase the fuel efficienc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ient load, such as a pulse 

load. He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nsient response of the shipboard DC grid 

considering these issues. However, most of previous researches does not analyze 

transient response of the variable speed engine-generator. They have adopted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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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quipment, such as a supercapacitor or an ESS, that can handles the load transient 

with large capacity and voltage controllability without an analysis or design of these 

additional equipment.  

In this paper, transient response is separated into voltage transient and speed transient, 

and transient analysis is performed according to this separ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control and design of power equipment to enhance transient response is proposed in 

this paper. This paper proposes a coordinated control of shipboard DC grid that has 

engine-generator-converters, ESSs, and propulsion inverters as power equipment. This 

coordinated control of the power equipment is designed to enhance transient response 

of the grid as well as its plant. The DC grid voltage is vulnerable to fast transient load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energy stored in grid capacitors compared to the energy 

that the transient load consu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proper voltage 

transient controller that regulates the grid voltage fluctuation to a certain level or less. 

The design of this proposed controlle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rid passive 

elements as well as control capability of power equipments. The voltage transient 

controller and the grid capacitance are designed to regulate the grid voltage deviation 

caused by the worst load transient. For this, the equation of the voltage deviation under 

certain load transient is derived. Under light load conditions, the variable speed 

operation of the engine-generator decreases not only its operating speed to increase fuel 

efficiency, but also its maximum generating power. This results in shortage of the 

generators’ power reserve against severe load transient or contin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proper speed transient controller that ensures instaneous 

generation capacity accelerating the engine-generator fastly. The proposed speed 

transient controller saves generation power of the engine-generators to increas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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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while the ESSs and propulsion inverters support power shortage, in case of severe 

load transient or a contingency.  

These proposed controllers are designed considering the control bandwidth and role 

of power equipment, so that they operate without using communication nor master 

controller. The proposed control and design principle is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 

and small-scaled experi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ltage deviation calculated 

from the derived equation and that measured from the simulation and the small-scaled 

experiment is less than 1% of the rated voltage. 

 

Keywords : All-Electric ship, DC grid, Transient response, Engine variable spee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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