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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력 시스템의 연구에 있어 과도 상태 해석은 필수적이다. 디지털 시뮬레

이션은 전력 시스템의 과도 상태 해석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

였다. 기존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의 경우 전력 시스템의 과도 상태 해석 시 비

교적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코어를 갖는 연산 장치(멀티

코어 연산장치)나 여러 개의 연산 장치(멀티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 추진 함정의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동시에 전기 추진 함정의 추진 부하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시

뮬레이션 하는 Power Hardware-in-the-Loop Simulation이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구

현한다. 

먼저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구성과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고성능 멀티 코어 DSP를 사용하였으며 연산의 병렬화를 위해서는 전

력 시스템의 분할이 필요하다. 병렬 연산을 위한 회로 분할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MATLAB/Simulink와 PLECS로 모델링 된 전기 추진 함정 전

력 시스템을 DSP에서 실행 가능한 C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본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된 전원단의 전압은 외부 전력 증

폭기에 의하여 실제 전압으로 합성됨으로써 Power Hardware-in-the-Loop 

Simulation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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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모의할 수 있음을 보이고 전기 추진 함정의 부하 전동기를 실제 하드

웨어로 구성하여 실험하는 Power Hardware-in-the-Loop Simulation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 해석을 수

행할 수 있었고 보다 정밀한 실험 및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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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나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전력망에 대한 연구에서부

터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력 시스템의 경우 실제 실험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가 시뮬레

이션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다. MATLAB, PSIM과 같은 디지털 시뮬레이션 도구

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도구의 경우 모

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모델링을 상세히 할수록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간략화 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전력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모델을 간략화 하여도 

수 초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수십 분에서 수백 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시

간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시뮬레이션 가속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

장하였다[1]-[3]. 통상 상업용으로 개발 된 고가의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

(Real Time Digital Simulator, RTDS)가 복잡한 전력 계통의 실시간 해석에 활용 

되어 왔다[4]-[6].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연산 장치의 능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단순

히 동작 주파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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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멀티 코어 아키텍처이

다. 여러 개의 코어를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연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멀티코어를 이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회로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이러한 연산 장치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연산 장치 만으로도 여러 대의 발

전기를 포함하는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 실시

간 시뮬레이션은 실시간성으로 인해 실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특징

을 가진다. 실시간 시뮬레이터와 외부의 하드웨어를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하

는 것을 Hardware-In-the-Loop Simulation(이하 HILS)라고 한다.[8] HILS를 구성할 

시 시뮬레이터와 외부 하드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인터페이스의 

구성 방법에 따라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HILS의 안정성을 분

석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화 하

기 위한 방법도 많이 제안되었다.[9] 

HILS 시스템은 항공우주 분야에서부터 자동차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

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 시스템 분야에도 HILS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10]-[12] 특히 전력 시스템 HILS에서는 단순히 제어용 하드웨어를 

시뮬레이터에 연결하는 HILS뿐만 아니라 전력기기를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Power Hardware-in-the Loop Simulation(이하 PHILS)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그리고 전기 추진 함정의 추진 부하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PHILS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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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용 실시간 시뮬레이터들의 경우 시뮬레이션 범위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쉽게 사용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실시간 시뮬레이터는 저렴한 멀티코어 DSP를 이용하고 소

프트웨어 역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ATLAB과 PLECS를 사용하

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가 실시간 시뮬레이터가 보다 폭 넓게 활용될 수 있

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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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먼저 실시

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Hardware-in-the-Loop Simulation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전

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한다.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발전기, 능동형 정류기와 추진부하, 일반 부하 

그리고 펄스 부하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소개한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병렬 연산을 위한 

회로 분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후 실제로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분

할한 결과도 살펴본다. 기존의 MATLAB/Simulink 및 PLECS로 모델링 된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DSP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하기 위한 자동 

코드 생성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구현한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

하여 전기 추진 함정의 추진 부하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PHILS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본다. 추진 부하의 축소 모델 구성 방법과 시뮬레이터와 

실제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모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시간 시뮬레이터 단독으로 전기 추진 함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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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모의하는 시뮬레이터 단독의 모의 실험에 대한 결과와 시뮬레이터 

외부에 실제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PHILS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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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 

2.1 실시간 시뮬레이션[4] 

n초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n초 이상 걸리는 기존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오

프라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연산 장치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연산 장치

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시뮬레이션이 실시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

게 되었다. 이 때 시뮬레이션 진행을 실제 시간과 동기화하게 되면 시뮬레이

션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표현 그대로 시뮬레이션 상

의 시간 진행이 실제 시간과 같게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을 의미한다. 즉, n초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n초가 걸린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기

존의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보다 시뮬레이션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

라 실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 속도로 시뮬레이

션이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제어용 하드웨어 등을 그대로 시뮬레이터와 연동

해 하드웨어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간 시뮬레이터는 여러 회

사에서 상용화하여 판매 중이다. 전력 시스템 분야의 대표적인 실시간 시뮬레

이터 업체는 RTDS, Opal-RT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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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tk) f(tk+1) f(tk+2)

tk+3tk+2tk+1tk tk+4
 

(a) 

 

f(tk+3)f(tk) f(tk+1) f(tk+2) f(tk+4)

tk+3tk+2tk+1tk tk+4

time

(b) 

f(tk+3)f(tk) f(tk+1) f(tk+2) f(tk+4)

tk+3tk+2tk+1tk tk+4

time

(c) 

 

그림 2.1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에 따른 분류 

(a) 실시간 보다 느린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b) 실시간 보다 빠른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c) 실시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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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ardware-in-the-Loop Simulation[8] 

HILS는 기존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에서 소프트웨어로 모델링 되어있던 시스

템의 일부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비교적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은 시뮬레이터로 모의하고 모델링이 어렵거나 시험하고

자 하는 장치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전동

기 구동용 제어기를 설계한다고 하였을 때 기존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에서의 

구성과 실제 제어용 하드웨어를 이용한 HILS를 할 때의 구성을 비교하면 그

림(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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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전동기 
전기적 모델

전력 변환 장치
영구자석 전동기 및 
부하기의 기계적 모델

제어기

시뮬레이터

 

(a) 

제어기

영구자석전동기 
전기적 모델

전력 변환 장치
영구자석 전동기 및 
부하기의 기계적 모델

시뮬레이터

실제 하드웨어

 

(b) 

 

그림 2.2 전동기 구동 시뮬레이션의 구조 

(a)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구조 (b)HILS를 위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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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디지털 시뮬레이션에서는 전동기의 제어기와 전동기, 전력변환기 모두 

소프트웨어로 모델링 되어 시뮬레이션 된다. HILS의 경우 제어기를 실제 하드

웨어 제어기로 구성하고 하드웨어 제어기와 시뮬레이터를 연동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HILS는 실제 제작된 제어용 하드웨어를 시험

하고자 할 때 수행한다. 

이렇게 HILS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 중간의 단계로

서, 이를 통해 실제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2.2.1 HILS의 장점  

HILS의 장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원하는 상황

을 손쉽게 모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HILS를 이용하면 쉽게 재현할 수 없는 

상황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기나 태양광 발전용 전력 

변환기를 시험할 때 실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시험을 하게 

되면 바람의 양과 일사량을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HILS의 일종인 풍력 시뮬레이터나 태양광 시뮬레이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

면 원하는 바람의 양이나 원하는 일사량을 손쉽게 모의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고 실제 시험을 하기에는 위험한 상황도 손쉽게 모의 가능하다. 계통의 선간 

단락과 같은 상황에서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계통의 선간 단락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실험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상

황에서 HILS를 이용하면 그러한 위험 요소 없이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원하는 상황을 손쉽게 모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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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을 할 수 있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시험을 통

해 개발된 제품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살펴볼 HILS의 장점은 실험 장치 구성의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이크로 그리드나 함정의 전력 시스템에 대해 연구할 때 전체 시스

템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실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때 시스템의 일부만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뮬레이터

를 이용하여 모의하게 되면 실험 장치를 매우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2.2.2 HILS의 구분 

HILS는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실제 하드웨어가 단순히 제어기면 Controller HILS(이하 CHILS)라하고 전력

기기를 포함하고 있으면 Power HILS(이하 PHILS)라고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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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Controller HILS 

CHILS는 구현된 제어용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HILS로 실제 하드웨

어로 구성된 제어용 하드웨어는 시뮬레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전달 받아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해 제어 신호만 다시 시뮬레이터로 전송한다. 초창기의 HILS

는 대부분 CHILS에 해당된다.  

CHILS는 시스템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 실제 하드웨어가 

손상되는 위험이 없으므로 극한의 환경이나 위험한 상황을 모의해 시험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시험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측정값

제어신호

시뮬레이터 제어 하드웨어

 

(a)  

시뮬레이터 전력 하드웨어

전압 
증폭기

전압지령

전류 측정값

전압

 

(b)  

그림 2.3 HILS의 종류 

 (a)Controller HILS와 (b)Power 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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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Power HILS 

PHILS는 CHILS와는 달리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하드웨어로 구성한

HILS를 의미한다. 제어의 대상이라고 하면 인버터가 될 수도 있고 인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시스템이 될 수 도 있다. 전동기 구동 시스템을 예로 들면 

인버터는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였지만 인버터로 구동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

는 전동기는 여전히 가상부하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

다. 또는 인버터와 전동기 모두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된 경우도 생각할 수 있

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동기에 부하 토크를 인가할 부하 전동기 역시 필요하

게 된다. 위의 두 가지 PHILS 시스템을 Power HILS와 Mechanical HILS라고 구

분하여 부를 때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경우 모두 PHILS라고 부르도

록 한다. 

 

2.2.3  HILS를 위한 인터페이스[13][14] 

HILS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와 실제 하드웨어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

페이스가 필요하다. CHILS의 경우 간단히 D/A와 A/D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통

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반면 PHILS의 경우 시뮬레이터 상

의 전압, 전류를 실제 전압, 전류로 변환하기 위한 전력 인터페이스가 필요하

게 된다. 시뮬레이터와 실제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HILS 시스템

의 안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선

택되어야 한다. PHILS를 위한 인터페이스로는 이상적인 변압기 모델(Ideal 

Transformer Model, 이하 ITM)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송전 선로 모델

(Transmission Line Model)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ITM 방법의 원리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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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의 위쪽 회로를 이상적인 변압기 모델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2개

의 회로로 분할하면 아래의 회로와 같이 된다. 위와 같은 회로 분할 방법은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의 입력에 시지연(time delay)이 없다면 원래의 회로

와 완전히 같은 전달 함수를 갖는다. 

원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2.1)과 같다. 

𝐼2 =
𝑉2−𝑉1

Z1+Z2
.                           (2.1) 

분할된 회로에서의 전류는 (2.2), (2.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𝑉𝑝𝑐𝑐 = V1 − Z1 × I2.                      (2.2) 

𝐼2 =
𝑉2−𝑉𝑝𝑐𝑐

Z2
.                          (2.3) 

PCC

I2

Vpcc

VpccI2

I2

 

그림 2.4 ITM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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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를 (2.3)에 대입하면 (2.6)과 같다. 

𝐼2 =
𝑉2−(𝑉1−𝑍1×𝐼2)

Z2
.                       (2.4) 

𝐼2 ∗ 𝑍2 = 𝑉2 − (𝑉1 − 𝑍1 × 𝐼2).                  (2.5) 

𝐼2 =
𝑉2−𝑉1

Z1+Z2
.                            (2.6) 

(2.6)의 유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종속 전압원과 전류원의 입력에 시지연

이 없으면 분할한 회로는 원래 회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PHILS를 위해서는 원래 회로를 분할하여 한쪽은 시뮬레이터로 모의하고 나

머지 한쪽의 회로는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야 한다.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

하는 부분에 종속 전류원 또는 종속 전압원이 들어가게 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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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Vpcc

VpccI2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a) 

Vpcc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Vpcc

I1

I1

 

(b) 

그림 2.5 ITM 방법의 두가지 구현 방법 

(a)전압원을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방법 (b)전류원을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방법 

 

이 때 위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면 종속 전압원과 전류원의 입력에 시지연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시지연으로 인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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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HILS의 안정성[15][16]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회로 분할 방법들이 실제 구현 시 발생하는 시지연

으로 인해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한다. ITM 방법에서 종속 전압원과 

전류원의 입력의 시지연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1 2
dT s

I I e




pccV dT s

d pccV V e




2I

1V
2V

1Z
2Z

 

(a) 

dT s
e


dT s
e


21/ Z

1Z

pccV
dV

2V





2I
1I



1V

 

(b) 

그림 2.6 ITM 방법에서의 시지연에 의한 효과 

(a) 분할한 회로와 (b)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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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 = R1 + jωL1.                         (2.7) 

Z2 = R2 + jωL2.                         (2.8) 

(2.7)과 (2.8)를 이용하여 그림 2.6 (b) 블록 다이어그램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L2 − 𝐿1)𝑠2 + (𝑅2 − 𝑅1 + 𝑎𝐿1 + 𝑎𝐿2)𝑠 + 𝑎(𝑅1 + 𝑅2) = 0.      (2.9) 

 

(2.9)로 표현된 특성 방정식을 가지는 시스템이 안정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는 조건을 구하면 (2.10), (2.11)과 같다. 

L1 < 𝐿2.                           (2.10) 

𝑎 >
𝑅1−𝑅2

𝐿1+𝐿2
.                           (2.11) 

 

이 때 a는 시지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로 시지연이 적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시지연이 충분히 작다면 두 번째 식에 의한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종속 전류원에 연결되어 있는 인덕턴스가 

종속 전압원에 연결되어 있는 인덕턴스 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

단히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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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 하드웨어

1 2I I

pccV
d pccV V  

2I

1V
2V

1Z
2Z

 

그림 2.7 시지연으로 인한 오차에 의한 영향 

시지연으로 인해 전압 합성에 ε만큼의 오차가 생겼을 때 합성되는 전압은 

(2.12)와 같다. 

∆Vd(𝑡𝑘) = 𝜀.                         (2.12) 

이로 인한 전류 오차는 (2.13)과 같다. 

∆i2(𝑡𝑘) = 𝜀/𝑍2.                        (2.13) 

전류가 오차 없이 그대로 궤환된다고 가정하면 PCC단 전압의 오차는 (2.14)와 

같아진다. 

∆Vpcc(𝑡𝑘+1) = (
𝑍𝑠

𝑍𝐿
)𝜀.                       (2.14) 

(2.14)에서 볼 수 있듯이 종속 전류원에 연결된 인덕턴스가 크면 전압 증폭 시 

발생한 오차로 인한 전류의 오차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인덕턴스를 잘 고려하여 

ITM 방법의 구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인덕턴스

가 시뮬레이션 되는 회로의 인덕턴스보다 작을 경우 전류원을 이용하여 하드

웨어를 구성하고 반대로 인덕턴스가 클 경우 전압원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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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HILS의 안정화 방법 [19] 

앞서 설명한 것처럼 HILS의 인터페이스를 잘못 구성하였을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소

개한다.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덕턴스 차이이다. 따라서 인

덕턴스가 작은 쪽에 인덕턴스를 추가로 삽입하면 시스템이 안정해 진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주어 부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전류 궤환 시 궤환하는 전류를 필터링하여 전달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필터의 계수를 조절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덕터로 연결된 시스템의 경우 인덕턴스의 비를 조절해줌으로

써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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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 

3.1.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구성 

 본 장에서는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함정 

전력 시스템은 발전기와 일반 부하, 추진 부하 그리고 펄스(pulse) 부하로 구성

된다. 발전기와 부하가 전원 접속점(Point of Common Coupling, PCC)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중저속 비전투(non-combat) 함정의 전력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3.1)과 같다.  

발전기는 총 4대로 2대의 대형 디젤 발전기와 2대의 소형 디젤 발전기로 이루

어져 있다. 대형 디젤 발전기와 소형 발전기는 발전 용량으로 구분되며 대형 

디젤 발전기의 경우 2.5MW를, 소형 디젤 발전기의 경우 1MW를 발전할 수 

있다. 일반 부하란 함정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함정 서비스 부하를 의미한

다. 최대 1MW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전기 추진 함정

의 전력 시스템에는 전기 추진 함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추진 부하가 존재

한다. 추진 부하는 능동형 정류기와 추진 전동기 그리고 추진 전동기를 구동

하는 인버터로 구성된다. 추진 부하는 좌현과 우현에 각각 한 세트씩 총 두 

세트가 있다. 각각의 추진 부하는 최대 2.5MW의 전력을 소비한다. 마지막으

로 펄스 부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로 향후 함정에 

적용 가능 한 레일건과 같은 무기체계가 이러한 펄스 부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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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Pulse-load

 

그림 3.1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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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모델링 

3.2.1. 디젤 발전기 모델링 

디젤 발전기는 여자기와 조속기가 있는 권선형 동기 발전기로 볼 수 있다. 

권선형 동기 발전기 모델은 전기자 권선, 계자 권선, 댐퍼 권선을 가지는 d-

q축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권선형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는 그림(3.2)와 같다[17]. 

 

 

(a) 

 

(b) 

그림 3.2 권선형 동기 발전기의 등가회로 

(a) d축 등가회로 (b) q축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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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축에 인가되는 토크는 조속기(Governor)에 의해 제어되며 여자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자동 전압 조종기(Automatic Voltage Regulator, AVR)에 의해 제

어된다. 조속기와 자동 전압 조정기는 그림(3.3), 그림(3.4)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3.3 자동 전압 조정기(Automatic Voltage Regulator) 모델 

 

그림 3.4 조속기(Governo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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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전기 투입 시 계통 전압의 주파수 위상과 발전기 출력 전압의 주

파수 위상을 맞춰주기 위한 동기화 장치도 그림(3.5)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

다. 

 

그림 3.5 발전기 투입을 위한 동기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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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일반 부하 모델링 

함정의 일반 부하는 RL부하로 모델링 할 수 있다. 2개의 RL 부하로 나누어 

모델링 하였으며 각각의 부하가 정상상태에서 500kW의 유효 전력을 소모하도

록 저항 값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역률이 지상 0.8이 되도록 인덕터 값을 설계 

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일반 부하 중 하나의 일반 부하에는 선간 단락 사고

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간 단락은 두 상 사이에 사고 임피던스가 연

결되도록 함으로써 구현하였다. 사고 저항은 부하 저항의 1/8, 사고 인덕턴스

는 부하 인덕턴스의 1/20로 설계하였다. 사고 임피던스를 조절함으로써 사고 

시의 전압 강하량과 주파수 강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간 단락 모의부

일반 부하

Rload     Lload

Rload     Lload

Rload     Lload

Rfault     Lfault

 

그림 3.6 선간 단락을 모의하기 위한 일반 부하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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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추진 부하 모델링 

함정의 추진 부하는 능동형 정류기(Active Front End, AFE)와 추진 전동기 그

리고 추진 전동기 구동을 위한 인버터로 구성되어있다. 능동형 정류기는 계통 

전원을 직류로 정류하는 역할을 하고 직류단의 전압을 전달 받은 지령값으로 

제어한다. 능동형 정류기가 제어기로부터 전달받은 전압 지령을 완벽히 합성

한다고 가정하면 능동형 정류기의 교류단은 제어기로부터 전달 받은 지령을 

입력으로 받는 종속 전압원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때 종속 전압원에 흐

르는 전류와 종속 전압원에 인가되는 전압 값을 이용하면 능동형 정류기의 교

류단에서 직류단으로 전달되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전력을 직류단 캐패

시터의 전압으로 나눈 전류가 직류단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능동형 

정류기의 직류단은 캐패시터와 종속 전류원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dcV

dc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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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b)에서 능동형 정류기로부터 출력되는 전력은 (3.1)과 같다.  

PAFE = 𝑉𝑎 × 𝐼𝑎 + 𝑉𝑏 × 𝐼𝑏 + 𝑉𝑐 × 𝐼𝑐.              (3.1) 

(3.1)로부터 직류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3.2)와 같다. 

Idc =
𝑃𝐴𝐹𝐸

𝑉𝑑𝑐
.                            (3.2) 

 

 추진 전동기와 추진 전동기를 구동하는 인버터는 인버터가 전달받은 전력 지

령을 정확히 출력한다고 가정할 때 직류단에 연결된 종속 전류원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이 때 종속 전류원의 입력값은 추진 전동기의 전력 지령을 직류단 

캐패시터의 전압으로 나눈 값이 된다.  

aI

bI

cI







dcVdcI

aV

bV

cV

(b) 

그림 3.7 능동형 정류기 모델 

 (a)실제 회로를 이용한 모델 (b)간략화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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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전류원에 흐르는 전류 지령은 (3.3)과 같다. 

Idc_propulsion =
𝑃𝑝𝑟𝑜𝑝𝑢𝑙𝑠𝑖𝑜𝑛

∗

𝑉𝑑𝑐
.                    (3.3)

dcV

추진용 전동기

 

(a) 

dcV _dc propulsionI

 

(b) 

그림 3.8 추진 전동기와 추진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모델 

(a) 실제 회로를 이용한 모델 (b)간략화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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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ront End

Inverter & 
Propulsion Motor

aI

bI

cI







dcVdcI

aV

bV

cV

Active Front End

_dc propulsionI

 

 

그림 3.9 전체 추진 부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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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펄스 부하 모델링 

펄스 부하는 전원 접속단의 전원에 다이오드 정류기를 연결해 직류단을 만

들고 직류단에 병렬로 종속 전류원을 연결한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이 때 종

속 전류원의 전류 지령은 직류단의 전압과 펄스 부하 전력 지령에 의해 (3.4)

와 같이 결정된다.  

 

𝐼𝑝𝑢𝑙𝑠𝑒
∗ =

𝑃𝑟𝑒𝑓

𝑉𝑑𝑐
.                           (3.4) 

 

 

  

IrefVdc

+

-

 

그림 3.10 펄스 부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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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코어 DSP를 이용한 실시간 시뮬레이터 

4.1.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구성 

4.1.1. 멀티코어 DSP 

3장에서 살펴본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을 MATLAB/Simulink와 PLECS

로 모델링 하여 통상의 PC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경우 수 초를 시뮬레이

션 하는데 수 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주어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연산장치가 필요하다. 이미 상용화된 실시간 시뮬레이

터들은 여러 개의 연산 장치를 병렬로 이용하거나 FPGA를 이용하여 전력 시

스템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DSP를 이용하

여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구성하였다.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DSP 

가 많이 개발되었고 그 중 하나로 멀티코어 기술을 적용한 DSP도 개발, 출시

되었다. 2011년에 출시된 Texas Instruments社의 TMS320C6678은 멀티코어 DSP

로 여덟 개의 DSP core를 탑재하여 연산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현재까지 출

시된 Texas Instruments社의 DSP 중 가장 연산 능력이 뛰어나고 통합 고정 및 

부동 소수점 성능을 제공해 비디오 방송 장비, 화상 회의용 서버 등의 어플리

케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미디어 솔루션 외에도 고성능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 

표 4.1. TMS320C6678 성능 

코어의 개수 8 

동작 주파수 1GHz / 1.25GHz 

연산능력 20GFLOPS/core @ 1.25GHz 

 



33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 가능하다. TMS320C6678의 성능은 표(4.1)과 같다. 

동작 주파수는 1GHz 또는 1.25GHz이며 1.25GHz로 동작 시 각각의 코어는 

20GFLOPS의 연산능력을 가진다. FLOPS는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의 

약자로 초당 연산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의 수를 나타내고 연산 장치의 

연산능력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위이다. 인버터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

되는 Texas Instruments社의 TMS320F28335의 경우 150MHz로 동작 시 

300MFLOPS의 연산능력을 가진다. 즉, TMS320C6678의 코어 하나가 

TMS320F28335 보다 66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TMS320C6678의 

8개의 코어는 TMS320F28335 보다 약 530배의 연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연산 능력은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과 같은 소

규모 전력계통을 FPGA와 같은 추가의 고속 연산용 하드웨어 없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가능하게 해준다.  

TMS320C6678를 사용하기 위해 TMS320C6678이 탑재된 개발보드 

TMDSEVM6678LE를 사용하였다. TMSEVM6678LE는 XDS560V2 에뮬레이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SCI, Ethernet 등 다양한 통신 포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TMS320C6678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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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기존의 디지털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출력해준다. 

예를 들어 MATLAB/Simulink 같은 경우에는 Scope를 통해 파형을 출력해 주기

도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파일 형태로 저장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것처럼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출력해서 외부에서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경우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뮬

레이션 결과를 데이터로 저장할 경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리

고 HILS를 하게 되면 실제 하드웨어에서 측정한 데이터도 함께 관측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로 저장하기 보다는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장치

SCI

Power

Ethernet

Emulator

 

그림 4.1 TMDSEVM6678LE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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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아날로그(D/A) 변환기를 이용

하였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시간으로 출력

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는 National Instruments社의 PCI-6722을 사용하였고 

출력단 포트를 BNC 포트로 변환해주는 터미널 블록인 BNC-2110을 이용함으

로써 아날로그 출력을 BNC 포트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I-

6722의 성능은 표(4.2)와 같다.  

PCI-6722는 13bit digital 입력을 받아 -10V~+10V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

다. 총 8개의 채널이 있으며 각각의 채널은 182kS/s의 갱신 속도를 가진다. 

 PCI-6722는 PCI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장비이다. PCI-6722를 PC 메인보드의 

PCI 슬롯에 연결할 경우 시뮬레이터의 데이터를 PC로 전송하는 통신이 필요

하다. 시뮬레이터의 시간 간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25s의 시간간격으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다면 초당 40,000번 시뮬레이션 결과가 갱신된다. 초당 40,000

번씩 8개의 float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속도는 (4.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0,000 × 8 × 32 = 10,240,000𝑏𝑝𝑠 = 10.24𝑀𝑏𝑝𝑠.          (4.1) 

표 4.2 PCI-6722 성능 

출력 채널 수 8 

출력 해상도 13bit 

신호 갱신 속도 182kS ~ 800kS 

출력 전압 -10V ~ 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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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와 PC의 통신은 Ethernet을 이용하였다. 100Mbps 링크를 사용하였으며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SP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PC에서는 

Ethernet 포트로 패킷(packet)이 들어오면 패킷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디지털 아

날로그 변환기의 출력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멀티코어 DSP 개발보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한 시뮬레이터의 

전체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4.2)와 같다. 

 

 

 

DAC 카드가 장착된
Host PC

공유기

실시간 시뮬레이터

오실로스코프

BNC for DAC

UTP for Ethernet

USB for Emulator

 

그림 4.2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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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병렬 연산을 위한 회로 분할 

멀티코어 DSP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로의 분할을 통해 연산

을 병렬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시스템의 분할에 적합한 방법을 

소개한다. 해당 방법은 손쉽게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로 구

현 시 시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전력 시스템은 그림(4.3)과 같

이 하나의 모선에 발전기나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발전기

부하

모선

 

그림 4.3 일반적인 전력 시스템 

그림 (4.3)에서 발전기와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모선의 전압에 의해 결정된

다. 이와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전력 시스템을 분할하면 그림(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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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발전기

Ia Ib Ic

Va Vb Vc

Ia Ib Ic

Ia’ Ib’ Ic’

부하

Va Vb Vc

Ia’ Ib’ Ic’

Va
Vb

Vc

 

그림 4.4 분할된 전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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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전력 시스템을 모선과 모선에 연결된 회로로 분

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각각의 회로는 병렬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다. 이는 2장

에서 살펴본 PHILS의 인터페이스 중 ITM 방법과 유사하고 ITM 방법과 마찬

가지로 디지털 구현 시 발생하는 시지연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

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2.1. 함정 전력 시스템의 분할  

4.2장에서 설명한 회로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함정 전력 시스템을 총 9개의 

회로로 분할하였다. 발전기 4대, 추진부하 두 세트, 일반 부하 두 세트, 펄스 

부하 한 세트가 각각 하나의 회로가 되도록 분할하였다. 하나의 대형 디젤 발

전기가 모선으로 동작하여 전원 접속점의 전압을 계산하고 나머지 발전기와 

부하는 대형 디젤 발전기에서 계산된 전원 접속점 전압을 받아 전류를 계산한

다. 계산된 전류는 모두 대형 발전기로 궤환되어 대형 디젤 발전기의 전류를 

결정하게 된다. 연산량이 적은 일반 부하 2 세트는 TMS320C6678의 8개의 코

어 중 하나의 코어에 할당하고 나머지 7개의 분할된 회로는 그림 (4.5)에 표시

된 바와 같이 각각 하나의 코어에 할당하였다.  

 

 

 



40 

 

 

Y

Y

Pulse-load

core8

 

그림 4.5 함정 전력 시스템의 분할 및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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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코드 생성 

일반적으로 DSP는 C 코드를 컴파일 하여 실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DSP를 이용하여 전력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 모델

을 C 코드로 작성해야 한다. 간단한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작

성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복잡한 전력 시스템 모델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코

드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MATLAB Simulink 및 PLECS 

기반의 모델로부터 DSP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MATLAB 

Coder와 PLECS Coder를 이용하였다. MATLAB Coder나 PLECS Coder와 같이 코

드가 아닌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기술을 자동 코드 생성 기술이라고 한

다. 자동 코드 생성 기술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과

정 없이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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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의 경우 가변 시간 간격을 이용한 Solver를 이용

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시뮬레

이션을 할 경우에는 가변 시간 간격 기법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간격

을 고정 시간 간격으로 설정해야 한다. Coder 역시 고정 시간 간격으로 설정된 

모델에 한해서만 코드를 생성해 준다. 이 때의 시간 간격은 연산 장치의 성능

을 고려하여 한 시간 간격을 진행하기 위한 연산이 한 시간 간격 안에 끝나도

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 때 시간 간격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시스템이 불안정

해지므로 가능한 작게 시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존의 연속 

시간 도메인(s-domain)에서 설계한 전달함수의 경우 모두 이산 시간 도메인(z-

domain)으로 변경해주어야 코드가 생성된다.  

 

그림 4.6 Simulink Coder의 코드 생성 레포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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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HILS를 위한 인터페이스 

전력 시스템의 일부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HILS라고 한다. HILS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와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

이스가 필요하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란 시뮬레이터와 하드웨어 사이의 통신뿐

만 아니라 PHIL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력을 만들고 소모할 수 있는 전력 장

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ITM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

다. 전압 지령 전송과 전류 측정값 궤환을 위하여 SCI 통신을 사용하였다. 전

압 지령 2개를 전송하고 전류 측정값 2개를 궤환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때 필

요한 최소한의 baud rate는 (4.2)와 같다.  

Minimum baud rate =  4 × 32 ÷ Tstep [bps].              (4.2) 

시간 간격이 25s 경우 최소 5.12Mbps의 baud rate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

서는 12Mbps baud rate를 갖도록 두 DSP를 설정한 후 사용하였다. 

전달 받은 전압 지령은 PWM 인버터를 이용하여 합성하게 된다. 전압 고조

파를 제거하기 위해 LCL 필터를 사용하였고 이 때 필터 출력단의 전압을 지

령과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 그림(4.7)의 전압 제어기를 사용하였다[18]. 전압 

제어기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의 파형을 비교해본 결과 제어기를 적용하면 

정상 상태에서 약간의 시지연이 발생하나 과도 상태에서 전압 지령을 추종하

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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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동적 전압 제어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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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지령[50V/div] 실제 합성 전압[50V/div]

5ms/div

 

(a) 

전압지령[50V/div] 실제 합성 전압[50V/div]

5ms/div

 

(b) 

그림 4.8 전압 제어기 적용 전의 전압 지령과 실제 합성된 전압 

(a)정상 상태 (b)과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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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지령[50V/div] 실제 합성 전압[50V/div]

5ms/div

 

(a) 

전압지령[50V/div] 실제 합성 전압[50V/div]

5ms/div

 

(b) 

그림 4.9 전압 제어기 적용 후의 전압 지령과 실제 합성된 전압 

(a)정상 상태 (b)과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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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능동형 정류기의 PHILS 

본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추진용 전

동기를 구동하는 컨버터의 직류단에 연결된 형태이다[19]. 추진 부하단에 수

동형 정류기(다이오드 정류기) 대신 설치한 능동형 정류기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함정 전력 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계통 전압을 보조하게 

된다. 따라서 능동형 정류기를 포함하는 추진 부하의 특성이 중요하다. 하지

만 4.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능동형 정류기를 포함한 추진 부하를 매우 간

단히 모델링 하였다. 간략화한 모델은 실제 시스템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

고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보다 정확한 함정 전력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위해 능동형 정류기를 포함

한 추진 부하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PHILS를 수행하였다. 그림(4.9)에 

표시된 바와 같이 빨간 점선 안의 발전기, 일반 부하는 실시간 시뮬레이터

를 이용하여 모의하고 파란 점선 안의 추진 부하는 실제 하드웨어를 구성하

여 실험하였다. 원래는 우현과 좌현에 각각 한 세트씩의 추진 부하를 갖지

만 제어의 편이를 위해 용량이 두 배인 하나의 추진 부하만 존재한다고 가

정하고 하나의 추진 부하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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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PHILS 구성도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 있는 실제 함정은 최대 출력은 2.5MW인 추진 전동

기 두 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동기와 그 구동 장치를 실제 크기로 제

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실에서 사용 가능한 전동기와 구동 장치로 축

소하여 실험하였다. 함정 축소 모델은 표(4.3)에 표시한 비율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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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용량은 연구실에서 사용 가능한 전동기를 기준으로 축소 비율을 

1000:1로 설정하였고 전압도 연구실에서 사용 가능한 인버터를 기준으로 

690:200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전력과 전압의 축소비를 결정하면 전류의 축소

비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시뮬레이터로 전달 받은 전압 지령에 위 전압 축소 비율을 곱하여 전압을 

합성하고 측정한 전류를 시뮬레이터로 궤환할 때는 전류 축소 비율을 나누어 

전송하면 시뮬레이터는 실제 함정에 설치된 크기의 추진 부하가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전압과 전류는 단순히 축소 비율을 곱하고 나누는 것으로 축소 모델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동기의 기계적 관성은 단순히 축소 비를 곱하는 것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이는 부하기를 이용하여 부하 토크 외에 추가로 전동기 관

성을 모의할 관성 토크를 인가해 줌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표 4.3 추진 부하 축소 모델의 축소 비 

 실제 함정 모델 축소 모델 축소 비율 

정격 전력 5MW 5kW 1000:1 

선간 전압 690Vrms 200Vrms 3.45:1 

정격 전류 4183.7Arms 14.4Arms 28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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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5.1. 실험 장치의 구성 

Inverter

M

G

Inverter

Propulsion
Motor

Load 
Generator

AFE 
Rectifier

LCL Filter
PWM Amplifier

(3LV- Inverter)

DC
Power
Supply

DC

SCI 
12Mbps

TMS320C6678
(1GHz)

Multicore DSP
Ethernet

100Mbps

usb

DAC

Emulator

Real Time Digital 
Simulator

Small- scale Hardware
 

그림 5.1.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 실험 장치 구성 

 

본 장에서는 전기 추진 함정 전력 시스템의 실험 장치 구성에 대해서 알아

본다. 실험 장치의 구성은 그림(5.1)과 같다.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함

정의 전력 시스템을 모의하고 함정 전력 시스템의 일부인 추진 부하를 축소하

여 하드웨어로 구성하였다. 시뮬레이터와 하드웨어의 통신은 SCI 통신을 사용

하였다. 인버터 네 대, 전동기-발전기 한 세트 그리고 직류 전원 공급 장치 한 

대를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총 4대의 인버터가 사용되었다. 그림(5.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차

례대로 인버터의 역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왼쪽의 인버터는 3-

level(3LV) 인버터로 실시간 시뮬레이터에서 전달 받은 전압 지령을 합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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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이다. 이 인버터와 LCL필터는 함정의 전력 계통을 모의하고 있다. 다음

에 보이는 인버터는 능동형 정류기를 모의하는 인버터이다. 함정의 전력 계통

을 정류하여 직류 전원을 생성한다. 이 직류단에 연결된 인버터는 함정의 추

진 전동기를 구동하는 인버터이다. 마지막으로 추진 전동기에 부하를 인가하

는 부하기를 구동하는 인버터로 3-level 인버터와 직류단을 공유하도록 하여 

에너지가 순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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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전원 
공급 장치

 

그림 5.2 직류 전원 공급 장치(SORENSEN DCR 300-33T) 

3-level 
인버터

LCL 필터

 

그림 5.3 계통 모의를 위한 3-level 인버터와 LCL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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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전동기

추진용 전동기
능동형 정류기

추진용 전동기 
구동 인버터

부하 전동기 
구동 인버터

 

그림 5.4 함정 추진 부하의 축소 모델과 부하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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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단독 모의 실험 

구성된 실험 세트로 PHILS 수행하기에 앞서 실시간 시뮬레이터 단독으로 

모의 실험을 해보았다. 이 때는 추진 부하까지 실시간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모의된다. 모의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대형 발전기 한대와 소형 발전

기 2대가 계통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때 부하는 일반부하에서 

1MW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다 추진 부하의 출력 지령을 3MW까지 서서히 올

린다. 이 때 나머지 대형 발전기 1대가 투입되고 잠시 후 추진 부하의 출력은 

5MW까지 증가한다. 그 후 소형 발전기 한대가 탈락하는 상황을 모의해보았

다. 그림 5.5에서 첫 번째 파형은 총 발전량으로써 추진 부하가 증가할 때 마

다 총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파형은 처음 연결되어 있

던 대형 디젤 발전기의 발전량으로 부하의 증가에 따른 출력 증가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투입과 탈락에 의해서 발전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파형은 부하 전류로 부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발전기의 

투입과 탈락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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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실시간 시뮬레이터 단독 모의 실험 결과 

Ch1 : 총 발전량, Ch2 : 대형 발전기 1번의 발전량, Ch3 : 선간 전압, Ch4 : 부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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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HILS 결과 

실시간 시뮬레이터에서 모의하던 추진 부하를 시뮬레이터에서 모의하지 않

도록 하고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한 추진 부하를 구동하여 PHILS를 수행하였

다.  

5.3.1. 발전기 사고 실험 

 발전기 사고 실험은 발전기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상황을 모의

한다. 대형 디젤 발전기 한대와 소형 디젤 발전기 2대가 계통에 연결되어 최

대 4.5M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부하가 1MW를, 추진 부

하는 3MW를 소모하도록 하여 총 4MW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하였다. 이 때 

소형 발전기 한대가 고장으로 더 이상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총 발전량이 3.5MW로 총 부하량인 4MW 보다 적어지게 된다. 이 때 그림 5.6

에 보인 바와 같이 전원 주파수가 낮아지며 시스템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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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발전기 사고 실험 결과(1) 

Ch1 : 전원 전압 크기, Ch2 : 전원 주파수, Ch3 : AFE q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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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발전기 사고 실험 결과(2) 

Ch1 : 총 발전량, Ch2 : 조속기 출력 토크, Ch3 : 전원 상 전압, Ch4 : 부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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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펄스 부하 실험 

펄스 부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부하이다. 펄스 부하가 

인가되면 순간적으로 전원의 주파수가 낮아지고 전원의 크기도 감소되는 현상

이 발생한다. 4대의 발전기 모두 계통에 연결돼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일

반 부하가 1MW, 추진부하가 2.2MW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0.3초

간 지속되는 펄스 부하를 운용하였을 때의 전압과 주파수 파형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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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펄스 부하 운용 실험 결과(1) 

 Ch1 : 전원 전압 크기, Ch2 : 전원 주파수,  Ch3 : AFE d축 전류, Ch4 : AFE q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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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펄스 부하 운용 실험 결과(2) 

Ch1 : 총 발전량, Ch2 : 전원 상 전압, Ch3 : 부하 전류, Ch4 : 펄스 부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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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선간 단락 실험 

일반 부하의 두 상을 단락 시키는 실험을 해 보았다. 전력 시스템에서 선간 

단락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러한 PHILS를 이용한 시험이 큰 의미

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파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선간 단락이 발생하면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전류는 시뮬레이터 상으로 계산 된 

것이므로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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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선간 단락 실험 결과(1) 

Ch1 : AFE d축 전류, Ch2 : AFE q축 전류, Ch3 : 전원 주파수, Ch4 : 전원 전압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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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선간 단락 실험 파형(2) 

Ch1 : 총 발전량, Ch2 : 자동 전압 조정기 출력 필드 전압, Ch3 : 상 전압, Ch4 : 부하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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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DSP를 이용하여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의할 

수 있는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함정 전력 시스템을 

모의하고 전력 시스템의 과도 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Hardware-

In-the-Loop Simulation을 통해 실제 하드웨어와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멀티코어 DSP를 이용하여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전

력 시스템의 병렬 연산을 위한 회로 분할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고 기

존의 MATLAB/Simulink 와 PLECS 모델로부터 DSP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

를 생성하기 위해 자동 코드 생성 기술을 사용하였다. 

 

2) 구현한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함정 전력 시스템을 모의해보았다. 

함정 전력 시스템의 구성과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함정 전력 시스

템을 분할하여 각각의 코어에 할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전력 시스템의 추진 부하에서 능동형 정류기를 포함한 추진용 전동기를 

구동하기 인버터 추진용 전동기와 부하를 인가할 부하용 전동기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Hardware-In-the-Loop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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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과제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실시간 시뮬레이터는 확장성이 부족하다. 상용화된 

실시간 시뮬레이터들은 모의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연산 장치

를 추가로 연결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뮬레이터가 확장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뮬레이터는 연산 장치의 확장에 대해 고려

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터 구현을 위해 사용한 DSP인 Texas 

Instrument社의 TMS320C6678은 여러 개의 DSP를 연결하여 연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DSP인 만큼 여러 개의 DSP를 연결하여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Power HILS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전력 시스템 회로를 분할할 때 발생하는 

시지연을 보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ITM 방법은 구

현이 간단하지만 필연적으로 시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상할 수 있

는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3) 일반적인 회로를 분할하여 병렬 연산 할 수 있는 분할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분할 알고리즘은 모선을 갖는 전력 시스템에만 

적용 가능하다. 좀 더 일반적인 분할 알고리즘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로를 병렬 연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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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Real-Time Simulator 

using Multi-Core DSP 

for Power System Transient Analysis 

 

Ko, Sanggi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implement a real-time simulator using multi-core DSP 

for power system transient analysis. Simul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icient tool 

for power system transient analysis. Conventional digital simulator such as 

MATLAB/Simulink consumes enormous time to simulate power system. As computing 

technologies improved, real-time simulators emerged. A real-time simulator can interact 

with real world as well as it simulates the system in real-time. This feature makes it 

possible to perform hardware-in-the loop simulation. For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an interface between simulator and real hardware is needed. Depending on the interface, 

stability and accuracy of hardware-in-the simulation are determined. 

In this paper, multi-core DSP is used as processing unit for real-time simulator. For 

distributed simulation, a circuit partitioning method so-called ITM (Ideal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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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ethod is introduced. Simulink coder converts existing power system models 

based on MATLAB/Simulink to C code which DSP can execute. And a digital analog 

converter is used to monitor simulation result in real-time. A power amplifier which is 

composed of PWM inverter and LCL filter is used to interface between simulator and real 

hardware. 

As a case study, naval ship power system is simulated by the developed real-time 

simulator. Small-scaled propulsion load is constructed in real world and then power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is performed. The results would be a valuable asset to 

design real naval ship.  

Keywords: Multi-Core DSP, Real-Time Simulator,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Ship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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