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paper shows a new kind of push-pull switching
converter for fuel-cell system and analyses the connected
characteristics of it. In these characteristics, we are
concerned about the high harmonic rate of output current,
we also have designed the filter system for the inverter.
Besides, the characteristics should be certified better if the
ripple of the fuel-cell output current has been eliminated.

서 론1.
연료전지는 지구상의 무한자원으로 수소와 산소를 융합하여

전기와 열 그리고 물을 발생하는 청정에너지 전환 시스템이다, .
곧 다가올 미래 수소 에너지 경제 체계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

환의 핵심은 연료전지 분야임에 틀림없으며 연료전지 보급과,
이의 인프라 구축은 수소 에너지 경제 실현의 근간을 이룰 전

망이다 본 논문은 연료전지를 효과적으로 계통에 연계하기 위.
한 발전시스템으로 최적의 연료전지 제어기술과 고효율 계통연

계형 인버터의 개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연구동.
향 및 기존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시스템,
의 성능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적용된 알,
고리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계통 연계 고조파 전류 보상기 설계2.
인버터에서 등가 정현전압을 발생하여도 전원전압에 고조

파성분이 존재하면 인덕터에는 인버터 출력전압과 전원전압의

차가 발생됨에 따라 전원측으로 흐르는 전류는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게 되어 출력전류의 파형 왜형을 일으켜 가 증가하THD
게 된다.

고조파 보상전의 등가회로(a)

고조파 보상후의 등가회로(b)

그림 단상 등가회로1

Fig. 1 A single-phase equivalent circuit

그림 은 전원전압의 고조파 성분이 존재할 경우의 등가회1
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는 전원전압이 정현적이라 가정. 1(a)
하고 계통연계형 인버터에서 정현적인 전압을 발생한 경우의,
등가회로 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상전원이 정현. 1(a)
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실제 전원 전압에는 고조,
파 성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계통연계형 인.
버터에서 정현적인 전압이 발생되는 경우 전원전압의 고조파

성분 모두가 인덕터에 인가되고 이로 인하여 전원측으로 흐르,
는 전류는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게 된다 일반적인 계통연계형.

인버터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본파 성분뿐만 아니PWM
라 고조파 성분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성분을 독립적으로 제,
어할 수 있다 따라서 인버터의 기본파 전원에 고조파 전압원.
을 만들기 위한 합성 파형을 만들고 이를 직접 인버터PWM ,
의 전압으로 발생시키면 인버터의 출력고조파 성분은PWM
전원전압의 고조파 성분과 동일하게 존재하게 할 수 있다 따.
라서 전원전압의 고조파성분은 인덕터에서 소거되며 인덕터에,
는 전원전압의 기본파 주파수에 해당되는 전압 성분만 존재하

게 되어 전원측으로 흐르는 전류는 거의 정현파형으로 할 수

있다 전원측으로 흐르는 전류는 정현파로 만들기 위해 우선되.
어야 할 것은 전원전압의 고조파분석이다 이를 위해 정현파와.
의 교차교정법에 의한 퓨리에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퓨리에 급수에 의한 고조파 성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전

원측으로 흐르는 전류는 식 과 같다 부하전류와 인버(1) . PWM
터 출력전압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의1(a)
인버터 출력 단에서 k차 고조파 성분에 대해서 전류방정식을
세우면 아래 식 과 같다(1)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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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전원측 전류에 함유된 k차 고조파 성

분,  는 전원전압에 포함된 k 차 고조파 성분이다.
그림 1(b)는 인버터의 부하전류 고조파를 보상하기PWM

위한 제어구성도 이며 인버터의 출력전압은 샘플링되어, PWM
실효치 전압으로 변환한 다음 기본파 전압제어기에 피드백 되

게 된다.

RCD : Real Component Detector of kth Harmonic∙

ICD : Imaginary Component Detector of kth Harmonic∙

그림 제안된 인버터 제어기의 구조도2 .

Fig. 2 Control structure of the proposed inverter

실효치 전압으로 변환시 특정 고조파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퓨리에 알고리즘 을 사용함으로써 기본(fourier algorithm)
파 성분의 실효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 고조파 성분에 대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궤환된 실제 인버터 출력전압은 전.
압오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효치 지령전압과 비교되고 전압오

차는 정상상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비례적분 제어기에 입력

된다 비례적분 제어기의 출력은 적정한 기본파 전압오차 보상.
신호이다 이 보상신호는 출력전압과 동기를 맞추기 위해 동작.
되는 위상동기회로 의 출력신호와 곱(PLL : phase-locked loop)
해져서 출력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지령전압이

된다 고조파 보상신호는 이 기본파 지령전압에 더해져서 그.
결과는 인버터의 최종 지령전압이 된다 이 고조파 보PWM .
상신호는 부하전류 고조파 보상기와 출력전압 고조파 보상기로

구성된 고조파 보상기에 의해서 생성된다 부하전류 고조파 보.
상기는 부하전류 를 검출하여 각각 에 의해 부하(iou) RCD, ICD
전류에 포함되어 있는 k차 고조파 성분의 실수항과 허수항을
계산한다 실수항과 허수항의 계산치는. k차 고조파의 주파수

를 가지는 함수값과 곱해져서 부하전류에 포함되cosine, sine
어 있는 k차 고조파 성분 이 되며(iou(k)) V i (k)∠ψ k 을
계산한다 이때 부하전류 고조파 보상기에 의해 생성된.
V i (k)∠ψ k만이 고조파 보상신호로 입력되면 센서의 오차,
및 고조파 분석의 오차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불안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하여 출력전압 고조파 보상기에서 인버터 출력전압(Vou)
에 포함되어 있는 k차 고조파 성분의 실수항 과 허수(Vor(k))
항 의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실수항와 허수항은 각각(Voi(k)) .
의 비례적분 제어기에 입력되어 영의 값을 가지는 기준치와 비

교되어 그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신호가 출력된다 이 보, .
상신호는 k차 함수값과 곱해져서cosine, sine k차 주파수를
가지는 출력전압 고조파 보상신호가 되어 부하전류 고조파 보

상신호에 부궤환되고 그 출력이 고조파 보상신호가 된다 이와.
같이 출력전압에 남아 있는 특정 고조파의 크기를 이차적으로

제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 즉 부하전류의 고조파 성.
분에 의한 출력전압의 왜형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하전류 고조

파 보상기를 두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전압 고

조파 보상기를 두었다 불평형 부하에 대해서는 각 상 별로 보.
상기를 동작시키고 보상하고자 하는 특정 고조파가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고조파 보상기를 증가 시킨다.

실험 결과3.
그림 은 개발된 계통연계형 연료전지 전력변환기를 나타내3

고 있다 제어기는 를 사용하였다. DSP(TMS320F2812) .

그림 개발된 계통연계형 연료전지 전력변환기3

Fig. 3 Designed converter for fuel-cell

그림 는 입력전압 에서 연료전지용전력변4 55[V], 1 [kW]
환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부 파형이다 인버터의 전압은. DC

로 제어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출력전류 파형을 일정한420[V] ,
전류로 제어함으로써 성분이 에 나타나게 되어120[Hz] DC-Link
리플은 약 임을 알 수 있었다3 [%] .
그림 는 정현파에 가까운 전원전압에서의 계통연계시 인버5

터 출력전압 및 전류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 보는. 5
바와 같이 전류파형은 전원전압에 대하여 위상차를 갖는180°
양호한 연계 특성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역률을 조사한 결,
과 로 나타났다 또한 차까지99.98[%] . 50 THD(Total harmonics

를 측정한 결과는 로 나타났다distortion)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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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4ms ch1:250[V] ch2:5[A] ch3:100[V] ch4:10[A]

그림 정격에서 연료전지 및 연계 특성4

Fig. 4 Connected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ter

I
o

V
o

Time:4ms ch1:100[V] ch2:5[A]

그림 정격에서 정현적 전압에 대한 연계 특성5

Fig. 5 Connected characteristics about sinusoidal voltage

그림 은 연계시 출력별 연계전류 파형이며 그림 은 차6 , 7 50
까지 전류고조파 분석 결과이며 그림 은 그림 로부터 고조, 8 7 3
파 고조파 및 총고조파 왜형율 를 분석한 결과이다, 5 THD .

그림 출력별 연계전류 파형6

Fig. 6 Waveform of the output current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가 적을수록 고조파 고7 3 , 5
조파 및 총고조파 왜형율은 커지며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들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기저부하인 에서 고조파. 200[W] 3
성분은 약 고조파 성분은 약 및 총고조파 왜3.8[%], 5 12.3[%]

형율은 약 로 나타났다 정격부하인 에서 고조18[%] . 1,000[W] 3
파 성분은 약 고조파 성분은 약 로 나타났으며0.4[%], 5 2.4[%] ,
총고조파 왜형율은 약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계통연계3.65[%] .
형 인버터에서 연계조건은 정격에서 고조파 성분 및 고조파3 5
성분은 이하이고 총고조파왜형율은 이하로 규정하고3[%] , 5[%]
있다 따라서 본 전력변환기는 연계를 위한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출력별 연계전류 고조파 분석7

Fig. 7 harmonic analysis of the output current

그림 출력별 고조파 분석8 THD, 3, 5

Fig. 8 3, 5 harmonic analysis of output THD

결 론4.
연료전지 발전기를 계통연계시 를 사용한 계통전압의DSP

실시간 를 통한 계통전압의 고조파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DFT
인버터의 피드포워드항으로 보상함으로써 발전전력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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