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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펄스부하를 갖는 직류배전시스템을 위한 
능동 공진 댐퍼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Active Resonance Damper for a DC Distributed Power System 
with Parallel Pulsed Power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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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ctive resonance damper for a DC Distributed Power System(DPS) with parallel loads is presented. Each 

pulse power load in a DC DPS comprises both a resistive power load and a step-up converter. The step-up converter 

behave as constant power load(CPL) when tightly regulated and usually cause a negative impedance instability problem. 

Furthermore, when an input filter is connected to a large constant power load, the instability of DC bus voltage. In this 

paper, a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with a reduced storage capacitor quantitatively are proposed as a active resonance 

damper, to mitigate the voltage instability on the bu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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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차세  기 자동차 는 항공기 등에 있어서 직

류배 시스템의 용과 그에 한 연구가 증하고 있다. 

직류배 시스템의 장 은 체 시스템 무게의 경량화, 비용

의 감  유지보수의 편이성, 모듈화의 용이성, 고 신뢰성 

등의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어서 MEA/AEA(More-Electric 

Aircraft/All-Electric Aircraft), EV(Electric Vehicle)  신재

생 에 지 시스템 등의 여러 분야에 범  하게 용 되어

지고 있으며 그 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어 지고 있다[1-3].

직류배 시스템의 이러한 많은 장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로서 직류 배

 시스템에서 DC/DC컨버터, DC/AC 인버터 는 동기 

구동시스템 등의 CPL(Constant Power Load)은 직류 버스 

압의 불안정을 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입력 필터와 연

결되어 사용되어 질 때 입력 필터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

여 시스템 불안정이 가 되어지기도 한다[4-8]. 더욱이 고성

능 이더(high-power radar) 는 펄스 에 지 무기(pulsed 

energy weapon)등의 펄스 워 부하를 갖는 에어크래 트

(aircraft)의 경우 시스템 불안정은 더욱 더 심각하게 되어질 

수 있다[9].

그림 1 일반 인 DC 배  시스템

Fig 1 A general DC distributed power system

일반 인 직류배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발 부분과 배

 부분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부하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발 부분에서 발 된 력은 직류 력으로 변환되어 

직류 버스를 통하여 다양한 컨버터 부하들로 달된다. 각 

컨버터들은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감하고 

스 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조 들을 감 는 차단하

기 하여 입력필터가 추가되어 있다. 실제의 직류배  시

스템은 컨버터부하들과 는 동기 구동 시스템  펄스

워부하 등의 다양한 부하들과 지 않은 수의 입력 필터들

과의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래한다. 그러므

로 직류 버스의 불안정성을 감 는 안정시키기 하여 

한 보상장치가 필요하다[10-11]. 제안하는 시스템은 능

동공진 퍼로서 소용량의 커패시터를 갖는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병렬 펄스 워 부하를 갖는 직류 배  

시스템에서의 버스 압의 과도상태를 안정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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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동공진 퍼

2.1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갖는 양방향 컨버터

그림 2 제안하는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갖는 양방향 DC/DC 

컨버터

Fig 2 Propos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with a 

storage capacitor

그림 2는 제안하는 소용량의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양방향 

DC/DC컨버터의 회로도이다[11]. 는 직류 버스 압이고, 

는 스토리지 커패시터 압이다. 는 스토리지 커패시

터이고, 는 필터 커패시터로서 컨버터 스 칭으로 인한 

리 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덕터 는 두 개의 스

치  , 가 서로 짧은 데드타임을 가지면서 온 는 오  

동안에 직류버스와 스토리지 커패시터 사이의 류를 제

한한다. 제안 되어지는 컨버터의 장 은 기존의 능동 공진 

퍼로 사용되어지는 컨버터의 경우 1[mF]을 사용한 반면 

제안한 컨버터의 경우 거의 1/10인 100[uF]의 용량이 사용

되어졌다[12,13]. 이 경우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충 압은 

500[V], 펄스 워부하는 최  10[J]로 가정하 으며 이것은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최소 장 에 지량을 의미한다.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

그림 3 제안하는 컨버터의 동작모드

Fig 3 Operation mode of the proposed converter

그림 3은 스 치의 동작에 따른 컨버터의 동작모드를 보

여 다. 모드 1에서 스 치 가 온이 되고 인덕터의 류

가 증가한다. 모드 2에서 스 치 가 오 되면서 스 치 

의 다이오드로 류가 흐르고 인덕터의 류가 감소되면

서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에 지를 장한다. 이 때 

ZVS(Zero Voltage Switching)가 가능하게 되고 모드 3에서 

스 치 이 동작하게 된다. 스 치 이 온 되면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장된 에 지가 버스쪽으로 달되며 인덕터의 

류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다. 모드 4에서 스 치 이 

오 되면서 스 치 의 다이오드가 도통되며 인덕터의 

류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이 때 모드 1의 스 치 이 

ZVS가 가능하게 된다. 식 (1)은 컨버터의 인덕터 가 평균

으로 (zero)이되는 정상상태의 스 치의 듀티비 이다.

 




                 (1)

2.2 평균화된 소신호 모델

스 치를 가지는 회로의 특성은 일반 으로 비선형 특성

을 가지며, 그 특성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상태 공간 방

정식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측할 수 있다[14].

그림 2의 컨버터의 스 치의 온/오  상태에 따라 상태 

공간 평균 방정식은 식(2)와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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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D는 스 치 의 듀티비 이며 
는 스토리지 

커패시터 평균 압, 은 인덕터 평균 류이다. 상태 공간 

평균 방정식 (2)를 선형화된 소신호 모델로 나타내면 식(3)

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식에서 s는 라 라스 연산자이다. 식(3)으로부터 듀티

비의 변화에 따른 컨버터의 인덕터 류 은 스 치의 온/

오 에 따라 양 는 음의 값을 갖게 되어 의 치는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응답 속도  시스템의 특

성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컨버터를 제어할 

한 제어기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비례 분 보상기

를 채택하여 설계하 다.

3. 제어기의 설계

3.1 제어 블록도

컨버터의 제어루 는 펄스 워부하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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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버스 압을 안정하기 한 주 제어 루 와 스토리지 

압을 일정 수 으로 유지하기 한 보조 제어루 로 구성된

다. 그림 4는 PI보상기가 용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다.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은 필터 커패시터 의 류 

가 0[A]로 유지된다면 버스 압 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버스 압이 상승할 경우( ) 하게 컨버터의 

스 치를 제어하면 인덕터 류 은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충 시킨다. 한 버스 압이 하강할 경우( ) 스토리지 

커패시터로부터 버스로 인덕터를 통하여 류를 주입하면 

버스 압을 안정화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필터 커패시터

의 압 을 고 역 필터로부터 추정된 커패시터의 류 

는 인덕터 류의 지령치 
가 된다. 류 지령치 

와 

인덕터 류 의 차이가 이득 과 곱하여 진다. 이것은 

스토리지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제어루 의 신

호와 함께 더하여져 PI보상기의 입력신호가 된다.

주제어루 의 이득 와 보조제어 루 의 이득 가 

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두 이득 과   에 어느 한 제

어루 의 이득이 하게 선택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제

어루 의 제어가 어렵게 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버스 

압의 안정화가 우선시하여 주제어루 의 제어이득을 보조

제어의 루 의 이득보다 크게 선택하 다. 그러나 보조 제

어루 에 의하여 제어되는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압은 평

균 으로 500[V]가 되도록 이득을 선택하 으며 주제어 루

 의 이득 1이며 보조 제어루 의 이득 는 0.06으로 

선정하 다.

그림 4 체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The overall control block diagram

3.2 필터 커패시터 류 의 추정

그림 5에서 인덕터 류의 지령신호 
이 되는 류 

는 버스 압 를 일차 고 역 필터를 통하여 추정하 다. 

인덕터의 지령 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식 (5)에서 라 라스 연산자 →일 때 필터 달함수는

로 근사화 되며 이것을 통해 류 를 추정할 수 있다. 

식(5)에서의 극 은 잡음 여유도(noise immunity)를 향상 시

킨다. 그러나 극 의 치는 제어기의 역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히 선정되어야 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모의 

실험을 통하여 고 역 필터의 코  주 수는 스 칭 주 수 

20[kHz]의 1/10인 2[kHz]로 선정하 다.

3.3 비례 분(PI) 제어기

제안된 시스템에서 PI제어기 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6)

그림 5 PI 보상기가 있는 컨버터의 개루  보드선도

Fig 5 The open loop bode plot of the converter with PI 

compensator

그림 5는 PI 보상기를 갖는 컨버터의 보드선도이다. 제안

된 컨버터에 PI제어기를 용하기 하여 새로운 교차 주

수를 보드선도 상에 지정해야 하고 보상된 달함수의 크기

는 0-dB 축을 지나가도록 비례 이득값과 분 이득값을 선

택하여야 한다[15].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새로운 교차주

수를 스 칭 주 수의 1/4인 약 5[kHz]로 선정하고 비례

이득 값을 0.04, 분 이득값을 40으로 선정하 다.

그림 6 PI 보상기가 용된 컨버터의 폐루  보드선도

Fig 6 The closed loop bode plot of the converter with 

compensator

그림 6은 PI보상기가 용된 컨버터의 폐루  보드선도 

이며 식(7)은 시스템의 폐루  달함수 이다. 식(7)에서 보

조 제어루 의 이득   = 0.06 은 주 제어 루 의 이득   

= 1보다 아주 은 값이므로 무시하고 계산하 다. PI보상

기를 포함한 컨버터의 상 여유는 88.2° 이며 감쇠비는 약 



기학회논문지 61권 9호 2012년 9월

1292

0.7 이었다.

    
  

 
        (7)

4. 모의 실험  실험 결과

그림 7 능동 공진 퍼의 시스템 회로

Fig 7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active resonance 

damper system

그림 8 실제 실험시스템의 사진

Fig 8 The photo of actual experimented system

그림 7은 모의실험에 사용된 회로이며 그림 8은 실제 시

스템의 사진이다. 모의실험  실험에 사용된 라미터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제안된 능동 공진 퍼 시스템은 

Matlab Simulink 를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 으며 

한 TI사의 TMS320F2812DSP 보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 다. 컨버터의 스 칭 주 수는 20[kHz]이

며 펄스 워 부하들을 90[Hz], 0.5 듀티로 동시에 온/오  

그리고 교차로 온/오  하여 부하변동을 함으로써 버스 압, 

부하 류, 장장치의 압을 찰하 다. 펄스 워 부하들

은 항부하를 력용 반도체 소자인 MOSFET를 이용하여 

온/오  하 으며 컨버터 부하는 부스트 컨버터를 이용하

다. 부스트 컨버터 출력은 350[V]로 설정하 으며 MOSFET

을 이용하여 가변하 다.

표 1 모의실험  실험에 사용된 라미터

Table 1 Simulation and experimental parameter

Parameter Symbol Value

Input Voltage  270[V]

Inductor of Input Filter  400  
Capacitor of Input Filter  50

Storage Capacitor  100

Filter Inductor  900

Filter Capacitor  1.2

Pulsed Power Load
(Pulsed Resistive Load(1.5[kW])

 + Pulsed Converter Load(1.5[kW]))

- 3[kW]

Swithcing Frequency - 20[kHz]

4.1 병렬 펄스 부하를 동시에 온/오  하 을 경우의 

모의 실험  실험 결과

그림 9 능동 공진 퍼가 없는 경우의 시스템의 모의실험 결과

Fig 9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out the 

active resonance damper

그림 10 능동 공진 퍼가 없는 경우의 시스템의 실험 결과

Fig 10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ystem without the 

active resonance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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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와 10은 병렬 펄스 워 부하가 직류 배  시스템

에 연결되었을 경우의 모의실험  실험결과이다. 모의실험 

 실험결과 입력 필터  부하용 필터의 인덕터 항성분

과 선로 임피던스에 의한 버스 압의 약 10[V]의 압강하

가 발생하 다. 모의실험시에 펄스 부하의 온/오  시 직류

버스 압 는 248[V]∼278[V]로 격하게 변동을 하 으

며 실험시에 243[V]∼272[V]로 변동하면서 입력 필터와 펄

스 부하에 의한 공진이 측되었다. 류 과 는 항

부하와 부스트 컨버터 부하의 입력 류이다.

그림 11 능동 공진 퍼가 연결되었을 경우의 시스템의 모

의실험 결과

Fig 11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 active 

resonance damper

그림 12 능동 공진 퍼가 연결 되었을 경우의 실험 결과

Fig 1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ystem without the 

active resonance damper

그림 11과 12는 펄스 부하를 갖는 직류 배  시스템에 능

동 공진 퍼를 연결하 을 경우의 모의실험  실험결과이

다. 모의실험 시에 펄스 부하의 온/오 시 직류 버스 압 

는 248[V]∼278[V]로 변동을 하 으며 실험 시에는 

246[V]∼272[V]로 변동하 으나 그림 9와 그림 10에서의 능

동 공진 퍼가 없는 경우보다 버스 압의 변동 폭이 많이 

감되면서 공진 한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 스토

리지 압도 약 500[V]로 유지됨이 측되었다.

4.2 병렬 펄스 부하가 교차로 온/오  되는 경우의 모

의실험  실험 결과

그림 13 능동 공진 퍼가 없는 경우의 시스템의 모의실험 

결과

Fig 13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 out active 

resonance damper

그림 14 능동 공진 퍼가 없는 경우의 시스템의 실험 결과

Fig 14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ystem with out 

active resonance damper

그림 13과 14는 병렬 펄스 워 부하가 직류 배  시스템

에 연결되었을 경우의 모의실험  실험결과이다. 모의실험

시에 펄스부하의 온/오 시 직류 버스 압 는 260[V]∼

282[V]로 상당한 압 변동을 보 으며 실험 시에도 한 

256[V]∼283[V]로 격하게 변동하면서 입력 필터와 펄스 

부하에 의한 공진이 측되었다. 류 과 는 항부

하와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류이다

그림 15와 16은 펄스부하를 갖는 직류배  시스템에 능동

공진 퍼를 연결하 을 경우의 모의실험  실험결과이다. 

모의실험시에 펄스부하의 온/오 시 직류버스 압 는 

263[V]∼278[V]로 변동을 하 으며 실험시에는 256[V]∼

279[V]로 변동하 으나 그림 13과 14에서의 능동공진 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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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보다 버스 압의 변동폭과 공진이 상당히 많이 완

화되어 버스 압이 안정되어짐이 측되었다. 한 스토리

지 압도 500[V]로 유지됨이 측되었다.

그림 15 능동 공진 퍼가 연결되었을 경우의 시스템의 모

의 실험 결과

FIg 15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 the active 

resonance damper

그림 16 능동 공진 퍼가 연결되었을 경우의 시스템의 실

험 결과

Fig 16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ystem with the 

active resonance damper

의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입력필터와 펄스 워의 상호

작용으로 배  시스템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부하가 증가하면 더욱 더 시스템의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펄스 부하에서 발생되는 버스 압의 

과도상태를 능동공진 퍼가 스토리지에 장된 에 지를 

한 제어를 통하여 버스 압에 양의 임피던스를 제공하여 

CPL에 의하여 래된 negative impedance를 감하 다. 

한  실험의 결과, 비록 모의실험  실험에 있어서 약간

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의실험  실험결과는 거의 일치 하

며 실험 결과의 차이는 component tolerance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안된 시스템  알고리즘은 버스 압을 

효율 으로 안정화 할 뿐만 아니라 력 시스템의 력 품

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 다.

5. 결  론

본 논문은 직류 배  시스템에서 병렬 펄스 워 부하와 

입력 필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류버스의 불

안정함을 능동 공진 퍼를 이용하여 직류버스의 제어성에 

한 타당성  실효성을 모의실험  실험으로 입증하

다. 모의실험  실험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부하 변동에 의

한 버스 압의 과도상태를 히 안정시킴과 동시에 스토

리지 커패시터의 압 역시 일정하게 유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시스템은 직류 배  시스템의 력품질  

안정화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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