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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의 DC 배전 시스템을 위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제어

Control of the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for 
a DC Distribution Power System in Electric Vehicles

장 한 솔*․이  민*․김 춘 택*․나 재 두**․김  석†

(Han-Sol Chang․Joon-Min Lee․Choon-Tack Kim․Jae-du La․Young-Seok Kim)

Abstract  -  Recently, an electric vehicle (EV) has been become a huge issue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EV has 

many electrical units: electric motors, batteries, converters, etc. The DC distribution power system (DPS) is essential for 

the EV. The DC DPS offers many advantages. However, multiple loads in the DC DPS may affect the severe instability 

on the DC bus voltage. Therefore, a voltage bus conditioner (VBC) may use the DC DPS. The VBC is used to mitigate 

the voltage transient on the bus. Thus, a suitable control technique should be selected for the VBC. In this research, 

Current controller with fixed switching frequency is designed and applied for the VBC. The DC DPS consist of both a 

resistor load and a boost converter load. The load variations cause the instability of the DC DPS. This instability is 

mitigated by the VBC. The simulation results by Matlab simulink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for validating 

the proposed VBC and designed control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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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한 에 지 고갈에 따른 문제와, 이

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환경 인 문제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

의 연구 개발  생산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으며, 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EV), 하이 리드 기 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HEV), 연료 지 자동차(Fuel 

Cell Vehicle: FCV)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한 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시스템, 선박, 잠수함 등의 운송수단도 마찬가지이다

[1-3].

EV, HEV, FCV 등의 친환경 자동차에서 조명, 펌 , 팬, 

공조기 등과 같은 부하들이 기계  방식에서 동기, 컨버

터, 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기 인 방식으로 체 되고 그 

사용 역 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4]. 이러한 기

인 부하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사용되는 DC 배

 시스템에 한 연구 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

DC 배  시스템은 고효율, 모듈화의 용이성, 고 신뢰성, 

비용 감 등의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항공우주시설, 신재생에 지, 스마트 그리

드 등 여러 분야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5-9]. 그림 1

은 EV 등에 사용되는 DC 배  시스템의 일반 인 구조이

다[3,10-13].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EV의 DC 배  시스템은 에

지 장 장치와 고압 DC 버스, 압 DC 버스, 그리고 DC 

버스에 여러 컨버터들이 부하로 속되어 있다. 이러한 DC 

배  시스템의 용분야에서 야기되어지는 가장 큰 심사

의 하나는 배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

용으로 인한 불안정이다. 부분의 원 공 기들은 귤

이터에서 발생되어지는 고조 류를 감쇄시키기 하여 입

력필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입력필터는 소스컨버터의 출력

리 을 충분히 완화시키기 하여 부하컨버터와 DC 버스사

이에 설치되어진다. 소스컨버터의 출력필터, 부하컨버터의 

입력필터 그리고 부하컨버터의 임피던스가 복잡한 공진을 

발생하게 되며 결과 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

용을 래하게 된다[14,15].

더욱이 DC 배  시스템의 불안정은 부하컨버터가 엄격하

게(tightly) 제어될 때 "Constant Power Load(CPL)"로 나타

나며 이것은 음으로 증가되는 임피던스(negative incremental 

impedance)를 래한다. 이것은 배  시스템의 불안정을 

래하기도 한다[15-17].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한 보상장치가 필

요로 되어진다[18-20]. 에 지 장장치를 갖는 양방향 DC/DC 

컨버터인 Voltage bus conditioner(VBC)는 에 지 장장치

에 장된 에 지를 사용하여 DC 버스의 불안정성을 감소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DC 배  시스템의 안정화를 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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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 자동차의 일반 인 DC 배  시스템의 구성

Fig. 1 A basic architecture of the DC distribution power 

system in EV

존의 용량 해 커패시터 용량의 1/10배의 커패시터를 사

용하는 압형 VBC를 사용하 다[21-23].

VBC에서 컨버터 제어기의 선택과 설계는 설계자나 사용

자가 만족할 만한 성능을 이루기 해 매우 요한 사항이

다. 고정 스 칭 주 수를 갖는 류 제어기[24]는 VBC의 

인덕터 류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DC 버스 압과 VBC

의 스토리지 커패시터 압을 제어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부하를 가지는 DC 배  시스템의 안

정화를 해 압형 VBC를 사용하고 그 제어를 해 고정 

스 칭 주 수를 갖는 류 제어기를 설계, 제어법의 이론

인 증명과 함께 모의실험  실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입

증한다. 

2. 양방향 DC/DC 컨버터

2.1 소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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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컨버터의 회로도이다[18,19]. 는 직류 버스 압

이고, 는 스토리지 커패시터 압이다. 는 스토리지 

커패시터이고, 는 필터커패시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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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한다. 제안되어지는 컨버터의 장 은 기존의 능동공진

퍼로 사용되어지는 컨버터의 경우 1[m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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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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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쪽으로 달되며 인덕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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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율

이다.




              (1)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

그림 3 제안하는 컨버터의 동작모드

Fig. 3 Operation mode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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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뱅-뱅 히스테리시스 류 제어

Fig. 4 Bang-bang hysteresis cur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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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특성을 측 할 수 있다[25]. 

그림 2의 컨버터의 스 치의 온/오  상태에 따라 상태 공

간 평균방정식은 식(2)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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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D는 스 치 의 시비율이며 
는 스토리지 

커패시터 평균 압, 은 인덕터 평균 류이다. 상태 공간 

평균 방정식 (2)를 선형화된 소신호 모델로 나타내면 식(3)

로 나타낼 수 있다.

















 





















































 (3)

 식에서 s는 라 라스 연산자이다. 식(3)로부터 시비율

의 변화에 따른 컨버터의 인덕터 류 의 달함수를 표

하면 식 (4)과 같다.

  
















       (4)

식(4)에서 인덕터 류 은 스 치의 온/오 에 따라 양 

는 음의 값을 갖게 되어 의 치는 변하게 되는데, 이

것은 시스템의 응답속도  시스템의 특성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컨버터를 제어할 한 제어기가 필

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고정주 수를 갖는 류 제어기를 채

택하여 설계 하 다.

3. 제어기의 설계

3.1 류 제어기

류 제어기는 역률 보정용 승압 컨버터에 많이 사용된

다. 역율 제어를 해서는 인덕터에 흐르는 류를 입력 

압과 동상으로 제어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표 인 제어 기

법이 그림 4와 같은 뱅-뱅 히스테리시스 제어 기술이다.

이 제어는 빠른 응답 특성이라는 장 이 있지만, 컨버터

의 스 칭 주 수가 일정하지 않고, 컨버터의 설계에 따라 

스 칭 주 수가 민감하게 변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고정 스 칭 주 수를 갖는 류 제

어 기법이 사용된다. 그림 5는 고정 주 수를 갖는 류 제

어 기법을 나타낸다[24].

그림 5 고정 스 칭 주 수를 갖는 류 제어

Fig. 5 Current control with fixed switching frequency

 그림을 보면 류 지령 값을 심으로 일정한 크기를 

갖는 톱니 를 치시키고 피드백 류와 비교하여 스 치

의 게이트 신호를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제어 기법을 응용하여 Voltage Bus Conditioner(VBC)

의 고정 주 수를 갖는 류제어기를 설계한다.

3.2 VBC의 류 제어기

VBC는  DC 버스 압과,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압의 

제어가 이루어 져야 한다. DC 버스 압의 경우는 VBC의 

인덕터 류의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를 들

어 DC 버스 압이 감소하면 인덕터 류 이 음의 방향

으로 증가시켜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장된 에 지를 DC 

버스 압에 달하고, 반 로 DC 버스 압이 상승하면 인

덕터 류를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켜 DC 버스 압의 에

지로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충 하면 된다. 즉 인덕터의 

류 제어를 통하여 DC 버스 압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 에서 소개한 역률 보정을 한 승압 컨버터의 제

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 주 수를 갖는 류 제어기의 설계를 해 먼  인

덕터 류의 지령 값을 구해야 한다. 앞 에서 설명하 듯

이 인덕터 류는 DC 버스 압의 상태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즉 DC 버스 압의 변동률이 인덕터 류의 지령 값

이 되는 것이다. 3kW 용량의 항 부하가 온/오  하게 되

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진하는 DC 버스 압(a)은 

일정한 DC 성분(b)과 공진하는 AC 성분(c)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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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정 스 칭 주 수를 갖는 류 제어기의 블록 다

이어그램

Fig. 7 The block diagram of the current controller with 

fixed switching frequency

그림 9 VBC를 연결한 DC 배  시스템의 회로

Fig. 9 The schematic of the DC DPS with VBC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DC 버스 압의 제어에 필요한 요소는 AC 성분

이다. DC 버스 압에서 AC 성분을 추정하기 하여 본 연

구에서는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 다. DC 버스 압이 공

진할 때의 AC 성분을 살펴보면, 약 1.13kHz로 공진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고역 통과 필터의 컷오  주 수가 공진 주

수 보다 낮으면 필터의 출력에 DC 성분이 일부 포함되게 

되고 반 로 공진 주 수 보다 높으면 원하는 AC 성분을 

추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

해 고역 통과 필터의 컷오  주 수 는 1[kHz]로 설정 하

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4)

 식에서 는 라 라스 연산자, 
은 인덕터 류의 지

령 값이고, 는 DC 버스 압이며, 는 컷오  주 수를 

나타낸다.

(a) DC bus voltage     (b) DC component    (c) AC component

그림 6 DC 버스 압의 구성 요소

Fig. 6 Components of the DC bus voltage

VBC 제어는 DC 버스 압을 제어하는 주 제어루 와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압을 제어하는 보조 제어루 가 있

다. 시스템의 제어기 설계에 있어 보조 제어루 의 이득 값

보다 주 제어루 의 이득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조 제어

루 는 무시 할 수 있다. 게다가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지령 

값은 DC 버스 압을 제어하는 인덕터 류 지령 값과는 

달리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톱니 를 일정 값만큼 상

승 시키는 역할 밖에 못한다. 따라서 제어기의 지령 값은 

인덕터 류의 지령 값만을 사용하며 이를 일정 주 수를 

갖는 톱니 와 더한다. 체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7에서 보인다.

 그림에서 은 스토리지 압 제어루 의 루  이득이

며 값이며 는 주 제어루 의 오차와 보조 제어루 의 오

차 합이다. 이 크면 스토리지 압이 상승하고 작으면 스

토리지 압은 감소하게된다. 그러므로 당한 값을 선정해

야한다. 제어기의 체 이득값인 는 제어신호가 톱니 의 

범 안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이 한 당한 값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 는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각각 

0.04, 0.06으로 선정하 다. 그림 8에 비교기로 들어가는 인덕

터 류의 지령 값을 심으로 흔들리는 톱니 를 보인다.

그림 8 인덕터 류 지령 값과 톱니

Fig. 8 The inductor current reference and sawtooth wave

제안된 고정 스 칭 주 수를 갖는 류 제어 기법은 스

칭 주 수가 가변되는 뱅-뱅 히스테리시스 제어법과는 달

리 일정한 스 칭 주 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

성이 향상 된다고 볼 수 있다.

4. 모의실험  실험결과

그림 9는 모의실험에 사용된 회로이며 그림 10은 실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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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시스템의 사진이다. 모의실험  실험에 사용된 라미

터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제안된 능동공진 퍼 시스템은 

Matlab Simulink를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 으며 한 

TI사의 TMS320F2812DSP 보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 다. 컨버터의 스 칭 주 수는 20[kHz]이

며 펄스 워부하들을 90[Hz], 0.5 듀티로 동시에 온/오  

그리고 교 로 온/오  하여 부하변동을 주고 버스 압, 부

하 류, 장장치의 압을 찰하 다. 펄스 워 부하들은 

항부하를 력용 반도체 소자인 MOSFET를 이용하여 온

/오  하 으며 컨버터 부하는 부스트 컨버터를 이용하 다. 

부스트컨버터의 출력은 350[V]로 설정하 으며 MOSFET를 

이용하여 스 칭 하 다.

표 1 모의실험  실험에 사용된 라미터

Table 1 Simulation and experimental parameter

Parameter Symbol Value

Input Voltage  270[V]

Inductor of Input Filter    

Capacitor of Input Filter  

Storage Capacitor  

Filter Inductor  

Filter Capacitor  

Pulsed Power Load

(Pulsed Resistive 

Load(1.5[kW])

 + Pulsed Converter 

Load(1.5[kW]))

- 

Swithcing Frequency - 

그림 10 실제 실험시스템의 사진

Fig. 10 The photo of actual test system

4.1 동시 동작하는 병렬 부하를 갖는 시스템의 모의실험 

 실험 결과

그림 11와 12는 VBC가 연결 안 된 동시에 동작하는 병

렬 부하를 갖는 DC 배  시스템의 모의실험  실험 결과

이다. 그림 11의 모의실험에서 DC 버스 압 는 첫 번째 

공진 시 253∼280[V]로 27[V]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림 

12의 실제 실험에서는 258∼282[V]로 24[V]의 변화를 찰 

할 수 있었다. 공진의 횟수는 모의실험과 실험 둘 다 4번의 

공진이 발생하 다. 류 은 항 부하로 흐르는 류를 

나타내고, 류 는 승압 컨버터 부하로 흐르는 류를 나

타낸다.

그림 11 VBC가 없을 때 동시 동작 병렬 부하의 모의실험 

결과

Fig. 11 The simulation results of simultaneously operated 

parallel loads without VBC

그림 12 VBC가 없을 때 동시 동작 병렬 부하의 실험 결과

Fig. 12 The test results of simultaneously operated parallel 

loads without VBC

그림 13과 14는 VBC가 연결된 동시에 동작하는 병렬 부

하를 갖는 DC 배  시스템의 모의실험  실험 결과이다. 

그림 13의 모의실험에서 DC 버스 압 는 첫 번째 공진 

시 253∼273.6[V]로 20.6[V]의 변화를 보여 주어 VBC가 없

을 때보다 변화량이 6.4[V]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의 실제 실험에서는 260∼277.6[V]로 17.6[V]의 변화를 찰 

할 수 있었다. 이는 VBC가 없을 때 보다 변화량이 6.8[V] 

감소한 것이다. 공진의 횟수는 모의실험과 실험 둘 다 2번

의 공진으로 VBC가 없을 때 보다 2번 감소하 다. 이에 따

라 부하 류들도 안정 인 모습을 보 다. 한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압이 약 500[V]로 안정 으로 제어됨을 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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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VBC가 연결 된 동시 동작 병렬 부하의 모의실험 

결과

Fig. 13 The simulation results of simultaneously operated 

parallel loads with VBC

그림 14 VBC가 연결 된 동시 동작 병렬 부하의 실험 결과

Fig. 14 The test results of simultaneously operated parallel 

loads with VBC

5. 결  론

본 논문은 DC 배  시스템에서 병렬 펄스 워부하와 입

력 필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DC 버스의 불안

정성을 양방향 DC/DC 컨버터인 VBC를 이용하여 DC 버스

의 제어성에 한 타당성  실효성을 모의실험  실험으

로 입증하 다. 모의실험  실험결과 제안된 시스템과 제

어 기법은 부하 변동에 의한 버스 압의 과도 상태를 

히 안정시킴과 동시에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압 역시 일정

하게 유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시스템은 DC 

배  시스템의 력품질  안정화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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