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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VBC(Voltage Bus Conditioner) is a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with the energy storage for damping 

the instability and any transients of bus voltage in the DC DPS(Distributed Power System). This paper presents the 

PI(Proportional Integration) controller for the VBC. The PI controller is not only damping the bus transient, but also 

keeping the storage voltage level. Matlab Simulink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by valid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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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C 배 시스템은 재 통신시스템, 군사시설, 항공우주분

야, 기자동차  신재생에 지 시스템 등, 리 사용되고 

있다[1-5]. 기본 인 DC배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1에서 

보여 다.

그림 1.1에서, 컨버터는 스 칭 노이즈로 인하여 한 

필터를 필요로 한다. 한 컨버터는 일반 으로 

CPL(Constant Power Load)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negative impedance를 래한다[6]. 일반 으로 DC 배 시

스템은 그림 1.2와 같은 소스컨버터와 부하 컨버터로 구성

된다.

그림 1.1 기본 인 고 압 DC배 시스템의 구조 

Fig. 1.1 The basic architecture of the high DC DPS

그림 1.2 간단히 나타내어진 DC 배 시스템의 구조 

Fig. 1.2 The simple structure of the high DC DPS

CPL특성을 가진 부하 컨버터는 negative impedance 특성

을 갖으며, 이것은 입력필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래할 수 있다.

VBC는 버스 압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기 한 에

지 장장치를 갖는 력변환기이다. VBC는 일반 으로 양

방향의 구조를 띄며[7], 에 지 장형태에 따라서 류형 

VBC와 압형 VBC로 구분할 수 있다. 류형 VBC는 스

토리지 인덕터에 장된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

지만, 정상상태 동안에 스토리지 인덕터에서의 력손실이 

큰 단 이 있다. 한 부하 류가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류보다 크면, 효율  제어가 힘든 단 이 있다[7]. 그러나 이

러한 단 들은 cryogenic power electronics와 

superconducting coils의 사용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래애 한 매우 매력 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류형 VBC의 단 은 압형 VBC로 보완될 수 있다. 압

형 VBC는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장된 압의 크기가 버스

압보다 항상 커야하며 항상 용량의 스토리지 커패시터

를 요구한다.[8] 이 논문에서는  압형 VBC의 단 을 보

완한 소용량의 커패시터용량을 가진 압형 타입을 사용하

다.[8]

VBC의 제어를 해서 PI제어기를 사용하 으며 설계되

어지는 PI제어기는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만족하기 해서는 

한 과 극 를 선택해야한다[9]. 이 논문은 VBC의 

보상기인 PI제어기를 주 수 역에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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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기 설계

      

2.1 Voltage Bus Conditioner 

그림 2.1은 제안된 컨버터이다. 는 DC 버스 압이다. 

는 스 칭 주 수를 완화시키기 해 작은 값을 가지고, 

는 스토리지커패시터이다. 는 2개의 스 치()가 서로 

칭 으로 짧은 데드타임을 가지면서 온 는 오 동안에 버

스 압( )과 장 압( ) 사이에 류를 제한한다.

  

그림 2.1 VBC의 토폴로지 

Fig. 2.1 The topology of the Voltage Bus Conditioner 

2.1.1 상태 공간 평균 모델

스 칭을 하는 력 변환기의 특성은 복잡하다. 이런 복

잡한 특성을 상태공간 평균모델을 이용하여 측할 수 있다

[10]. 그림 2.1에서   으로 가정하면, ≃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state space averaging equation을 식(1)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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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ratio는 Q2가 On일 때 기 이다. 식(1)로 선형화된 

소신호 모델로 나타내면 식(2)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는 VT는 VC+VST 이고, s는 Laplace operator 이다. 

식(2)로부터 Duty 변화에 한 입력 의 달함수를 표

하면 식(3)과 같다.

  

 











       (3)

식(3)의 분자에서 는 두 스 치()의 스 칭작용에 

의하여 류 는 양 는 음의 값을 갖게 되므로 식 (3)의 

zero의 치는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시스템의 응답속도  

시스템의 특성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VBC는 이를 보

상하기 한 한 보상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PI제어기를 선택하 다.

2.2 제안된 PI Compensator

PI 제어기는 본질 으로 LPF(Low Pass Filter)의 특성을 

가지며, 시스템 차수를 1차수 올려 시스템의 정상상태 에러

를 개선시킨다[10]. 일반 으로 PI제어기의 달함수는 식(5)

로 표 할 수 있다.

 


                           (5)

여기서, 


이다. PI의 상은 항상 음을 가지지 때문

에,  시스템의 안정도를 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PI

제어기의 corner frequency(


)를 최 한 왼쪽에 두어

야한다.

2.2.1 PI  gain calculation

보상기를 가지지 않는 VBC의 달함수는 그림 2.1에 보

여 다. 기 상은 0이며, 상여유는 이다. VBC에 PI

보상기를 연결할 경우 새로운 교차주 수(crossover 

frequency (
′ ))를 보드선도상에 지정해야한다. 보상된 달

함수의 크기는 0-dB 축을 반드시 지나가야한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P gain과 I gain을 선택해야한다. 는 식(6)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10].

 
 

′ 
                          (6)

그림 2.2 VBC의 보드선도 

Fig. 2.2 The bode plot of the V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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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결정된 후에, 반드시 한 의 값을 선택

해야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crossover frequency를 시스템

의 스 칭 주 수보다 1/4배 낮은 약 5[kHz]로 선택했다. 따

라서 식(6)에 의하여  로 계산 되었다. PI 제어기의 

한 감쇄를 해, 일반 으로 P(


)의 범 는 식(7)을 

만족해야한다[10]. 




∼


′
                     (7)

식(7)을 통하여    하므로, 의 값을 40으로 선택하

다.

2.3 시스템 제어 블럭

시스템의 제어 블럭 다이어그램은 그림 2.3에서 보여 다.

그림 2.3 제어 블럭 다이어그램 

Fig. 2.3 A control block diagram

제어는 2개의 루 로 구성된다. 주제어 루 는 DC bus의 

과도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보조루 는 원하는 

storage 압을 유지하도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3에서 

 ≫이므로, 보조루 는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의 개루  달함수는 식(8)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이며, 식(8)의 보드선도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보상기를 가진 VBC의 개루  달함수의 보드선도 

Fig. 2.4 A open-loop transfer function of VBC with the 

compensator

PI보상기를 가진 VBC의 bandwidth는 5.4[kHz]를 가지며, 

상여유는 이다. 폐루  달함수의 bode plot은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보상기를 가진 VBC의 폐루  달함수의 보드선도

Fig. 2.5 A closed-loop transfer function of VBC with the 

compensator

그림 2.5에서, 감쇄비(damping ratio)는 략 으로 0.7이

다[11]. 시스템 응답은 약간의 오버슈트를 가진다. 따라서 PI 

보상기에서 와 의 gain 값은 하게 선택되었다. 시

스템 체 블럭 다이어 그램은 그림 2.6에서 보여 다.

그림 2.6 제안된 퍼런스를 가진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Fig. 2.6 A control block diagram with the proposed 

reference

그림 2.6에서 래퍼런스 류 
은 DC 압을 HPF를 통해 

측할 수 있다. HPF의 cut-off frequency는 1[kHZ]로 시뮬

이션을 통해 결정되었고, 주제어 루 의 gain 은 1 이

며, 보조제어루 의 gain 는 0.06이다.

3. 모의 실험

모의 실험은 Matlab Simulink로 구 하 으며, 시스템 블

럭 다이어그램은 그림 3.1에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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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atlab Simulink를 이용한 시스템 블럭 다이어그램 

Fig. 3.1 The system control bloack diagram using Matlab 

Simulink

모의실험 라미터는 Table 1에 보여 다.

표 1 시뮬 이션 라미터 

Table 1 The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Symbol Value

Bus Voltage  270  

Inductance of LC Filter  400  

Capacitance of LC Filter  50

Storage capacitor of the VBC  100

Inductance of the VBC  900

Capacitance of the VBC  1.2

Rated Pulsed load - 3

Switching frequency - 20

 

시뮬 이션은 부하를 90Hz, 50% 듀티비로, 턴온 는 턴 

오  하여 버스 압  부하 변동을 확인하 다.

3.1 모의 실험결과

3.1.1 항부하를 갖는 경우의 시스템 모의실험

그림 3.2는 DC 배 시스템에 VBC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의 Bus 압(a)과 부하 류(b) 그리고 장 압(c)의 형을 

보여 다. 

VBC가 없을 때는 부하가 온 는 오  하면서 압변동

이 240[V]와297[V]사이로 격하게 상승 는 하강을 하

으며, 입력 필터(,)로 인한 1.14[kHZ] 공진이 발생하

다. VBC를 연결 했을 때는, 공진의 변동을 첫 주기에서 약 

13[V]로 완화시켰으며, 1ms이후 완화됨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순간 으로 하강하는 압은 7[V], 상승하는 압은 5[V]

로 완화시켰다. 장 압의 변동은 ±10[V]내에서 제어되며 

약 500 [V]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 Bus 압, 부하 류, 장 압의 형 

Fig. 3.2 Bus voltage, load current, storage voltage waveforms

3.1.2 부스트 컨버터 부하를 갖는 경우의 시스템 모의

실험

그림 3.3는 DC 력시스템에 VBC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의 Bus 압(a)과 부하 류(b) 그리고 장 압(c)의 형을 

보여 다. 

그림 3.3 Bus 압, 부하 류, Storage 압의 형

Fig. 3.3 Bus voltage, load current, storage voltage waveforms

VBC가 없을 때는 부하가 온 는 오  하면서 압변동

이 252[V]∼281[V]사이로 상승 는 하강을 하 으며, 

VBC를 연결 했을 때는, 공진의 변동을 첫 주기에서 4[V]로 

완화시켰으며, 2번째 공진에서는 6[v]완화하 고, 이후 차

으로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간 으로 하강

하는 압은 2[V] 완화시켰다. 장 압의 변동은 ±15[V]내

에서 제어되며 약 500[V]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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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실험 라미터는 Table 2에서 보여 다.

표 2 실험의 라미터 

Table 2 The experimental parameters

Parameter Value

Bus Voltage 270  

Inductance of LC Filter 401  

Capacitance of LC Filter 49.2

Storage capacitor of the VBC 94.7

Inductance of the VBC 903

capacitance of the VBC 1

Rated Pulsed load 3

Switching frequency 20

부하를 90Hz, 50% 듀티비로 턴 온 는 턴 오  시켜 버

스 압  부하 류의 변동은 찰하 다. 그림 4.1은 사

용된 실험세트이다.

그림 4.1 체 실험 시스템 

그림 4.1 The overall experimental system

4.1 실험결과

4.1.1 항부하를 갖는 경우의 시스템 실험

  

그림 4.2는 DC 력시스템에 VBC가 없을 때의 버스 압

과 부하 류의 형을 보여 다. 

입력 압 270[V] 기 으로 순간 으로 하강하는 압은 

244[V]이며, 상승하는 압은 296[V]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입력 필터(,)로 인한 1.16[kHZ] 공진이 발생하 다. 그

림 4.3은 VBC를 연결하 을 때의 버스 압과 부하 류, 

장 압의 형을 보여 다.

그림 4.2 VBC가 없을 때의 항부하 

Fig. 4.2 Experimental result for the resistive load without 

VBC

그림 4.3 VBC를 연결했을 때의 항부하 

Fig. 4.3 Experimental result for the resistive load with VBC

순간 으로 하강하는 압은 250V로 약 6V 완화 시켰으

며, 상승하는 압은 292V로 4V완화 시켰다. 첫 공진 이후 

860  이후 안정됨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Storage 압은 평균 ∼사이로 약 500[V]를 유

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2 Boost Converter부하를 갖는 경우의 시스템 실험

그림 4.4는 DC 력시스템에서 VBC가 없을 때의 Bus

압과 부하 류 형을 보여 다. 입력 압은 270[V]기 으로 

하강하는 압은 253[V]로 측정되었고, 일정한 크기를 가지

며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간 으로 상승하는 압은 

280[V]로 측정되었다. 공진하는 주 수는 약 580[Hz]로 측정

되었다. 그리고 boost의 입력 류는 peak-peak로 ∼[A]

로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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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VBC가 없을 때의 부스트 컨버터 부하 

Fig. 4.4 Experimental result for the boost converter load 

without VBC

그림 4.5는 DC 력시스템에서 VBC를 연결 하 을 때의 

Bus 압과 부하 류, 그리고 장 압 형을 보여 다.

그림 4.5 VBC를 연결했을 때의 부스트 컨버터 부하 

Fig. 4.5 Experimental result for the boost converter load 

with VBC

Bus 압 270[V] 기 으로 부하가 턴 온 되었을 때, 하강

하는 압은 256[V]로 측정되었고, 첫 공진 이후 약 3[V]감

쇄 되었고, 두 번째 공진에서는 약4[V] 완화했으며, 이후 

차 으로 감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장 압은 

495[V]∼506[V]변동하며, 평균 으로 500[V]를 유지했다.

4. 결  론

VBC를 제어하기 한 PI 보상기는 DC 력시스템에서

의 격심한 부하변동으로 인한 버스 압의 과도상태를 완화

시켰다. 한 DC 압 뿐만 아니라 장 압 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VBC의 사용은 력시스템의 

안정화  력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제안된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모의 실험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하지만 제어기의 강인성을 높이기 한 추가 인 보상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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