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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커패시터 및 태양전지를 이용한 로봇청소기용 

양방향 충전시스템 설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Bidirectional Power Supply Charger Using Super 

Capacitors and Solar Panel for Robot Cleane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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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 Zheng․Sheng-Xu Piao․Dae-Hwan Kwon․Wei-Jing Qiu․Hee-Je Kim)

Abstract - In this paper, a bidirectional power supply charger is proposed. This system used a solar cell panel to generate 

electricity and used super capacitors to store these energies, which can be used for the robot cleaner or some other electronic 

products. This system include a phase-shift controlled bidirectional dual active bridge (DAB) converter, solar panel super 

capacitors and DSP controller. In the daytime it can charge to the super capacitors to store the energy generated by the solar 

cell panel and in the night it will release the energy stored in the super capacitors to loads. A prototype of the proposed 

bidirectional power supply charger system was designed which can achieve 18V to 30V input, 10V/20W output to super 

capacitors and 9V/6.5W output when it acts as a charger for the robot cleaner. The system is verified to be sTable

and reliable by both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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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가전제품의 다양화로 인한 생활의 편이성이 향상됨에 따

라 에너지 수요가 대량으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료 절감 

방법이 주민생활에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태양에너지를 주택

용 전기 대체 에너지로 적용한 사례는 이미 보편화 되었으며 태

양광 발전을 가전제품에 대한 다양한 적용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

발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소인 2차 전지는 메모리 효과로 인한 수명단축 및 긴 충전시간 

등 단점이 있으며 가전제품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효율성 및 편

이성 향상을 위해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1, 2]. 

슈퍼 커패시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2차전지에 비해 내구

성이 좋고 내부 저항이 작으며 효율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슈퍼커패시터 충전전류는 2차전지의 10배 

이상 높으므로 충전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3-6]. 경제적

인 면에서 볼 때 유지보수 비용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충전/방전과정이 거듭 반복됨으

로 수명이 긴 에너지저장소가 필요하다. 슈퍼 커패시터의 허용 

충/방전 횟수는 50만회이상으로 리튬전지의 500배, 니켈카드뮴 

전지의 1000배 이상 된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이차전지

를 사용할 경우 수명은 수년정도 되지만 슈퍼커패시터인 경우 수

십 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종래의 이차전지는 완전방전의 

경우 배터리의 파손이 우려되지만 슈퍼커패시터는 완전방전되어

도 무방하다. 본 논문은 슈퍼 커패시터를 에너지 저장소로 활용

하여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양방향 

DAB 컨버터의 고성능, 고효율, 전기절연성 등 장점을 적용하여 

태양광 양방향 충/방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7-10].

 

그림 1 충전시스템 전반 구성

Fig. 1 Proposed overall schematic of the power supply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한 전원시스템 구성을 보여준다. 태

양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DAB 양방향 컨버터를 거쳐 전

력변환을 한 후 슈퍼 커패시터에 충전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동작 순서는 일조량이 많을 때 슈퍼 커패시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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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여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로봇청소기에 충전 필요 시 양

방향 컨버터는 역방향으로 동작하여 슈퍼 커패시터로 부터 에너

지를 공급한다. 전반 제어과정은 DSP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으며 

PI제어기법을 적용하여 정전류 제어를 구현하였다.

2. 본  론

2.1 양방향 DAB 컨버터의 토폴로지

그림 2는 양방향 DAB 컨버터의 토폴로지이다. 절연 변압기 

및 누설 인덕터에 두 개의 브리지회로로 구성되었다. 좌측의 브

리지회로는 대양전지와 연결하고 우측의 프리지회로는 슈퍼커패

시터에 연결한다. 컨버터의 출력파워는 그림에서 표시한 Vab 와 

Vcd 사이 전압위상으로 제어한다. 충전모드로 동작 시 Vcd 는 

Vab에 비해 위상이 지연되고 파워흐름은 좌측에서 우측방향이다. 

반면에 방전모드로 동작 시 Vab 위상은 Vcd에 비해 지연되며 

파워흐름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향한다. 여기서 Dps 는 위상차에 

π를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충전모드에서 태양전이는 슈퍼커패시터에 충전을 하며 고전압 

측 풀 브리지는 인버터모드로 동작하고 저 전압 측 풀 브리지는 

정류기로 동작한다. 그림 3은 충전모드에서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2 양방향 DAB 컨버터 구성도

Fig. 2 Topology of the bidirectional DAB converter

그림 3과 같이 충전모드에서에서 사이 인덕터 전류   

는 수식 (1)로 주어진다.

      

 
∙  (1)

는 입력직류전압이고, 는 슈퍼커패시터의 전압, 

  는 에서 인덕터 전류이며 N은 변압기 권수비  , L

은 인덕턴스를 표시한다. 

에서의 인덕터 전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2)

  은 스위치 주기이다. 

에서   사이 전류 는 아래 수식으로 나타낸다.

     

 
∙  (3)

따라서 시점에서 인덕터 전류는 

      

 
∙

 
 (4)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인덕터 전류는 주기적으로 대칭되는 

파형이다. 

그러므로     , 수식 (2)와 수식 (4)로부터   이 

계산된다.

   

  
(5)

따라서 반주기의 인덕터 전류는 :

 













      

    
  ≤  ≤ 



      

    
    ≤ 

 

 (6)

그림 3 충전모드에서 양방향 DAB컨버터의 주요파형

Fig. 3 Waveform of the bidirectional DAB converter in 

charging mode

그림 3에서 평균출력파워는 아래 수식과 같다.

 

∙ ∙
∙   




∙   

(7)

여기서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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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ormalized파워와′ , 관계곡선

(≤ ≤ ≤)

Fig. 4 The relation curve between normalized power ′
and   , (≤ ≤ ≤)

표 1 최종 설계값을 보여준다

Table 1 Parameters of the bidirectional DAB converter 

Switching

frequency
50KHz

Transformer

turns ratio
10:4

Leak-age

inductance
11.52uH

Charging

mode

Input 

voltage 

range

18-30V
Rated input 

voltage
24V

Rated 

power
20W Rated duty 0.4

Discharging

mode

Input 

voltage 

range

10-5V
Rated output 

voltage
9V

Rated 

power
6.5W

Maximum 

output current
800mA

그림 5 DAB 양방향 컨버터 동작 알고리즘

Fig. 5 The algorithm flow chart of the bidirectional DAB 

converter

    ，에서 파워는 베이스 파워이며 수식 (10)으로 

계산된다.

 




 (8)

그러므로 파워흐름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할 때 normalized 

파워는

′
      ≤ (9)

방전모드는 충전모드와 유사하며 normalized 파워 수식은 다

음과 같다.

′

    ≤ ≤ (10)

Normalized 최종 수식은 수식 (11)으로 나타낸다.

     ≤ ≤  (11)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바 전송 파워는  에 대칭된다. 

수식 (2) 및 수식 (4), 수식 (5)로부터,      을 각각 구하면 

   

  
 (12)

   

  
 (13)

위의 수식에서 보여주듯이 가 증가하면      도 따

라 증가한다. 즉 같은 파워에서 가 높을수록 인덕터 피크 전

류가 높게 나타난다. 값을 ≤ ≤ 범위로 선정하면 

비교적 낮은 인덕터 전류를 얻게 되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2 설계 및 시뮬레이션

앞에서 언급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으며 구체적인 파라미터 값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DSP (TMS320F28335)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구

현하였다. 그림 5는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제어기 구

동 시 시스템은 과전류 감지부터 진행한 후 전압상황에 근거하여 

전원동작모드 즉 충전모드 또는 방전모드를 선택한다. 

전원시스템이 충전모드로 동작 시 soft start 방식으로 돌입전

류를 제한한다. 다음 제어기는 비례적분 제어상태로 진입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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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DAB 양방향 컨버터 시뮬레이션 파형

Fig. 6 Waveforms of the bidirectional DAB converter 

simulation results

그림 7 양방향 충전시스템 시제품 사진

Fig. 7 The prototype of the proposed power supply system

그림 8 soft start 과정 실 측정 파형

Fig. 8 The current during soft start process

전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한다. 전압비례적분 제어기는 출력전압

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이 방전모드로 동작 

시 마찬가지로 soft start후 비례적분 제어상태로 진입한다. 

본 전원시스템에서 충전전류는 2A로 유지하며 슈퍼 커패시터 

전압이 10V일 때 충전전류는 0A로 된다. 

그림 6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a)는 양방향 

DAB컨버터가 충전모드 동작 시 주요 파형. 그림 6(b)는 중전전

류가 2A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6(c)에서 충전전압

이 10V로 되었을 때 전류가 0A인 경우이다. 그림 6(d)는 방전모

드 동작파형이며 출력전압이 9V로 유지된다. 

3. 실험 결과

양방향 컨버터 전원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

술한 설계방법으로 그림 7과 같이 전원시스템 시제품을 구성

하였다.

일조 시 태양전지에서 전환된 전기에너지는 DAB 컨버터를 

통해 슈퍼 커패시터에 충전되며 그림 8은 soft start 과정에서 

파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신호 1은 충전전압, 신호 2는 슈퍼커패

시터 전압, 신호 3, 4는 충전 전류와 입력전류를 표시한다. 충전

전류 및 입력전류는 서서히 상승하여 정격전류에 도달함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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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9 시제품 동작 파형

Fig. 9 Experimental waveform of the prototype

입전류를 효과적으로 제한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9는 충/방전 과

정 중 주요파형이다. 그림 9에서 a, b, c,의 신호 1, 2, 3, 4는 각각 

  , 및 충전전류 파형이다.

그림 9(a)로부터 알 수 있는바 충전전류는 2A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림 9(b)는 슈퍼커패시터가 10V 전완충일 때 파형이

며 이때 0A 의 전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c)는 로봇청소기에  

충전 시 파형이다. 충전이 지속되면서 슈퍼커패시터의 전압은  

7V까지 하강된다. 신호 4는 출력 전압 9V 즉 로봇청소기의 충전

전압이다. 실측 파형과의 비교를 통해 설계된 시뮬레이션과 일치

함을 알 수 있고 설계의 정확성을 증명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태양광 및 슈퍼커패시터를 이용한 로봇 청소기 

충전용 양방향 컨버터를 설계하였다. 와 사이의 위상제어

를 통해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로봇청소기에 

충전하였으며 Soft start 방식을 통한 돌입전류 제한, 정전류 제

어기술 등을 적용하여 충전회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양

방향 컨버터 충전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방법을 이론적으로 상세

히 제안하고 회로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파형의 비교를 통해 설

계방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으며 로봇 청소기에 대한 적용사례를 

통해 본 연구방법으로 기타 다양한 가전제품에 대한 적용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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